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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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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은 1인 마케터별 광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평가해 광고비를 배분하는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입니다

광고주와 1인 마케터를 연결하는 애드테크 플랫폼

텐핑 서비스 소개

•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2019년 3월 일본 특허 등록 제 2017-533348호/                                                                                                   

2015년 7월 국내 특허 등록 제10-1538278호) 

• 콘텐츠 수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마케터별로

광고비를 배분하는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016년 12월 국내 특허 등록 제 10-1690176호) 

•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용 앱 트래픽 퀄리티

실시간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

(2017년 6월 국내 특허 등록 제10-1751679호) 

• 마케팅 서비스용 마케터별 광고주 스페셜 오퍼

설정 시스템 및 그 방법

(2017년 9월 국내 특허 등록 제10-1782880호) 

•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용 선후배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 조정

(2018년 5월 국내 특허 등록 제 10-1857504호) 

• 제일기획 사업계획 공모 (Beyond Cheil) 

최고상 수상, 사내 TF에서 별도 법인 설립

(제일기획이 주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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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마케터 소비자

광고 성과에 따른

마케터별 광고비 배분

마케터별 광고 성과

실시간 확인 및 평가

광고주

광고

콘텐츠

등록

정보성

콘텐츠

등록

1 2

3

4

다양한 광고 기법과 영향력을 갖춘 수십만 명의 1인 마케터들이 확산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수많은 퍼포먼스마케터들의 대규모 확산

Why Te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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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마케터

직접채용

ㅍ

텐핑 마케터

마케터별 성과 평가

우수 마케터 선별

최적화된

퍼포먼스마케터들

저비용 고효율

광고주

Without Tenping With Tenping

광고주

마케터별 성과를 양적·질적 평가해 정예 퍼포먼스마케터 TF를 구성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각 마케터별 성과 평가 뒤 우수 마케터 선별

고비용 저효율

Why Te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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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퍼포먼스마케터(1인 마케터)

클릭·노출당 아닌 성과당 과금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비 대비 광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을 없앴습니다

광고 성과당 과금, 광고비 역마진 위험 해소

클릭∙노출당 광고비 정산 클릭∙노출당 광고비 정산

대행사

광고비 역마진 위험 해소

(성과당 광고비 지출) 

Without Tenping With Tenping

광고주 광고주

매체 매체

광고비 역마진 위험

(광고비 vs 매출)

광고비 역마진 위험

(광고비 vs 텐핑캐시)
새로운 ‘재테크의 기회’

‘게임의 재미’ 제공

Why Te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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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퍼포먼스마케터들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담아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직접 타기팅합니다

마케터들의 창의적 퍼포먼스마케팅 콘텐츠

Why Te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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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KPI 달성

모든 매체

구글

네이버

유투브

인스타그램

`

참여형 (CPA) 

설치 실행형 (CPE) 

클릭 체류형 (CPC+5) 

재생형 (CPV) 

구매형 (CPS) 

`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주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KPI를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달성합니다

다양한 KPI를 모든 매체에서 달성

모든 광고 타입

Why Tenping



10마케팅 서비스용 앱 트래픽 퀄리티 실시간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2017년 6월 국내 특허 등록 제10-1751679호) 

특허 등록된 트래픽 퀄리티 분석 기법과 다양한 어뷰징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한 철저한 어뷰징 관리

• 어뷰징 신고 및 관리시스템

- 마케터 홍보 자료 검수

- 마케터 홍보 자동 차단

• 트래픽 데이터 모니터링

- 마케터별 실시간 전환 단가 모니터링

- 트래픽 퀄리티 데이터 모니터링

• 소비자 행동 분석

- 화면 터치 여부, 움직임, 체류시간 등 실시간 체크

Why Te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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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 홍보 URL 공유
홍보하고 싶은 콘텐츠 선택 후 페이스북에 작성 글 공유하기

텐핑 수익 창출

텐핑 홈(tenping.kr)에서
홍보하고 싶은 콘텐츠
선택

Short URL 복사 또는
'페이스북 바로 보내기' 선택

페이스북 페이지 글 게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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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및 웹사이트 : 소문박스 설치
소문박스 코드 복사 후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면 완료

좌측 상단 메뉴 더 보기
선택

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타입 선택하여 코드 복사
(큰 형태, 작은 형태, 리스트
형태, 페이지 형태)

원하는 곳에 코드
붙여넣기 하여 완료

텐핑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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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or 웹서비스 : API 연동
앱 또는 웹서비스 고유 디자인에 맞춰 자연스럽게 수익형 콘텐츠 노출 가능

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API 가이드 선택 가이드 내용 확인 앱 적용(리스트, 팝업, 
전면 배너 등
매체에서 자유롭게
적용 가능)

텐핑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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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 SDK 설치
모바일 앱 내에 전면 광고 또는 오퍼월 형태 광고 프레임 제공

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SDK 선택 앱 등록 및 SDK 다운로드 광고노출
(전면광고 또는
오퍼월)

텐핑 수익 창출



웹사이트

tenping.kr

biz.tenping.net

연락처

E-mail. ad@tenping.kr

Tel. +82-(0)2-6243-0556

Fax. +82-(0)2-542-5120

광고문의 결과를 만드는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은 광고주와 1인 마케터가 탁월하게

소통하는 믿을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이자

파트너입니다.

※ 광고 집행 사례는 문의주시면 메일로 송부드립니다



(주)텐핑

대표이사. 고준성

텐핑스쿨 센텀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27층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텐핑스쿨 수원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4층

(인계동, 새마을회관)

텐핑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6층

(서초동, 대각빌딩)

텐핑스쿨 서면

472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71, 3층

(부전동, 광명빌딩)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