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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lative Advertising Earnings

고도화된 타겟팅 기술, 다양한 광고 및 높은 Fillrate유지로 업계 최고의 수익

대표 매체



국내외 광고 네트워크사와 효과적인 제휴로 매체사의 광고수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광고 네트워크사와 전략적인 제휴

대표 제휴사



대표 광고주



효과적인 타겟팅01

02 PV 증가에 따른 수익 상승

각각의 디테일한 타겟팅 기법으로 유저에 대한 광고 매칭 증가

히트뷰 내의 컨텐츠 유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PV 증가, 이에 따른 수익 상승

HIT VIEW

HIT View

03 박스 기사 형태로 인한 기시감 ZERO
미디어 내 콘텐츠와 그게 어울리는 광고를 거부감 없는 박스형태로 노출

미디어 내에 유저들이 읽은 최신 컨텐츠들과 어울리는 광고를

박스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클릭몬의 사용자 맞춤형 광고 HIT View Box



효과적인 타겟팅

교육관련 콘텐츠

교육관련 광고와 블로그 내에 다른 교육 콘텐츠 함께 노출

관심사 타겟팅



효과적인 타겟팅

매체 타겟팅 여행관련 콘텐츠

여행 관련 광고와 블로그 내에 다른 교육 콘텐츠 함께 노출



PV 증가에 따른 수익 상승

히트뷰 사용 후의 기대 DATA

방문자 트래픽(PV) 기대 발생 매출

PV

수익

시간

Hit View

다른 방문자가 열람한 최신 컨텐츠를 언론사

기사의 형태로 추천하여

개인미디어 및 블로그의 PV 증가

히트뷰 내 컨텐츠 추천 리스트 중

유저에게 타게팅 된 광고를 노출하여

추가적인 수익 발생

방문한 유저에게

다른 유저가 열람한 컨텐츠를 추천하여

사이트 내의 체류 시간이 대폭 증가



박스 기사 형태로 인한

기시감 ZERO

유저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클릭

하는 방식으로 높은 클릭률을 나타낸다
나와 연결성이 적은 배너 광고는 소비자의

피로감을 증가시켜 클릭률 감소

VS



HIT View

홈페이지에방문한유저들의

최신콘텐츠확보

최근 본 콘텐츠를

Hit View Box안에 노출

노출되고있는콘텐츠와

유사광고를노출



HIT View사례

▪ Image type : 이미지 박스형 TYPE1
▪ Size : 300*430 (2단)

▪ Image type : 이미지 박스형 TYPE1
▪ Size : 750*400 (3단)



배너적용

MonAD or
HIT View Box 선택가능

Web과Mobile구분

아이프레임
or

자바스크립트

선택하여 적용

회원가입

클릭몬 홈페이지
매체사 회원가입

<인증>

개인 : 신분증or등본

통장사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리포트확인

매월 1일~10일

리포트 확인가능

10,000부터 신청가능

익일월 말일에 지급

진행 절차

수익금정산



유의 사항

2. 부정클릭, 리워드성 및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클릭이 일어나는 위치에 배너를 가까이 배치하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4. 팝업 및 플로팅 배너는 용도에 맞는 배너 상품을 이용

모바일 팝업 및 모바일 플로팅 배너는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사이즈가 있습니다

PC영역에 배너를 팝업으로 띄우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먼저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3. 기재되어 있지 않은 URL에 배너 노출 금지

클릭몬 홈페이지 개인정보에서 URL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 도메인 변경 시에는 클릭몬으로 연락주세요.

1. 한 페이지에 4개를 초과한 배너 노출 금지

같은 사이즈의 배너는 1Page에 1개의 배너를 게재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성인 및 도박 등 기타 유해 사이트에 광고 금지

성인 컨텐츠 및 도박 등 기타 유해 사이트로 판단될 시 모든 수익금 회수와 함께 광고 중단 조치 됩니다.



CONTACT US ㈜블루페이스/클릭몬
13524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701호
T (+82) 31.709.0409  F (+82) 31.8016.0409
Mail : dlwls1130@clickmon.co.kr
Site  : www.clickm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