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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AXNet

팍스넷은�차별화된�콘텐츠를�위한��

지속적�노력으로�높은�브랜드�인지도를�확립�

고객�중심의�사업�정책과�신규�사업을�통해��

제2의�도약을�꿈꾸는��

680만�회원의�종합�금융�포털�기업

광고

증권�정보블록체인

RMS

P2P

시스템

대출�신청부터�투자�실행,�사후�관리까지��

P2P�원스톱�서비스�제공

18년�증권�정보�사업�운영�

주식,�선물옵션�분야�최고의�전문가��

전속�계약���

증권사�모의·실전�투자대회�시스템�운영�

대회�기획,�제작,�운영,�마케팅까지��

토탈�솔루션�제공

P2P금융

증권�정보�사업

시스템�사업

증권·금융·제테크�전문�포탈�팍스넷,�모네타�운영�

매체�DA광고,�제휴�진행

광고�사업

블록체인�기반�메신저·메인넷�플랫폼�등�

차세대�신규�사업�추진

블록체인�사업

주식�연계신용대출�스탁론�운영�

업계�선두�온라인�도입�및�10년�이상의�업력

RMS�사업

01�About�PAXNet�_�회사�개요�



증권�전문�포탈�PAXNet�커뮤니티,�투자전략,�뉴스,�선물옵션,�전문가�방송�등의�콘텐츠�제공��

재테크�전문�포탈�MONETA�금융상품,�재테크,�P2P�상품,�부동산,�보험,�가계부�등의�콘텐츠�제공�

베스트�글,�Editor’s�Pick,�투자�일기�등�

주식�관련�다양한�서비스�제공

증권�커뮤니티

No.1�증권�포탈로�거듭나기�위한�UI/UX�개선�

및�모바일�리뉴얼�실시�및�지속적�투자�진행

유저�기반�플랫폼

국내�최대�선물옵션�커뮤니티�보유�

다양한�콘텐츠를�통한�선물옵션�특화�매체

선물옵션�커뮤니티

PC와�모바일로�실시간�연동되는�가계부�

커뮤니티를�통한�유저�간�양방향�소통

가계부�기능

주식�고수의�시황분석,�전략,�리포트�

제공하는�신규�서비스�[투자전략]�오픈

주식�관련�다양한�콘텐츠�보유

매체�내�고객사�모의·실전�투자대회�중계�

해외�주식,�선물옵션�관련�신규�서비스�론칭�예정

증권�관련�신규�서비스�론칭

금융상품,�보험,�P2P,�부동산�등�

제테크를�위한�양질의�서비스�제공

제테크�관련�다양한�콘텐츠�보유

고객�니즈에�맞춘�제테크�전문�포탈로�

거듭나기�위해�서비스�확장�계획

서비스�확장

PAXNet  KEY SERVICES

01�About�PAXNet�_�서비스�개요�



PAXNet  MEDIA STATUS

30~50대�남성��

유저�중심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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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연령�분포>

30~50대�여성�

유저�중심의�

플랫폼

유저성별

여성
15.8%

남성
84.2%

유저성별

남성
10.4%

여성
89.6%

월간�방문자수 체류�시간 페이지�뷰 고소득�회원�비율�(4,000만원�이상)

약�200만명 20분�30초 16.3�페이지 37%

01�About�PAXNet�_�매체�현황



광고주 선호�매체� 디바이스 집행�캠페인

증권 PAXNet
PC�

Mobile

모의�/실전�투자대회�·�신규�서비스�·�해외주식�

선물/옵션�·�ETF�·�수수료�이벤트�

보험 MONETA PC
암�·�실손�·�연금저축�·�저축��

종신�보험�·�신규�서비스��

금융
PAXNet�

MONETA

PC�

Mobile
대출�·�금리�·�저축�·�오픈�뱅킹�·�신규�App��

핀테크
PAXNet�

MONETA

PC�

Mobile
신규�App�런칭�·�기존�사이트�리뉴얼�·�신규�서비스�

01�About�PAXNet�_�주요�집행�광고

MAJOR ADVERTISEMENT

자동차,�게임(고포류),�가상화폐,�건설,�골프,�

전자담배,�가발·면도기

MEN

부동산,�건강식품,�안마의자

UNISEX

사이버대학,�의류,�식음료,�

직업�관련�광고

WOMEN

주요�집행�광고



01�About�PAXNet�_�2020년�신규�서비스

2020 NEW SERVICE

주식�재야고수부터�팍스넷�전문가까지

시황분석,�종목분석,�증시칼럼,�전문가�투자�전략까지�

팍스넷만의�차별화된�주식�콘텐츠를�제공합니다.�

연립,�빌라,�다세대�주택�시세를�한눈에

부동산�시세,�시세�변동률,�건물�상세정보까지�

유용한�부동산�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시황분석

종목분석

증시칼럼

전문가�

투자�전략

투자전략

부동산�시세

시세�

변동률

건물�

상세정보

부동산



01�About�PAXNet�_�클라이언트

업종별�다양한�클라이언트와�함께�합니다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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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Adverting�Products�(PAXNet)�_�메인페이지

PAXNet MAIN

상품명 �Main�Banner

단가 �CPM�3,000

CTR �0.06%

위치 �팍스넷�메인화면

사이즈 �630*115�(png/jpg)

메인화면�접속�시�상단에�노출되어�높은�CTR을�기대할�수�있는�상품

<�메인�배너�>

상품명 P�Main�Rectangle

단가 1구좌�1주�500만�원�(3구좌�롤링)

CTR 0.03%

위치 팍스넷�메인화면

사이즈 300*250�(png/jpg)

