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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ke Insight 소개 

 Make Insight는 모바일 게임시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광고주의 사업상 중
요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토어 별 순위정보를 종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순위변화 리포트, 앱 상세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모바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Make Insight는 마켓 별 랭킹/통계/분석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모바일 게임 광고주를 위한 앱 마켓 인사이트 제공 

• 앱랭킹, 앱정보, 앱평점, 퍼블리셔 랭킹 정보를 실제 스토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메큐라이크 광고주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후 이용 (http://insight.makeulike.com). 

3 

http://insight.makeulike.com/
http://insight.makeulike.com/


Make Insight는 한 눈에 들어오는 카드형태의 UI를 제공함으로써, Data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쉬운 이해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도출은 Make Insight 활용의 기본입니다. 

Make Insight는 단순한 통계 데이터 및 그래프의 제공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존 측정된 리포트에 대한 Cross-Check가 가능합니다. 

Make Insight는 스토어별 게임앱 랭킹과 앱 관련 상세 데이터를 제공 함으로써, 

광고주들의 자사 게임앱 분석에 도움을 주어 모바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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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sight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스토어별 상위 게임순위를 매출, 무료, 유료 랭킹으로 제공합니다. 

(매일 업데이트/장르별 랭킹제공).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등록된 수많은 게임 앱들의 랭킹, 앱정보,  

앱 평점등 상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주별/월별  

퍼블리셔 랭킹을 제공합니다. 

관심앱 지정을 통해서 자사 출시 앱의 동향 분석은 물롞 경쟁업체의 마켓 순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ke Insight가 제공하는 특징 5가지 

메큐라이크 광고주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메큐라이크 광고주 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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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ke Insight  특징 



• Make Insight는 카드 형태 UI를 통해 다양한 랭킹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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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ke Insight  주요 기능 

1. 직관적 UI 



• 게임앱 순위 변동 및 평점 분포도 등의 정보를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하여 쉽게 성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여러 조건에 따라 자세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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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ke Insight  주요 기능 

2. 스토어 통계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의 게임 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주별/월별 퍼블리셔 랭킹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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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ke Insight  주요 기능 

3. 퍼블리셔 랭킹 



• 관심앱으로 지정한 앱들은 한 화면에 노출하여, 자사 출시 앱의 동향 분석과 경쟁업체의 마켓 순위를 빠르
게 파악하여 목표로 하는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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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ke Insight  주요 기능 

4. 관심앱 기능 



THE INTERACTIVE IDEA COMPANY FOR THE NEW DIGITAL CREATIVE 

Make Insight에 새로운 제안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misupport@makeulike.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mailto:misupport@makeul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