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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ny

Overview
ADTIVE INNOVATION = 미디어 솔루션 전문 기업

Ad is Contents
Display AD
Technical Group

단순광고가 아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실현하는 신개념 광고형태 도입
Text, Image, Thumbnail banner 등 다양한 형태로 약 60여 개 매체의 200개 영역 보유
전체 인력 중 40% 이상이 기술 인력이 차지, 기술력 기반의 솔루션 개발

Innovator

광고의 창의적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현재 애드네트워크 광고시장 점유율 1위

Value-added

단순한 광고 노출과 클릭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환율까지 고려하는 광고솔루션 시스템

Expand

웹과 모바일을 뛰어넘어 게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컨텐츠와 광고의 결합 시도

회 사 명 : 애드티브이노베이션㈜
대표이사 : 조재범
법인설립 : 2007년 1월 31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번지 신웅빌딩 14F
전화 : 02-554-9015 팩스 : 02-554-3832
홈페이지 : www.adtive.com
직원수 : 40명

1. Company

Vision / Mission

글로벌 미디어 솔루션 전문기업

Win-Win Community Creator

Win-Win Biz System

Win-Win Success Story

고객과 파트너의
가치혁신

고객부터 파트너까지
동반성장 가능

모두의 가능성 무기로
성공 스토리 제작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기존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발
견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환경 조성
 고객과 파트너에게 더 큰 시너지
제공

 가능성을 바탕으로 어려움 극복
 광고주와 파트너 각각의 성공스
토리 제작

1. Company

History

2007

1월 :
2월 :
5월 :
10월

2008

4월 : ‘Yahoo’ 광고제휴 계약 체결
6월 : 온라인 통합광고관리 AD Manager
‘ADS Ver. 1’ 시스템 구축

애드티브 이노베이션㈜ 설립
온라인 광고 ‘adplex’ 서비스 오픈
‘Daum’ 광고제휴 계약 체결
: 벤처인증 / 기술평가 인증 기업 등록

2009

1월 : 인터넷 언론사 60개 매체와
광고제휴 계약 체결
11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사내 부설연구소 인증

2010

4월 : ‘투비온㈜’ [광고대행] 설립
8월 : CD Network 사업 제휴. CDN 서비스 도입
8월 : IDC / 보안관제 자동 이중화 시스템 구축

2011

3월 : ‘Widecoverage’ 인터넷신문 오픈
6월 : 기술혁신 기업 ‘이노비즈’ 인증
7월 : 모바일 통합광고관리 AD Manager
‘2beon Ver. 1’ 시스템 구축
7월 : 모바일 광고 ‘2beon’ 서비스 오픈
10월 : [특허등록] 온라인 광고 노출 제어
10월 : [특허등록] 클릭방식의 광고 검색

2012

2월 : 커머스 상품 ‘옵티카’ ‘와낙스’ 판매 출시
6월 : ‘Nate’ 광고제휴 계약 체결
7월 : ‘코럴브릿지’ [Commerce & Entertainment]
설립
11월 : 신규 광고 플랫폼 ‘TargetView’
사이트 개설

2013

1월 : ‘TargetView Page’ 서비스 오픈
2월 : ‘오르트클라우드㈜’ [Big Data – Solution]
설립
7월 : [특허등록] SNS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9월 : [IBK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우량기업 인증

1. Company

History

2007

2008

• adplex

ADS ver.1
AD server

2009

2010
• 2beon(Mobile)

Dual IDC

2011
• Widecoverage

Dual Security

2012

2013
• TargetView
• Game
• Oort Service

CDN Service
CPP (Cost Per Period)
2beon Ver.2
ADS Ver.2

Visitor Activity Track(사용자 행동분석 솔루션)

Cost Per Duration(사용자 체류시간 측정)

Media

Solution

Contents

AD

2. Business Area
애드티브 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미디어 솔루션 전문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니다. 광고 솔루션뿐만 아니라
광고효율 증가를 위한 플랫폼,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Solution

TargetView
Adplex
2beon

Platform

TargetView
Wide Covearage

Contents

Game Publishing
Big Data

2. Business Area

Solution

애드티브는 광고주 여러분의 효율적인 온라인 광고를 위해 애드티브만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개 매체와 제휴를 맺어 효율적인 광고를 도와드립니다.

adplex(Web)
 CPP(Cost per period) 기간제 과금
 광고주와 관련된 매체선별, 최저 비용으로
최고효율 달성
 실시간 광고효율 확인 및 소재변경가능

2beon(Mobile)
 CPP(Cost per period) / CPC (Cost per Click)
과금
 실시간 광고효율 확인 및 소재변경가능
 향후 리치미디어 광고 적용 예정

2. Business Area

Solution

TargetView는 ‘광고는 컨텐츠’라는 애드티브 이노베이션의 생각이 잘 반영된 광고솔루션입니다. 이제
직접 광고소재 및 랜딩페이지를 손쉽게 제작,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T.V Page
 TargetView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 랜딩
페이지 제작
 한 번 제작으로 Web과 Mobile 동시 발행
 TargetView 內 자체 송출

T.V Link
 CPV(Cost Per View) 과금체계 도입
 사용자가 본 만큼 과금하는 합리적인 과금체계
 제휴한 매체에 Web, Mobile 동시 송출

2. Business Area

Platform

애드티브 이노베이션은 단순 클릭만이 아닌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환율 상승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효율 상승을 이끌어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ide Coverage
 생활 밀착형 중심의 인터넷 신문(구글, 다음 검색
제휴)
 광고주가 요청한 홍보소재를 기사형 광고로 발행
 한 번 제작으로 Web, Mobile 동시 발행

TargetView
 손쉽게 자체 홍보페이지 제작가능
 사진, 동영상, 고객정보수집 등 다양한 기능 제공
 한 번 제작으로 Web, Mobile 동시 송출

2. Business Area

Contents

애드티브 이노베이션은 컨텐츠와 광고의 조합을 통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광고 효율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향후 리타겟팅, 맞춤형 광고 등에 근간이 될 것입니다.

Game Publishing

Big Data

 게임 퍼블리싱을 통한 마케팅 이벤트 진행

 빅데이터 서비스 오르트 서비스 출시예정

 게임 내 광고삽입, PPL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데이터 분석

 스타일리쉬 런게임 Mr. Breaker 퍼블리싱
(2013.07.12)

 향후 리타겟팅, 맞춤형 광고 등 활용 가능

3. Business Results

Certifications

인증/
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 획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IBK FAMILY 기업

애드티브이노베이션 부설연구소

애드티브이노베이션

애드티브이노베이션 / A등급

애드티브이노베이션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지방중소기업청

IBK기업은행

특허

특허 출원 등록

특허 출원 등록

특허 출원 등록

‘온라인 광고의 노출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클릭 방식의 광고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SNS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