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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obile Index HD



모든 마케터들은 퍼포먼스 측정을 위한 KPI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KPI는 내부 데이터만을 보고 수립될 수 없으며, 

오직 시장과 경쟁 현황이 정확히 반영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HD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KPI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고객이 어떤 경쟁자로부터 와서, 어떤 경쟁자로 빠져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강력한 인사이트를 통해 다이나믹한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세요. 

Find, Understand, Meet your Audiences



오차율 5% 미만의 정확도가 제공하는 Audience 인사이트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 

모바일인덱스HD는 방대하고 정밀한 DMP 데이터와 고도화된 A.I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마케팅 기회 발견과 나아가 성과 검증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68.2%74.3%
B사A사

모바일인덱스HD 

모바일앱사용량평균정확도

압도적인 정확도를 경험하세요

2018년 12월주요쇼핑몰사용량데이터자체검증

유사서비스

모바일앱사용량평균정확도

>95.9%



# Appendix : MobileIndex dat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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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ADn

RTB

MI_DMP

Estimated

35,000,000 +
Unique ADID / 1day

DATA Accuracy

95.9%
내부 데이터검증 대조군

Original Algorithm
by  Mobile Index_AI

추정 대조군

추정 대상 추정 대상

…

ADID
- Media A open time
- Media B open time
- Media C open time

- OS ver.
- Device info.
- Carrier info.

…

ADID
- App A open time 
- App B open time 
- App C open time

- App inst. info 
- Demo. Info.
- Market info

…

Partner

Partner

Partner

Partner

Partner

…



모바일인덱스HD는 모바일 앱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고도화된 분석 툴을 제공합니다.

동시 사용 앱 순위, 경쟁 앱에서의 유입, 경쟁 앱으로의 이탈, 이탈자 성향 분석, Weekly 신규 설치자의 재방문율 등

모바일인덱스HD만의 고도화된 데이터로 당신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데이터

21

8
7

5

모바일인덱스HD A사 B사 C사

핵심데이터지표지원현황
(기본데이터지표제외)

데이터 지원 항목 모바일인덱스HD A사 B사 C사

Usage Ranking

누적 설치 순위 O O O O

신규 설치 순위 O O O

총 사용시간 순위 O

동시 사용앱 순위 O

Acquisition

신규 설치 기기 O O O

신규 사용자 O O

경쟁앱에서의 유입 O

Activation

누적 설치 기기 O O O

사용률 O O O

중복 사용률 O O O

단독 사용률 O

Retention

유지율 O O

사용일수별 사용자 비율 O O O

고착도(Stickiness) O

일별 신규 사용자 재사용률 O O

Drop-Off

이탈률 O O

이탈자 성향 분석 O

경쟁앱으로의 이탈 O

유입률 O O

삭제율 O

일별 신규 설치자 삭제율 O

총 21가지 항목 중 21 개 8 개 7 개 5 개



모바일인덱스HD는 국내외 유수 언론사들로부터 높은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사이트를 통해 압도적인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2018년 기사 인용 건 수:   국내 264 건, 해외 198 건

완벽한 인사이트와 높은 신뢰도



순위
분석

앱기본사용량
분석

유입·신규사용자
분석

활성사용자
분석

잔존사용자
분석

이탈·삭제자
분석

 사용자 수 순위

 누적 설치 순위

 신규 설치 순위

 총 사용시간 순위

 동시 사용앱 순위

 사용량 분석

 업종 분석

 업종 점유율

 사용자 인구통계

 신규 설치 기기

 누적 설치 기기

 유입률

 경쟁앱에서의 유입

 사용자 수

 사용률

 총 사용시간

 1인당 평균 사용시간

 경쟁앱 중 중복 사용

 단독 사용률

 유지율

 고착도(Stickiness)

 신규 사용자 재사용률

 이탈자

 이탈자 성향 분석

 경쟁앱으로의 이탈

 유입자

 삭제 기기 수

 신규 설치자 삭제율

“이제 모바일인덱스HD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세요”