메인화면�접속�시�상단에�노출되어�높은�CTR을�기대할�수�있는�상품

<�메인화면�구좌�배너�>



상품명 종목입체분석�TI

단가 CPM�20,000

CTR 1.5%

위치 팍스넷�종목�메인화면

사이즈 400*300�(swf/png/jpg)

02�Adverting�Products�(PAXNet)�_�서브페이지

팍스넷�핵심�콘텐츠인�종목�서비스�지면에�노출되는�팝업형�상품

<�종목�팝업�배너�>

상품명 종목�Main�Banner

단가 CPM�2,500

CTR 0.03%

위치 팍스넷�종목�메인화면

사이즈 630*115�(png/jpg)

지면�차트�하단에�위치하여�로열티�높은�고객에게�노출되는�상품

<�종목�메인�배너�>

PAXNet SUBPAGES



상품명 SubRec

단가 CPM�2,500

CTR 0.03%

위치 팍스넷�서브화면

사이즈 300*250�(png/jpg)

02�Adverting�Products�(PAXNet)�_�서브페이지

서브화면�상단의�주목도�높은�위치에�배치�되어�대부분의�유저에게�

광고�전달�가능한�상품

<�서브�배너�>

상품명 Premium�SubRec

단가 CPM�2,000

CTR 0.02%

위치 팍스넷�서브화면�게시판

사이즈 300*250�(png/jpg)

게시판�상단에�배치�되어�있어�커뮤니티�이용�다수의�유저에게�

광고�전달�가능한�상품

<�서브�프리미엄�배너�>

PAXNet SUBPAGES



상품명 Paxinside

단가 CPM�2,000

CTR 0.02%

위치 팍스넷�서브화면�하단�공통

사이즈 728*90�(png/jpg)

02�Adverting�Products�(PAXNet)�_�서브페이지

팍스넷�서브�전�지면�다양한�유저에게�노출되어�

가격대비�높은�효율을�기대�할�수�있는�상품

<�팍스인사이드�>

상품명 P�Menu�Rectangle

단가 1구좌�1주�500만�원�(5구좌�롤링)

CTR 0.07%

위치 팍스넷�전지면�메뉴

사이즈 300*160�(png/jpg)

전체�메뉴�우측�주목도�높은�위치에�배치�되어�대부분의�유저에게�

광고�전달이�가능한�특수�구좌�상품

<�전체�메뉴�배너(특수)�>

PAXNet SUB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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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Main�Banner

단가 �CPM�3,000

CTR �0.06%

위치 모네타�메인화면

사이즈 475*100�(png/jpg)

02�Adverting�Products�(MONETA)�_�메인페이지

MONETA MAIN

메인화면�접속�시�상단에�노출되어�높은�CTR을�기대할�수�있는�상품

<�메인�배너�>

상품명 M�Main�Rectangle

단가 1구좌�1주�300만�원�(2구좌�롤링)

CTR 0.03%

위치 모네타�메인화면

사이즈 280*150�(png/jpg)

메인화면에�높은�비중으로�노출할�수�있는�구좌형�한정�판매�상품�

<�메인화면�구좌�배너�>



상품명 Middle

단가 CPM�2,500

CTR 0.03%

위치 모네타�서브화면

사이즈 220*200�(png/jpg)

02�Adverting�Products�(MONETA)�_�서브페이지

MONETA SUBPAGES

주요�서브면에�노출되어�높은�효율을�기대할�수�있는�상품��

<�서브�우측�배너>

상품명 Subfull

단가 CPM�1,000

CTR 0.02%

위치 모네타�서브화면

사이즈 468*60�(png/jpg)

다수�지면에�노출되어�가격�대비�높은�효율을�기대�할�수�있는�상품

<�서브�하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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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Adverting�Products�(PAXNet)�_�메인페이지

PAXNet MOBILE

상품명 Mobile��Main�Banner

단가 �1구좌�1개월�1,000만�원�(5구좌� 롤링)

CTR 0.1%

위치 �팍스넷�모바일웹�메인화면

사이즈 640*100�(png/jpg)

메인화면에�높은�비중으로�노출할�수�있는�구좌형�상품

<�메인�배너�>

상품명 Mobile�Floating

단가 CPM�3,000

CTR 0.15%

위치 �팍스넷�모바일웹�공통

사이즈 320*48�(png/jpg)

스크롤�시�하단�자동�고정�노출되어�효율이�높은�상품

<�플로팅�>

상품명 Mobile�Inside

단가 CPM�2,000

CTR 0.15%

위치 �팍스넷�모바일웹�공통

사이즈 320*48�(png/jpg)

팍스넷�모바일�페이지�하단�공통�노출되는�상품

<�인사이드�>



D e t a i l  G u i d e l i n e s
03



03�Detail�Guidelines�_��광고�집행�가이드

Detail Guidelines
광고�부킹부터�라이브까지�‘3days�집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구좌�상품의�경우�팍스넷�전체�구좌�상품�노출�일정을�고려하여�집행�일정�공유�����

•�소재�제작은�팍스넷이�아닌�대행사에서�제작하는�것을�기본으로�함.�단,�TI�상품�소재의�경우�이미지�파일�전달�시�팍스넷에서�플래시�작업�진행��

•�성인/허위/과장�내용을�포함하는�상품�광고�제한�

•�보험�광고의�경우�광고�집행�전�관련�법에�따라�사전심의�진행�필요�

��(심의�후�심의�번호�및�관련�내용을�광고�소재에�표기해야�함�·�협회의�시정�명령이�전달된�경우,�집행�기간�중�광고�중단�등의�가능성�유)��

광고�집행�가이드라인

※�구좌�상품�일정�협의�소재�제작�가이드�전달(별도)

D-2
광고�부킹

D-1
소개�전달�및�검수

D-1
소재�세팅

D-day
광고�라이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