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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덱스HD 소개

(1) 모바일인덱스HD NEWS

(2) WHY 모바일인덱스HD



모바일인덱스HD 소개

대한민국
모바일시장분석의
필수솔루션
모든 마케터들이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
KPI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 KPI는 내부 데이터만을 보고 수립될 수 없습니다.

모바일인덱스HD는 240여 개 카테고리로 세분화된
국내 30,000여 개 앱의 상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KPI 매트릭스를 통해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세요.



대한민국 1,200여개기업과
2,000여명의전문가가선택한
모바일인덱스

완벽한인사이트와높은신뢰도,
월평균 300회인용
모바일인덱스HD는 국내외 유수 언론사들로부터
높은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사이트를 통해 압도적인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에서 모바일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HD 소개



모바일인덱스HD 추가업그레이드

iOS 데이터출시
모바일인덱스HD는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왔습니다.

2020년 6월 ESSENTIAL 서비스 대규모 업그레이드 이후,
9월 24일 모바일인덱스HD에 iOS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 iOS 통합 데이터와 OS 별 점유율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모바일인덱스HD 소개

10/01
● iOS 사용자 수
● Android 사용자 수
● Android + iOS

679,653
1,607,704
2,287,357



WHY 모바일인덱스HD

고도화된분석툴, 그러나 10분이면충분
모바일인덱스HD는 기존 1st party Analytics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타 경쟁앱에 까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신규 유입률과, 이탈률, 리텐션과 삭제율 까지. 모바일인덱스HD와 함께라면, 이 모든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표본 & 분석지표

데이터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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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가지항목중 21 개 8 개 7 개 5 개

핵심 데이터 지표 지원 현황 데이터 지표 별 도움말 지원

모바일인덱스HD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지표에는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그래프, 그리고 도움말을 통해 데이터 지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앱으로의이탈

내 앱 혹은 광고주 앱을 이탈해
경쟁앱으로 유입된 사용자의 비율

이탈자 = 지난주(월)만 사용 이력이 있고, 이번주(월)
사용이력이 없는 사용자

유입자 = 지난주(월) 사용 이력이 없고, 이번주(월
사용 이력이 있는 사용자



WHY 모바일인덱스HD TREND REPORT

빈틈없는데이터, 그리고완벽한인사이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모바일인덱스HD에서는 월 2회 이상 모바일 앱 시장 현황을 다루는 트렌드 리포트 및 업종 심화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MobileIndex 모바일인덱스
7월 9일

[네이버 VS 카카오, 주요 모바일 앱 사용량 비교]

MobileIndex 모바일인덱스
7월 22일

[2020 상반기 대한민국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



모바일인덱스HD 핵심기능

(1) 모바일인덱스HD Essential

(2)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모바일인덱스HD Essential

모바일인덱스HD 핵심기능

내가 잘한 것인가? 그냥 시장이 커진 것인가? 모바일인덱스HD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업종 트렌드 분석과 업종 순위 트렌드를 통해 내 앱의 상태와 시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최근 1년간 급등/급락 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모바일덱스HD Essential



모바일인덱스HD Essential 기본/업종 사용량 순위

* 기본 사용량 순위 * 업종 사용량 순위

모바일 앱 전체 시장에 대한 사용자 수, 총 설치 기기, 신규 설치 기기,
그리고 총 사용시간 순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HD에서 분류한 260여 개 업종 별 앱 시장에 대한
사용자 수, 총 설치, 신규 설치, 그리고 총 사용시간 순위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순위 변동 그래프 * 인사이트 도출 예시

모바일인덱스HD Essential 업종 순위 트렌드

내 앱이 속한 업종을 포함하여 모바일인덱스HD에서 분류한 260여 개 업종에 대해
사용자 수 및 총 사용시간 기준 상위 20위 앱들의 순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숙박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Ⅱ. 부동산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모바일인덱스HD Essential 업종 트렌드 분석 ►업종 사용자 구성

* 업종 사용자 구성

내 앱이 속한 업종을 포함하여 모바일인덱스HD에서 분류한 260여 개 업종에 대해
1 depth 업종(대분류), 2 depth 업종(소분류), 그리고 내 앱 사용자 구성 비교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숙박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Ⅱ. 식료품 업종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 인사이트 도출 예시



모바일인덱스HD 핵심기능 모바일덱스HD Premium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내 앱과 최대 10개의 경쟁 앱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대시보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경쟁 앱 분석을 진행해보세요.
대시보드를 통해 일간 사용량부터 경쟁 앱으로 이탈자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모바일인덱스HD 핵심기능 모바일덱스HD Premium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30,000여 개 앱에 대해 자사 BI 수준의 DEEP DIVE 분석, 내 앱과 경쟁 앱 간 정교한 교차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신규 설치자, 일·주·월간 사용자부터 내 앱과 경쟁 앱 간 중복 사용률, 이탈률 데이터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심화분석

