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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가 모이다. 모이미

증권 서비스 중심의 Financial Networking Service

MoeME 광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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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심의 FNS, 
모이미란?

금융 전반의 무한한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 제공사에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는 접점 제공, 

고객에게는 보다 쉽고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증권 중심의 금융핀테크 SNS 서비스

기존 배포 정보 제공

고객 접점 채널제공,
매매지원

모이미
고객이 신뢰하는
유효한 정보고객이 봐주었으면

하는 정보

금융사

증권사



- 3 -

모이미 광고
주요특징

모이미 광고는 3가지의 주요특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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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일반 사용자
• 실 투자자보다 일반 사용자 비율이 높음
• 광고 마케팅 시, 타겟 설정이 어려움

• 증권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가 압도적
• 증권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편

Kakao USER POOL MoeME USER POOL

모이미는 실투자자들이 사용하는 SNS로,
증권사의 코어타겟 마케팅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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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인 UI와 정보취득 시점에 광고노출 시나리오로
앱과의 이질감을 줄이고, 효율 극대화합니다.

AD

AD

TYPE 1 Banner TYPE 2 Full screen TYPE 3 Messag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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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hannel

운영중인 모이미 채널, 외부링크, 다운로드, 프로모션 페이지 등
원클릭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 액션으로 안내합니다. 

Landing Link

Downloa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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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미
광고타입

현재 4가지 타입의 광고를 지원하며,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TYPE 5

TYPE 6

TYP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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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1

배너2

배너3

앱 내 최고 트래픽인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최적의 광고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배너는 타임라인 중반에 위치하여 UI를 해치지않고 고객의 관심을 끌도록 합니다.  

[ 타임라인 배너]

[ 롤링배너]

언제어디서나, 내손안에증권정보

+

+

※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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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채널에서 작성한 글은 전체회원의 타임라인에 노출되고, 채널 탐색 [추천]탭에 고정노출됩니다.
※ 일반 채널은 회원이 구독할 경우만 타임라인에 노출됩니다. 

[ 타임라인 내 게시글 노출] [ 추천채널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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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내 url 선택] [ 링크연결 ]

모이미 플러스ID를 통해 전체 회원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하단에 버튼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이미

[상성증권] 초저금리 시대!
안정을 추구하는 Income 
vs 지금 성장하는 Growth+
당신의 선택은?

투자방법 선택하기

모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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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내 url 선택] [ 풀스크린 배너] [ url 링크 화면]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선택하면, 풀스크린 광고를 띄운 후 해당 url로 이동합니다. 
풀스크린 광고의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액션 시나리오를 활용한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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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미
KPI &광고단가

모이미는 코어타겟 마케팅으로 합리적인 광고 단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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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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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후집중기 집중기 약진기 집중기도약기

KPI Goal : Expand user pool KPI Goal : User Activation

오픈 후, 서비스 코어타겟 확장을 목표로한 KPI 입니다. 
서비스 고도화, 집중기 마케팅을 통해 개인투자자는 물론, 잠재고객까지 사용자풀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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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투자자 중심의 서비스이므로, 증권분야 마케팅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피로도가 낮은 것이 모이미의 강점입니다.
또한 초기 입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이미 광고

고정형

CPM(Cost per Mille) : 1000회 노출당 광고비 지불

구분 단가
월 단가

(1일 7000회 /20일 노출)

채팅 리스트 배너 10,000 원
1,400,000 원

2020년 연내 입점 시 1,000,000/월

능동형

CPC(Cost per Click) : 클릭당 단가

구분 단가
월 예상단가

(평균사용자의 10% 클릭율 가정)

메시지 광고 1,000 원 700,000 원

링크 전환 풀스크린 2,000 월 1,400,000 원

구분 모이미 광고

고정형

CPM(Cost per Mille) : 1000회 노출당 광고비 지불

구분 단가
월 단가

(1일 7000회 /20일 노출)

타임라인 배너 광고 10,000 원
1,400,000 원

2021년 연내 입점 시 1,000,000/월

채널 추천(추천 채널 등록) 20,000 원
2,800,000 원

2021년 연내 입점 시 2,000,000/월

능동형

CPC(Cost per Click) : 클릭당 단가

구분 단가
월 예상단가

(평균사용자의 10% 클릭율 가정)

메시지 광고 1,000 원 700,000 원

링크 전환 풀스크린 2,000 월 1,4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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