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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커뮤니케이션은?
AD NETWORK PLATFORM NO.1 FLEXplatform

• CPA(Cost per Action)형 마케팅 대행을 시작

• CPI(Cost per Install)형 마케팅 대행으로 확대

• CPA, CPI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로 마케팅 확대

• 모바일 광고 플랫폼 FLEXplatform 개발로 AD네트워크로 확대

• CPI+A, 레벨달성형, 사전예약 마케팅 대행+Major Media Chain Biz로 마케팅 확대

• Contents Biz 확대

• 現모바일제휴마케팅시장의선두주자로나서고있습니다.



회사개요

水유연함數수학적사고首뛰어난두뇌의다양한인력으로

항상새로운것을창조하는
기업수커뮤니케이션입니다. 

회사명

사이트

설립연도

대표이사

자본금

임직원수

대표전화

회사주소

(주)수커뮤니케이션

www.susucomm.co.kr

2010년 6월

송일석

3억원

12명

02-557-635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SK V1타워 A동 1204호



주요사업

수커뮤니케이션은 CPA, CPI 마케팅대행사업을기반으로모아모아포인트,
FLEXplatform 사업을추가하여MEDIA CHAIN BIZ로 사업 확대 중입니다.

제휴 마케팅 대행사
CPA, CPI형마케팅대행NO.1

02-557-6350

FLEXpoint
모아모아포인트
앱개발및Contents Biz

Reward AD, Non Reward AD 통합적으로
운영하는AD Network Platforn
www.flexplatform.net



회사연혁

CPA,CPI+A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메리츠화재 CPA 마케팅 진행
한화손해보험 CPA 마케팅 진행
교보생명 CPA 마케팅 진행
하나은행 비대면계좌개설 마케팅 진행
게임펍 게임 마케팅 진행
모나와 게임 마케팅 진행
이랜드리테일 마케팅 진행
롯데롭스 마케팅 진행
단비교육 마케팅 진행
다수의 게임 CPI, 레벨달성 마케팅 진행
다수의 CPI, CPI+A, CPA 마케팅 진행
포인트전환 API 개발
- 포인트파크 포인트 전환 진행
- 티비허브 포인트 전환 진행
FLEXplatform 다음웹툰 운영
FLEXplatform 티몬 운영
FLEXplatform 네이버웹툰 운영
FLEXplatform 클립 운영
FLEXplatform 레벨달성 상품 런칭
FLEXplatform 유튜브 구독하기 상품 런칭

CPA,CPI+A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라이나금융 CPA 마케팅 진행
삼성화재 CPA 마케팅 진행

머신존 파이널판타지 게임 마케팅 진행
녹스게임즈 게임 마케팅 진행

다수의 CPI, CPI+A, CPA 마케팅 진행
FLEXplatform 카카오페이지 운영
FLEXplatform 한게임모바일 운영

FLEXplatform CPS "추천핫딜(DIS)"런칭

FLEXplatform
Reword광고
플랫폼개발

CPA,CPI+A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 CONTENTS BIZ 확대
머신존 월드워라이징 레벨달성 마케팅 진행

포인트전환 사업 확대
- 하나카드 포인트 전환 진행 대기 중

- KT 포인트 전환 진행 대기 중

돈버는어플
FLEXpoint

개발

2018

2017

2019

수커뮤니케이션은지난노하우를통해지속적으로발전하는모습을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연혁

CPA,CPI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GSshop CPI 마케팅 진행
현대카드 발급 마케팅 진행
G9 CPI 마케팅 진행
다수의 카드발급 및 CPI 마케팅 진행
FLEXplatform 모바일 티머니 운영
FLEXplatform 롯데포인트 충전소 운영
FLEXplatform 통합 Agent 개발
FLEXplatform Non-Reword 개발
FLEXplatform AD Network 1만개 확대

2015

2014 모바일광고
플랫폼개발

CPA,CPI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

롯데닷컴, 신한앱카드 제휴이벤트 진행
롯데닷컴 CPI마케팅 진행

롯데멤버스 CPA마케팅 독점 연장 대행
신한 신용, 체크카드 발급 마케팅 진행

신한카드 전체앱 CPI+A 마케팅 독점 진행
SK티클라우드 CPI+A 마케팅 진행

티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마케팅 진행
SK스마트월렛 CPI 마케팅 진행

FLEXplatform
Reword광고
플랫폼개발

2016

CPA,CPI+A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Clip CPI+A 마케팅 진행
간편결제 앱서비스 SSG PAY CPI+A 마케팅 진행

OK캐쉬백 / 시럽월렛 CPI 마케팅 진행
다수의 CPI, CPI+A, CPA 마케팅 진행

FLEXplatform Non-reward "추천APPs" 런칭
FLEXplatform Non-reward "추천Life" 런칭

FLEXplatform Non-reward "사전예약" 런칭
FLEXplatform Non-Reword 확대

FLEXplatform
Non-Reword
광고플랫폼

개발

수커뮤니케이션은지난노하우를통해지속적으로발전하는모습을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연혁