모바일인덱스 HD
바로가기



Case Studies



1. What to do? : goal setting

2. Who are they? : target defining

3. How to reach? : media mixing

Marketer’s 3 Problems



1st answer . Goal Setting : 경쟁앱과의 비교를 통한 마케팅 방향성 재정의

광고주 A는, 보유한 기존 고객은 많으나, 신규 고객의 증가는 낮은 편이었으며, MAU 규모에선 중간을 가고 있으나, 고객의 반복 사용률은 낮고 이탈률이 높은 상황

이었습니다. 이는 경쟁사에게 따라 잡힐 수 있음을 뜻 하며,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바일인덱스의 방대한 데이터는 나와 경쟁사의 관계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총 설치 기기 신규 설치 기기 MAU 월간 Stickiness* 월간 유지률
(1 - 이탈률)

광고주A 경쟁사 ㄱ 경쟁사 ㄴ 경쟁사 ㄷ 경쟁사 ㄹ



2nd answer . Target defining : 고객 이용 패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적기 도출

구인 구직 앱의 경우, 일반적인 앱과는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검증해 본 결과, 일반 앱에 비해 다운로드 후 재실행 기간은 매우 짧고, 삭제까

지 걸리는 시간도 짧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 대비 최초 설치 후, 매우 짧은 기간 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모바일인덱스는 가설-검증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겟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55.5%

43.8%
39.5%

37.1%
33.9%

31.6% 30.2% 29.7%

46.9%

34.6%

27.5%
23.3%

19.8%
18.0% 15.9% 14.7%

WEEK+1 WEEK+2 WEEK+3 WEEK+4 WEEK+5 WEEK+6 WEEK+7 WEEK+8

일반 평균 구인/구직 평균

5.1%

14.3%

20.4%
25.30%

30.8%
34.60% 36.50% 38.40%

7.67%

19.86%

29.69%

35.80%

44.1%
48.60%

57.60% 59.30%

WEEK+1 WEEK+2 WEEK+3 WEEK+4 WEEK+5 WEEK+6 WEEK+7 WEEK+8

일반 평균 구인/구직 평균

신규 설치자 삭제율신규 설치자 재실행률

구인 / 구직 앱 이용 패턴

앱을 통한 구직 기간
앱 다운 후 약 2주

앱을 통한 구직 기간
앱 다운 후 약 2주

Communication 최적기



3rd answer. Media mixing : 타겟 고객의 매체 이용률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미디어 믹스 도출

광고주C는 20대 여성층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타겟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매체당 1회 노출 시의 도달률을 총 노출량을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 70% 도달 목표 시 A ~ Z구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합이 나왔고, 광고주는 전략에 맞는 최적의 매체 조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고객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루트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A

카카오스토리 네이버웹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음 Reach Freq.

- - - 50.90% -

50.07% 1.48밴드 페이스북 캐시워크 네이버

- - - 49.10%

B

카카오스토리 네이버웹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음 Reach Freq.

- - - 49.70% 2.30%

50.30% 1.51밴드 페이스북 캐시워크 네이버

- - - 48.00%

Y

카카오스토리 네이버웹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음 Reach Freq.

1.90% 12.70% 26.70% - 1.60%

50.89% 2.19밴드 페이스북 캐시워크 네이버

- 20.20% 4.10% 32.80%

Z

카카오스토리 네이버웹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음 Reach Freq.

