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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배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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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에게  가장  효과가  높은  
인터넷  홍보  

2014. 7. 전기넷 회원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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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배너 소개 

% 

인터넷홍보 지인추천 현수막 전단지 기타 

70% 

18% 

7% 7% 

4% 



그러나  아무곳에나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내  고객이  많이  있는  곳에  홍보해야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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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배너 소개 

YES NO 



 지금  바로  광고배너를  달아보세요  

1999년부터  매년  성장!   
신뢰도  A+ 젂기넷  

1999 

성장율 

2006 2013 현재 

6 

1 광고배너 소개 



당신의  고객과  만나는  가장  
가까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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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배너 소개 



여기저기  광고를  하지  않아도 ,  

젂기넷  하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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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광고 젂단지 

현수막 플래시광고 

1 광고배너 소개 



2 광고배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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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노출수  

하루  접속자  2만!  월  뷰어  수  50만!  
업계  최대  노출  수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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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약없는  노출  

24시간  노출됩니다  

신문 일주일에 두 번 

포털사이트 시간당 계산 

전기넷 24시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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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어디서나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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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광고배너  위치  

원하는  곳에  배너  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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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배너 특징 

위치: 메인페이지,입찰정보,입찰정보상세,낙찰정보,낙찰정보상세 



맞춤  배너  

지역과  면허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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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배너 특징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19개 지역 

젂기,통신,소방 등 18개 면허 



3 광고배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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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금액  

신문광고보다  30배나  저렴합니다  

위치 금액 

메인 페이지 22만원 

입,낙찰정보 33만원 

상세 22만원 

위치 금액 

첫 페이지 30~300만원 

내지 80~150만원 

신문광고(하루) 젂기넷 광고배너(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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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사이즈 
단가/월 

(VAT포함) 
상세추가 

메인 페이지 하단 우측 260×51 220,000원 

입찰 정보 목록 상단 우측 245×51 330,000원 110,000원 

입찰 정보 상세 상단 우측 245×51 220,000원 

낙찰 정보 목록 상단 우측 245×51 330,000원 110,000원 

낙찰 정보 상세 상단 우측 245×51 220,000원 

기본= 면허1개+지역1개(면허 지역 추가에 따른 요금 발생) 

광고배너  가격  

17 

3 광고배너 가격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서비스, 

젂기넷  광고배너로  시작하세요!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으로 

6개월 등록 10%할인 
12개월 등록 20%할인 

배너기간 동안 
사이트 무료이용 

20% 

FREE OK 

문의사항은 1644-3570 광고배너담당자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