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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1) Corporate Identity 

      2) 회사개요 

      3) 연혁 

회사소개 



1) Corporate Identity 1. 회사소개 

Digital Marketing No.1 Company 

•  제휴마케팅 부동의 1위(40% 점유율) 

   (랭키닷컴 기준) 

• 국내 최대 고객 보유 

  (광고주:500여개, 광고매체:10만여개) 

• LGU+ 공동사업 

• 가맹점 3만3천개(15개월 소요) 

  cf. 오케이캐쉬백 현재 5만여개 

• 총 누적 다운로드 100만여건 

• LGU+ 공식 미디어렙사 

•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운영(LG U+AD) 

• LG전자 스마트TV 광고플랫폼 운영 

모바일 
광고 

온라인마케팅 No.1 플랫폼 

모바일광고 플랫폼 
지역광고플랫폼 



2) 회사개요 1. 회사소개 

지적재산권 

특허 : “로그분석을 이용한 수익배분 시스템 및 방법” 등록 

            “통신망에 사용되는 과금방법” 등록 

            “광고서버 및 그 동작방법” 등록 

            “저주파통신을 이용한 광고시스템 및 방법” 등록 

            “양방향트랜잭션 장치 이용한 전자상거래방법” 등록 

            “ 모바일 단말기 이용한 처방전 관리시스템” 등록 

            “어플리케이션팩 다운로드 방식 홈서버 시스템” 등록 

 

프로그램 : “GOTORO플랫폼”외 4건 등록 

상표권 : ILikeClick, XWARE, X-Home, DCC등 다수 등록 

주소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번지  

  청담벤처프라자 11층 

홈페이지   http://www.interactivy.com 

운영사이트 

  http://www.ilikeclick.com (제휴마케팅) 

  http://www.dingdongshop.co.kr (위치기반 소셜쇼핑) 

  http://www.ticketplanet.co.kr (통합영화티켓 예매)   

  http://www.clicknmall.com (쇼핑포탈) 

  http://www.mycuve.com(인터넷시작페이지) 

상호명    주식회사 인터랙티비 

대표이사    문 성 운 

법인설립일    2001. 4. 23. 

사업자 
등록번호 

   220-86-10668 

부설연구소 

(병역특례업체) 
   제20012147호 

기업인증 이노비즈(Inno-Biz)기업(제 8012-1786호) 

전화번호(FAX)    02-501-6474 (02-501-6475) 

임직원수    100 명 



3) 연혁 1. 회사소개 

2013 09월 CPC 광고 플랫폼 '아이라이크스폰서애드' 오픈 

04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이라이크터치' 오픈 

       SNS 광고 플랫폼 '아이라이크릴레이' 오픈 

2012 09월   캠핑앨범 SNS서비스 ‘아이라이크캠핑’ 오픈  

07월   CPC 광고서비스 ‘스폰서애드’ 오픈 

06월   개방형 시작페이지 ‘마이큐브(mycuve.com)’ 오픈 

01월   LG전자 스마트TV 광고플랫폼 개발 

2011 07월    통합 영화예매  ‘티켓플래닛(ticketplanet.co.kr)’ 오픈 

06월     LG U+AD 스마트패드 광고플랫폼 개발 

04월    위치기반 소셜쇼핑 ‘딩동(dingdong.co.kr)’ 오픈 

              통합 SNS 관리플랫폼 ‘아클인(ilikein.com)’ 오픈 

03월    매일유업 광고대행 

01월    포인트적립 어플 ‘BONBON’ 서비스 오픈 

2010 
 

09월    LGU+ U+AD 광고플랫폼 개발 

05월   모바일 아이라이크클릭(m.ilikeclick.com) 오픈 

02월    블로그 광고서비스 '올블릿' 서비스 오픈 

2009 12월    KT T-money 결제시스템 구축계약 

07월    하트하트재단 기부위젯 서비스 오픈 

04월    유니세프(Unicef) 위젯 서비스 오픈 

2008 12월    아이라이크클릭 '포털 쇼핑 입점대행 서비스' 오픈  

06월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 선정 

05월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03월    LG텔레콤 모바일 쇼핑몰 ‘손안에 쇼핑’ 오픈 

2007 12월    ‘Technology Fast 500 Asia Pacific 2007 Award  

              Ceremony’ 수상  

10월    제 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산자부 장관상 수상  

09월    LG텔레콤 공식 미디어랩사 선정  

08월    LG텔레콤 모바일커머스 BP 사업자 계약  

07월    ‘2007 Technology Fast 50’ 우수상 수상  

2006 09월    WiBro CPS(통합결제) 시스템 구축계약 

              KTF ‘도시락’ 광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  

07월    ETRI UPnP Streaming 서비스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  