경쟁앱2

중복사용률 : 14.3%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 (1) Acquisition

* Acquisition ►신규 설치 기기

Acquisition을 통해 지정한 내 앱과 경쟁 앱의 신규 설치 기기, 유입률, 총 설치 기기,
그리고 경쟁 앱에서의 유입 현황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Ⅰ. 증권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Ⅱ. 인테리어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 내용 중

* 인사이트 도출 예시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 (2) Activation

* Activation ►사용자 수

Activation을 통해 사용자 수, 사용률, 총 사용시간, 1인당 평균 사용시간,
그리고 경쟁 앱 중복 사용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네이버 VS 카카오 주요 모바일 앱 사용량 비교 리포트 내용 중

* 인사이트 도출 예시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 (3) Retention

* Retention ►신규 설치자 재방문율

Retention에 포함된 유지율, 고착도, 그리고 신규 설치자 재방문율 데이터를 통해
지정된 내 앱 및 경쟁 앱에 대한 사용자 충성도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보세요.

* 인사이트 도출 예시

Ⅰ. 중고거래 앱 시장 분석 리포트 내용 중



모바일인덱스HD Premium : (4) Drop-off

* Drop-off ►일별 신규 설치자 삭제율 * 인사이트 도출 예시

Ⅰ. 중고거래 앱 시장 분석 리포트 내용 중
Drop-off에 포함된 이탈률, 경쟁 앱으로의 이탈, 일별 신규 설치자 삭제율 데이터를 통해
지정된 내 앱 및 경쟁 앱에 대한 이탈 흐름을 분석해보세요.



Price & Plan

(1) 서비스 계약 절차

(2) 서비스 이용료



모바일인덱스HD Price & Plan

구매문의

모바일인덱스HD 서비스 페이지
좌측 하단 고객센터 ▶︎ 문의하기를

통해 서비스 구매 문의 진행

● ● ● ●

서비스시연

모바일인덱스HD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시연 기회 제공

● ● ● ●

견적서송부

이용하고자하는 서비스,
프로젝트 수 등 계약 조건에 따른

견적서 작성 및 송부

● ● ● ●

계약서작성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 ● ● ●



무약정

6개월 약정

12개월 약정

: 600만원 / 월

: 450만원 / 월

: 300만원 / 월

(VAT 미포함)

* 프로젝트 추가 : 100만원 / 개당 X 월
* 접속 디바이스 수 추가 : 별도 문의

PREMIUM

ESSENTIAL 모든 데이터 포함

내 앱과 경쟁앱 간의 교차 분석 / 잔존율, 삭제율 등 심화 분석 데이터

프로젝트 [ 내앱 1개 + 경쟁앱 최대 10개 ] 1식 제공

ESSENTIAL

일일 10,000여개 앱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기분 사용량 및 업종별 점유율 추이

업종별 일간, 주간, 월간 사용량 순위

업종 내 순위 변동 및 업종 전체 사용량 비교 분석

전 기간 조회 가능

iOS 데이터 조회 가능

엑셀 다운로드 가능

Plan Contents Price

무약정

6개월 약정

12개월 약정

: 300만원 / 월

: 225만원 / 월

: 150만원 / 월

(VAT 미포함)

모바일인덱스HD Price & Plan



Appendix

(1) 모바일인덱스 Classic



Appendix

모바일이용성지표부터매출추정치까지
모바일인덱스HD와함께사용하면효과가배가

모바일인덱스Classic
모바일인덱스 내 또 다른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CLASSIC은 한국 모바일 앱 마켓 3사 매출 추정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국내 마켓 전체, 마켓별, 앱별 매출 추이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 대비 마케팅 및 프로모션 KPI를 수립해 보세요.

KRW 1,500,000~ (1 Month)

마켓인덱스 글로벌 모바일 시장 분석

KRW 100,000~ (1 Month)

모니터링앱스 현명한 투자

한국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게임 앱만을 골라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 추정치를 확인해보세요.

모바일 시장 매출 규모, 장르별 분석, 신작 통계, 퍼블리셔 매출 순위 등
다양한 매출 관련 모바일 시장 분석 데이터를 만나보세요.



* 인사이트 도출 예시 (8월 발행 모바일인덱스 리포트)







Contact us

Thank you

https://www.mobileindex.com/
https://hd.mobileindex.com/cs/1o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