1.90% 12.70% 26.60% - 1.60%

50.96% 2.19밴드 페이스북 캐시워크 네이버

4.20% 20.20% - 32.80%

14.3%

28.6%

42.9%

57.2%

85.7%

100%

71.5% A Z

매체 Reach

유튜브 67.0%

네이버 64.8%

인스타그램 52.7%

페이스북 33.9%

네이버웹툰 25.0%

밴드 8.30%

캐시워크 8.2%

카카오스토리 3.9%

다음 3.1%

20대 여성 이용 주요 매체 20대 여성 70% 도달 미디어 믹스
…

노출 수 별 도달률 매체 분포



About Services



ESSENTIAL 상품

기본 · 업종 사용량 분석

 기본 사용량 순위
 업종별 사용량 순위
 사용자 수, 설치기기 수, 사용시간, 

사용자 구성 분석 데이터
 개별앱의 일간, 주간, 월간, 성별, 

세대별 사용량 데이터

경쟁앱 심화 분석

 내 앱과 경쟁앱의 심화 분석
 동시 사용앱 분석
 유입·신규 사용자 분석
 활성 사용자 분석
 잔존 사용자 분석
 이탈·삭제 사용자 분석

“성공적인비즈니스를위한 만의강력한솔루션”

PREMIUM 상품



사용량 순위

1) 기본 사용량 순위

기본 사용량 순위는 앱의 사용자 수, 사용자 구성, 누적 설치, 신규 설치, 총 사용 시간 등을

기간(일간, 주간, 월간), 카테고리, 성별,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정밀 분석합니다. 



사용량 순위

2) 업종 사용량 순위

사용자 수, 누적 설치, 신규 설치, 총 사용시간에 따른 업종 순위 및 점유율을 통해 내 앱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업종 사용량 순위는 내 앱이 속한 업종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합니다.  



경쟁앱 분석

1) 동시 사용앱 순위

동시 사용앱 순위를 통해 내 앱 사용자가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앱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동시 사용앱 순위는 사용자의 관심 업종과 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경쟁앱 분석

2) Acquisition (유입·신규 사용자 분석) 

Acquisition을 통해 경쟁앱에서 내 앱으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확인해 보세요. 

경쟁앱에서 내 앱으로 이동한 사용자, 신규 설치 기기, 누적 설치 기기 등 심화된 유입·신규 사용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쟁앱 분석

3) Activation (활성 사용자 분석) 

Activation의 중복 사용 비교를 통해 내 앱과 경쟁앱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수, 사용률, 총 사용기간 등 경쟁앱과 비교한 디테일한 사용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쟁앱 분석

4) Retention (잔존 사용자 분석) 

Retention을 통해 경쟁앱 신규 설치자의 재방문율을 확인하고 내 앱과 비교해 보세요. 

이밖에 유지율, 고착도(stickiness) 등 고도화된 잔존 사용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쟁앱 분석

5) Drop-off (이탈·삭제 사용자 분석) 

Drop-off를 통해 내 앱 사용자들이 정확히 어떤 경쟁앱으로 이탈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률, 삭제율은 물론 나아가 이탈 사용자 공략을 위한 성향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About Plan & Price



ESSENTIAL

PREMIUM

Plan Contents Price Promotion

사용량 순위

(기본 사용량 순위 + 업종 사용량 순위)

 마켓 카테고리별/업종별 일간, 주간, 월간, 사용자수, 설치기기수, 

사용시간 기준 순위

 개별 앱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기본 사용량 및 업종 별 점유율 추이

 기본 사용량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가능

사용량 순위 + 경쟁앱 분석

 ESSENTIAL 전기능 +

 프로젝트 (내앱+경쟁앱 10개) 1개 생성 가능

 내앱과 경쟁앱들의 심화 사용량 지표 및 앱 간 유입/이탈/동시사용 분석

 내앱과 경쟁앱들의 단독 사용률 및 신규 사용자 잔존율 데이터 요청 가능

 기본 사용량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가능

 무약정 : 200만원 / 월

 6개월 약정 : 150만원 / 월

 12개월 약정 : 100만원 / 월

( VAT 미포함 )

 무약정 : 400만원 / 월

 6개월 약정 : 300만원 / 월

 12개월 약정 : 200만원 / 월

( VAT 미포함 )

런칭 기념 프로모션 진행 중

(ESSETIAL / PREMIUM 공통)

 2019.06.30일 이전 12개월

약정 계약 시 무료 3개월

추가 제공 (총 15개월 이용)

Plan & Price



Contact us

모바일인덱스 HD : hd.mobileindex.com

서비스 이용 문의 : MI_Help@igaworks.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