06월    아이라이크클릭 ‘심플링크’서비스 오픈 

03월    천안시 U-City 전시관 구축 및 개관   

2005 11월    인터랙티비-클릭앤파트너즈 합병 

05월    포털 서비스 e라이프 오픈  

               LG전자와 MD 및 RG개발 협력에 대한 MOU 체결 

03월    정보통신부 U-Dream 전시관 업그레이드 구축 개관 

2004 12월    오버추어 우수 광고대행사 선정 
              검색 서비스 이지서치 오픈 

10월    검색엔진마케팅 이지서치 오픈 

03월    정보통신부 U-Dream 전시관 구축 및 개관 

02월    가격비교전문몰 클릭앤몰(clicknmall.co.kr) 오픈 

2003 11월    제휴마케팅분야 업계 1위로 진입 

04월    200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자 선정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               

03월    주식회사 클릭앤파트너즈 설립 

              제휴마케팅 센터(ilikeclick.com) 오픈 

02월    S/W협회 주관 제2회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우수상 

2002 12월    제2회 Digital Innovation 대상 ETRI원장상 수상 

11월    벤처기업 확인(신기술 평가 기업) 

05월    KT-HDS 체험관 구축(KT본사 1층) 

2001 04월    주식회사 인터랙티비 설립 



충전소란 

2.  충전소란 

       

      1) 충전소 시스템 

      2) 충전소 운영현황 

      3) 충전소 핵심 경쟁력 

      4) 충전소 운영 프로세스 - 조직도 

      5) 충전소 운영 프로세스 - 디자인 



2. 충전소란 1) 충전소 시스템 

1.  광고주(Merchant)의 유료•무료회원모집(CPA), 소액상품판매(CPS) 광고물들을 매체(Affiliate)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묶어 게시하는 대행 광고서비스. 

2.  광고물에 대해 사용자의 행동(회원가입, 상품판매)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해당 매체사 사이트(Affiliate)에서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등의 리워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등…)를 지급. 

충전소란? 

광고주(Merchant) pooq(Affiliate) ILikeClick 

회원(User) 



1) 충전소 시스템 

회원 웹사이트 사이버 머니 

활발하게 광고물에 참여할  

충분한 인원수의 회원 보유 

광고물을 게재하는  

공간이자 

유저가 모이는 공간 

광고물 참여의 대가로  

지급할 리워드. 

실제 사이트 내에서  

사용이 용이한 형태여야함. 

(유저가 필요로 해야  

참여 유도가 가능)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조건 

2. 충전소란 



1) 충전소 시스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사가,  

다양한 광고물이 모아져 있는 충전소 페이지를 사이트 내에 아이프레임 형태로 게재함으로써  

회원들이 충전소를 통해 각 광고물로 이동하여 요구된 액션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유저의 참여 완료 시마다 발생한 광고물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 비율을 사이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리워드 형태로 참여 유저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pooq(Affiliate) 회원(User) 광고주(Merchant) 

사이버 머니 수수료 

Flow 

참여(Action) 

2. 충전소란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포인트를  
직접적인 비용 지불을 통해 구입하지 않고도,  

다양한 광고물의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보유한 회원들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유저가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이트 내에서 소진함으로써  

사이트 이용이 활발해지는 효과 및 운영하는 컨텐츠의 구매로  
이어질 경우 판매로 인한 부가 수익을 기대함 

유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광고를 진행시,  
참여 대가로 리워드 지급을 약속하여 유저의 관심을 유도,  

광고물의 참여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다. 

광고주 

(Advertiser) 

Needs 

회원 

(User) 

Needs 

1) 충전소 시스템 2. 충전소란 

매체사 

(Publisher) 

Needs 



2) 충전소 운영 현황 - 매체사 

매체사 운영 현황 

1.  현재 100여 개의 충전소 서비스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중(국내 최대 충전소 네트워크). 

2.  파일공유, 게임, 방송,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대형 매체 다수 독점 운영. 