CPA,CPI 마케팅 대행+
MEDIA CHAIN BIZ
CJ헬로비전 TVING CPA 마케팅
롯데멤버스 CPA마케팅 독점 연장 대행
롯데멤버스 포인트 교환권 판매 독점
SK티클라우드 CPI+A 마케팅 진행
티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마케팅 진행
SK스마트월렛 CPI 마케팅 진행
올레마이월렛 CPI+A 마케팅 진행
신한스마트월렛 CPI+A 마케팅 대행
SKT트위터 마케팅 대행
안드로이드 서드파티 마켓 오마이앱 서비스 런칭
(www.omyapp.com)

2012

2011

2010

CPA 마케팅 대행
CJ헬로비전 TVING CPA 마케팅 독점대행
LIG 생명 DB 마케팅 대행
몽키3 라디오 광고 대행
몽키3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CPA,CPI 마케팅 대행
롯데멤버스 CPA마케팅 독점 대행
CJ헬로비젼 CPA마케팅 독점 연장
CJ헬로비전 TVING DA광고 진행

롯데멤버스 포인트 교환권 판매 독점
몽키3 오프라인 쿠폰배포 마케팅 대행

SK스마트월렛 CPI 마케팅 대행
안드로이드 서드파티 마켓 오마이앱 서비스 런칭

(www.omyapp.com)

2013
돈버는어플
모아모아
개발

CPA,CPI 마케팅 대행
+ MEDIA CHAIN BIZ

롯데멤버스 CPA마케팅 독점 연장 대행
롯데멤버스 포인트 교환권 판매 독점

신한카드 전체앱 CPI+A 마케팅 독점 진행
SK티클라우드 CPI+A 마케팅 진행

티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마케팅 진행
SK스마트월렛 CPI 마케팅 진행

SKT트위터 마케팅 대행



수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수커뮤니케이션은 現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공식회원사이며,
CPA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공식회원사

네트워크 기술로 인정
받은 벤처기업확인서



회사조직도

지속적인변화과정속의現수커뮤니케이션조직도입니다.

CEO

CPA 마케팅 대행

CPI 마케팅 대행

기타 프로모션

광고사업팀

신규사업 기획

및 운영

신규서비스 개발

신규사업팀

CPA API 개발

CPI API 개발

플랫폼 개발

웹개발팀

APP 개발

플랫폼 개발

앱개발팀

웹디자인

APP디자인

인쇄디자인

디자인팀

경영지원



금융마케팅사례

라이나금융그룹 치아보험
집행 상품 : 보험료확인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12개월
집행 실적 : 10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집행 상품 :  보험료확인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12개월+
집행 실적 : 11만+

신한카드 FAN
집행 상품 :  카드신청 리워드 CPI+A
집행 기간 : 약 60개월+
집행 실적 : 50만+

현대카드
집행 상품 : 카드신청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8개월
집행 실적 : 2만+

하나멤버스
집행 상품 : 회원가입 CPI+CPA 
집행 기간 : 약 30개월
집행 실적 : 약 10만

포인트파크
집행 상품 : 포인트교환 CPA 
집행 기간 : 6개월
집행 실적 : 8만+



게임마케팅사례

드래곤삼국지
집행 상품 : 리워드 CPI / CPE
집행 기간 : 약 1개월
집행 실적 : 35만+

머신존 파이널판타지
집행 상품 : 레벨달성형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14개월
집행 실적 : 10만+

파이널삼국지
집행 상품 : 리워드 CPE
집행 기간 : 약 5개월
집행 실적 : 30만+

이터널라이트
집행 상품 : 사전예약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2개월
집행 실적 : 22만+

렐릭: 신의 노래
집행 상품 : 사전예약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10일
집행 실적 : 10만

WING 전장의날개
집행 상품 : 레벨달성형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3개월
집행 실적 : 8만+



기타마케팅사례

피자헛
집행 상품 : 상품주문 리워드 CPS
집행 기간 : 약 8개월
집행 실적 : 3만+

지마켓(G마켓)
집행 상품 :  리워드 CPI
집행 기간 : 약 1주
집행 실적 : 약 10만

L.POINT
집행 상품 : 회원가입 리워드 CPI+CPA 
집행 기간 : 약 2주
집행 실적 : 1.5만+

H.POINT
집행 상품 : 회원가입 리워드 CPI+CPA
집행 기간 : 약 6개월
집행 실적 : 약 4만

아이챌린지
집행 상품 : 무료체험 신청 CPA
집행 기간 : 약 2개월
집행 실적 : 1.5만+

웅진북클럽
집행 상품 : 체험신청 리워드 CPA
집행 기간 : 약 20일
집행 실적 : 1만+



(주)수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SK V1타워 A동 1204호

Tel. 02-557-6350

Fax. 02-557-6358

propose@susucomm.co.kr

www.susuco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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