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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소개서



Non-Incentive AD NETPerformance AD Tracker Incentive AD NET

모바일 광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상형 광고부터 비보상형 광고 상품은 물론, 효율적인 성과 측정까지



핀크럭스는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핵심 솔루션입니다.

Performance AD TRACKER

Incentive AD NETWORK

Non-Incentive AD NETWORK



대표적인모바일광고상품을기본지원하여,
마케팅목적에따라다양한캠페인진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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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품유형



다양한타겟팅옵션을지원하여,복수타겟팅조합을통해
효율적인캠페인운영이가능합니다.

*타겟팅 옵션은 지속 추가 예정

02 타겟팅옵션



국내외다양한광고솔루션과연동을통해폭넓은
마케팅채널확대및효율적인성과분석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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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케팅확장성



Non-Incentive AD
광고를 접하는 유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다양한
Type의 광고 상품으로 퍼포먼스 기반의 모바일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성유저확보를목표로하는마케터를위한
비보상형마케팅솔루션,핀크럭스 DA

AD Network

Mobi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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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racking

User Analytics Nativ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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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배너> <빅배너> <전면형> <네이티브>

기본띠배너부터네이티브배너까지마케팅방향에따라
다양한타입의크리에이티브를지원하며

PINCRUX DA

PINCRUX DA

PINCRUX DA

X

PINCRUX DA

보편적인 광고 사이즈로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배너

동영상 광고를 지원하는
빅사이즈 사각 배너

전체화면의 광고 노출이
가능한 전면형 배너

콘텐츠 내 노출되어 유저의
거부감을 최소화한 배너



자체적인트래킹시스템을통해캠페인목적에따른
광고효율을최적화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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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효율 미달
광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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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다양한데이터분석솔루션과의연동을통해
광고주의분석툴그대로활용하여효율관리도가능합니다.

3rd Party 
Tracker

PINCRUX

DA Network

별도 추가적인 연동없이 기존의 이용 중인
분석 솔루션 그대로 캠페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적 성공여부 확인 요청

실적 성공여부 회신

“                    ”



상세 콘텐츠 목록에 Native Ad 형태로 이미지와 텍스트(타이틀, 설명 등)로 구성, 전 지면 Viewable impression 적용

사이즈 / 용량 300*200, 200*200 (PNG, JPG, JPEG, GIF) / 50KB 이하

텍스트
▪ 타이틀: 영문/국문, 10자 이내
▪ 설명: 특수문자, 띄어쓰기 포함 13자 이내, 영문/국문
▪ 출처: 특수문자, 띄어쓰기 포함 13자 이내, 영문/국문

Non-Incentive AD Products : 네이티브배너



상세 콘텐츠 리스트 하단 내 노출되는 이미지형 띠 배너

사이즈 / 용량 640*200, 320*50, 320*100 (PNG, JPG, JPEG, GIF) / 100KB 이하

Non-Incentive AD Products : 띠배너



상세 콘텐츠 하단 내 노출되는 빅 사이즈 배너

사이즈 / 용량 320*480, 300*250 (PNG, JPG, JPEG, GIF) / 200KB 이하

Non-Incentive AD Products : 빅배너



상세 주목도 높은 전면형 사이즈 배너로 종료 팝업 또는 전면형 배너 형태로 노출

사이즈 / 용량 640*960(PNG, JPG, JPEG, GIF) / 300KB 이하

Non-Incentive AD Products : 전면형배너



THANK YOU
T) 02.2088.2797 E) ad@pincrux.com H) www.pincrux.com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3-13 블루마운틴빌딩 6층

BUSAN OFFI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406호 (우동, 센텀티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