3.  최대 제휴 대행사로서의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 노하우 제공 

주요 운영 충전소 

2. 충전소란 

카테고리 주요 진행 매체 진행 방식 사이트 URL 

휴대폰쇼핑몰 KT올레포인트샵 당사 독점 
http://shop.olleh.com/shop/event

/Event_PointMall.jsp 

커뮤니티 세이클럽 당사 독점 http://me.sayclub.com/ 

상품권 컬쳐랜드 당사 우선 http://www.cultureland.co.kr/ 

상품권 해피머니 당사 우선 http://www.happymoney.co.kr/ 

아이템거래 아이템베이 당사 우선 http://www.itembay.com 

아이템거래 아이템매니아 당사 우선 http://www.itemmania.com 

파일공유 빅파일 당사 우선 http://www.bigfile.co.kr 



구분 설명 주요 광고주 

무료회원가입1 대형 쇼핑몰 신규 회원 모집 광고 
옥션, 11번가 등 당사 CPS 광고주 회원가입 물량  

독점 진행 

무료회원가입2 신규 런칭 사이트 신규 회원 모집 광고 엠넷 등 이벤트 사이트 

DB 모집 광고 보험 및 교육 관련 신규 인바운드 DB 모집 광고 동양생명 대형 보험사 및 교육 사이트  대행 

모바일 광고1 SKT, KTF,LGT 모바일 상품 가입 충전소 진행 대행사 중 최대 물량 소화 

2) 충전소 운영 현황 - 광고주 

광고주 운영 현황 

1.  현재 다수의 광고주들이 무/유료회원가입(CPA), 소액상품판매(CPS)등 다양한 광고로 제휴중 

2.  업계 최대 광고 물량 제공 

3.  중소형 충전소 대행사에 주요 광고 리셀러 형태로 공급 

주요 제휴 광고물 

2. 충전소란 



3) 충전소 핵심 경쟁력 

      01. 
제휴 마케팅 1 위의  업계 선도 기업 

- CPS 및 CPA / 검색, 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제휴 시스템 보유 

      02. 
국내 최대 충전소 대행 운영사 

 - 총 100여개 국내 각종 카테고리 사이트에 충전소 서비스 대행 

      03. 
국내 최대 CPA 운영 광고 보유 

 - 대형 광고주 단독 대행 및 주요 대행 랩사 CPA 물량 다수 운영 

      04. 
오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시스템 

 - 안정된 서버운영과 체계화 된 프로세스로 CS최소화 및 신속한 처리 

      05. 
완벽한 로그 분석을 통해 최적의 프로모션 제공 

 - 실시간 데이터 및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한 효과적 매출 전략 제공 

2. 충전소란 



충전소(Affiliate) 

개발담당 CS처리담당 운용업무 광고영업 

4) 충전소 운영 프로세스 - 조직도 

1.  무료충전소 페이지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에 팀 구성 

2.  CS 전담 팀을 활용 해당 사이트 발생 문의에 대한 응대 및 처리 업무 전담 

3.  국내 최대 보유 제휴사를 바탕으로 한 광고 영업 및 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광고 공급 

4.  로그 분석을 통한 해당 사이트 사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마케팅 운용 

5.  앞선 제휴 마케팅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된 서비스 환경 및 최적의 리포트 제공 

조직도 

2. 충전소란 



5) 충전소 운영 프로세스 - 공통 기본 디자인 

• 신규 충전소에 적용 중인 기본 디자인이며, 기존 충전소도 

  기존 충전소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디자인 적용 시 디자인 파일 제공 필요) 

기본 페이지 디자인  

- 무료이벤트 / 스마트폰APP / 모바일월정액 으로 3단 구분 형태 

- 기대 실적 및 현재 실적을 감안하여 아이라이크클릭 담당자가  

  빠른 위치 조정으로 노출 및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 

- 페이지 세로 길이 : 광고물의 숫자에 따라 자동 리사이즈 조절 

- 가로 광고물 개수 및 전체 폭은 iframe 크기에 따라 조절 가능 

- 미지급문의(CS) : 유저가 직접 접수 -> 아이라이크 담당자가 처리 

 

- 무료이벤트/ 스마트폰APP/ 모바일월정액/ 상단 배너 노출 

: 상품별로 탭에 맞게 정렬하여 유저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분 

  상단 배너 노출로 실적 극대화 

기본 배너 구성 

배너 이미지 : 120*50 픽셀 

이벤트 명칭 

리워드 금액+리워드 명칭 

이벤트 타입 

2. 충전소란 



CPA란 

3.  CPA란       

      1) CPA 웹 

      2) CPA 모바일 웹 

      3) CPA 앱 



3. CPA란? 1) CPA 웹 

1.  정의 : 포인트나 캐시와 같이 리워드가 제공되는 매체에 광고물을 게재해 유저의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2.  진행방식 : 충전소 매체를 통해 배너 노출 후 유저 가입 참여 유저에게 매체가 제공하는 리워드(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등) 제공 

3.  특징 : 리워드로 인한 신규 회원 가입자수 및 이벤트 참여자수 극대화 

제휴되어 있는 각 매체의 
충전소로 유입 

광고물 클릭 이벤트 참여 User Reward 
지급 



3. CPA란? 1) CPA 웹 

4.  제휴마케팅 1위 기업으로 다양한 포지셔닝의 최대 매체 제휴사 운영 중 
 

    -  100 여개 이상의 다양한 매체 풀 확보 

    -  4대 게임포털, 컬쳐랜드, 이지데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CPA 매체 군 제휴 중 

