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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leView 소개



HuvleView 소개

하프 배너
(300*250)

스탠다드 배너
(320*50)



HuvleView 소개

모바일기기에허블뷰
SDK와연동된앱설치

허블뷰노티바활성화
웹검색메뉴클릭

웹검색메뉴를통해
허블뷰브라우저로이동

브라우저에노출된광고를
통해광고수익발생



HuvleView 소개

앱명: 메모G앱명: 짤시즌 2 – 정말쓰기쉬운포인트앱 앱명: 솜노트



HuvleView 서비스

뉴스페이지 연예페이지 스포츠페이지

+120만7,000만
일일광고노출수

2015
Year Found

일일검색쿼리

350만
MAU

+180
허블파트너
앱개발사

0.6 CTR



HuvleView 수익생성구조

유저 Pool 
제공

콘텐츠제공
수익배분 (M+1)

광고퍼포먼스리포트전달

광고콘텐츠제공
수익정산 (M+1)

앱 광고코드사

허블뷰제휴앱 허블제휴광고사

허블뷰브라우저



HuvleView 경쟁력



HuvleView 경쟁력

[HD무료배경화면] [메모G] [히든태그] [롤토백과] [이상형 월드컵]

[사랑한지] [좋은무음카메라] [살고 있다 지구 지도] [FOTO] [원터치스크린샷] [짤 시즌2]

[솜노트]



HuvleView 경쟁력

타 플랫폼 업체 허블뷰 서비스

2019년 4월 A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제휴 앱사 이슈 없음

2019년 9월
H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P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제휴 앱사 이슈 없음

2019년 10월 T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제휴 앱사 이슈 없음

2019년 12월
B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M사 이슈로 구글에서 앱 제재

제휴 앱사 이슈 없음



HuvleView 경쟁력

허블뷰 브라우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영미권, 일본, 남미에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허블뷰] [영미권 허블뷰] [한국 허블뷰] [일본 허블뷰] [남미권 허블뷰]



HuvleView 경쟁력

Huvle View

Huvle View

33%

67%

앱평균월매출

600만원

인앱광고에만의존했을때

허블연동후평균월매출

900만원

인앱광고매출

허블뷰광고매출

WITHOUT
Huvle View

WITH
Huvle View

33%

67%
광고매출비율

허블뷰와의연동후,
S앱의월광고매출은 50%이상증가했습니다.

허블뷰추가수익

300만원



HuvleView 경쟁력

앱광고수익증대문제에대해고민이많았는데, 허블뷰와제휴를통해
유저들의클레임없이매출이증가하여만족스럽다.

어렵지않은연동작업으로매출도올리고, 특별한이슈가없어
3년넘게제휴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해외유저들에게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존에적용해사용중이던인앱광고보다허블뷰서비스를통해얻는수익이많아흡족하다.

허블뷰와제휴이후인앱광고수익외발생되는
추가수익으로인해앱마케팅비용에대한부담이줄었다.



HuvleView 제휴절차

회원가입

홈페이지 Sign Up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패키지 등록

회원가입 승인 후
등록해주세요

라이브러리 연동

SDK 설치 후
안내에 따라 연동하세요

수익창출

어드민 센터를 통해
수익을 확인해보세요



History

2017

2018

2019 2016

2015
Jun. ㈜주식회사 허블 설립

Sep. 15개의 광고 코드사와 광고 제휴, 
제휴 앱 약 70개 돌파

Dec. B2B 관점 허블 시스템 특허 출원

Jun. 30여개의 광고 코드사와 광고 제휴, 

제휴 앱 약 150개 돌파

Sep. 판교 본사 이전

Dec.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Jul.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AnhLab 베트남과 비즈니스 제휴

Sep. 베트남 앱 개발사 Falcon Security Lab과 비즈니스 제휴

Oct. 글로벌 광고 코드사 Smaato(미국), Adstir(일본),   

Cheetah(중국), Appthis(이스라엘)와 광고 제휴

Nov. 글로벌 광고 코드사 Tappx(스페인), Zilmtech(이스라엘)와

광고 제휴

Feb. TPMN과 글로벌 애드테크 전략제휴

Mar. 벤처기업인증 획득

2020 Feb.  글로벌 광고 코드사 PubNative(독일)과 광고 제휴

Mar. 간편거울, 패널나우, 원격돋보기, 골프 거리측정 앱 제휴

Apr.  글로벌 광고 코드사 Yeahmobi(중국)과 광고 제휴

May. 허블 인앱 SSP – AdKnowva(애드노바) 출시

Jul. 허블-캡틴스, 국내외 게임 시장 진출 전략 제휴

대형 글로벌 광고 코드사 5사 이상과 애드노바 제휴

롤토백과 앱 제휴

Aug. 글로벌 앱 Live Earth Map 2020과 제휴

속도 카메라 감지기, 짤(시즌2) 앱 제휴

Oct. 지구 지도, 스트리트 뷰지도 앱 제휴

Nov. 허블-광운대학교 산학협력(MOU) 체결

Dec. 글로벌 광고 코드사 Teads(미국), Mars Media Group(이스라엘)와 광고

제휴

Feb.  베트남 국유 기업과 비즈니스 제휴, 글로벌 광고 코드사
DecenterAds(싱가폴)과 광고 제휴

Mar. 글로벌 광고 코드사 Reklam Store(터키), 
Spartacs(이스라엘)와 광고 제휴

Apr. 글로벌 광고 코드사 JezTec(인도)와 광고 제휴

이상형월드컵 앱 제휴

May. ZZAL, 메모장, 메이플백과사전 앱 제휴

Jun. ISO 9001:2015 인증

Jul. 글로벌 광고 코드사 Bidsopt(인도)와 광고 제휴

Aug. 신분증 스캐너, 사랑한지, 폴더노트 앱 제휴

Se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Nov. HD무료배경화면, 일반상식퀴즈 앱 제휴

Dec. 허블 남미(sa.huvle.com) 런칭, FOTO갤러리, ClearNote 앱 제
휴



www.huvleview.com

Thanks for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