    -  종합쇼핑, 카드, 보험, 소셜커머스, 금융, 게임 등 신규 회원 및 가입 CPA 광고주 독점 제휴 최다 운영 

    -  노출확대를 위해 매체 및 광고 중소형 대행사 등 리셀러 업체 최다 보유     

site_name 사이트 url 카테고리 

세이클럽 http://me.sayclub.com/ 커뮤니티 

KT올레포인트샵 
http://shop.olleh.com/shop/event/

Event_PointMall.jsp 
휴대폰쇼핑몰 

해피머니 www.happymoney.co.kr 상품권 

컬쳐랜드 www.cultureland.co.kr 상품권 

아이템베이 www.itembay.com 아이템 거래 

아이템매니아 www.itemmania.com 아이템 거래 

이지데이 www.ezday.co.kr 커뮤니티 

클럽박스 www. clubbox.co.kr 다운로드/파일공유 

• 광고 집행 시 매체사의 특성에 따라 진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비리워드 매체사의 경우 Affiliate의 진행 여부에 따라 광고 제휴 및 게재가 가능합니다. 
• 게임사를 제외한 주요 실적 CPA 매체이며 상기 매체 외에 150여개 CPA매체가 제휴 중입니다. 



3. CPA란? 2) CPA 모바일 웹 

1.  정의 : 포인트나 캐시와 같이 리워드가 제공되는 매체에 광고물을 게재해 유저의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2.  진행방식 : 충전소 매체를 통해 배너 노출 후 유저 가입 참여 유저에게 매체가 제공하는 리워드(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등) 제공 

3.  특징 : 리워드로 인한 신규 회원 가입자수 및 이벤트 참여자수 극대화 

제휴되어 있는 각 매체의 
충전소로 유입 

광고물 클릭 이벤트 참여 User Reward 
지급 



3. CPA란? 

4.  제휴마케팅 1위 기업으로 다양한 포지셔닝의 최대 매체 제휴사 운영 중 
 

    -  20 여개 이상의 다양한 매체 풀 확보 

    -  해피머니, 컬쳐랜드, 쉐어박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CPA 매체 군 제휴 중 

    -  카드, 보험, 게임 등 신규 회원 및 다운로드 CPI 광고주 제휴 운영 

    -  노출확대를 위해 매체 및 광고 중소형 대행사 등 리셀러 업체 최다 보유 

site_name 사이트 url 카테고리 

해피머니 m.happymoney.co.kr 상품권 

빅파일 m.bigfile.co.kr 파일공유 

짱파일 m.jjangfile.net/ P2P 

쉐어박스 m.sharebox.co.kr/ P2P 

파일시티 m.filecity.co.kr/ P2P 

• 광고 집행 시 매체사의 특성에 따라 진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2) CPA 모바일 웹 



3. CPA란? 3) CPA 앱 

1.  정의 : 포인트나 캐시와 같이 리워드가 제공되는 매체에 광고물을 게재해 유저의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2.  진행방식 : 충전소 매체를 통해 배너 노출 후 유저 가입 참여 유저에게 매체가 제공하는 리워드(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등) 제공 

3.  특징 : 리워드로 인한 신규 회원 가입자수 및 이벤트 참여자수 극대화 

제휴되어 있는 각 매체의 
충전소로 유입 

광고물 클릭 이벤트 참여 User Reward 
지급 



3. CPA란? 

4.  제휴마케팅 1위 기업으로 다양한 포지셔닝의 최대 매체 제휴사 운영 중 
 

    -  10 여 개의 다양한 매체 풀 확보 

    -  해피머니, 컬쳐랜드, 애드라떼, 애즐 등 다양한 CPA 매체 군 제휴 중 

    -  카드, 보험, 게임 등 신규 회원 및 다운로드 CPI 광고주 제휴 운영 

site_name 카테고리 

티머니 라이프스타일 

니팝 교통 

해피머니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 광고 집행 시 매체사의 특성에 따라 진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3) CPA 앱 

site_name 카테고리 

앱팡 돈버는 앱 

포인트통통 앱테크 적립마켓 

코플 
돈버는  

뮤직플레이어 

프리로또 엔터테인먼트 



“ 고객의 사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CONTACT US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 청담벤처프라자10/11층 

• 오시는방법 :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 담당자 : 제휴마케팅그룹 액션마케팅팀 

• 휴대전화 : 02-501-6474(내선 203) 

• 메일 : am@ililkecl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