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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만명 이상의 기업 대표, 재직자, 구직자들이 방문 

상세한 분야별 전문가 프로필, 기업 정보, 채용 정보를 제공 

(2019년 03월 기준 전문가 프로필 17만 개 이상, 

기업 정보 5만 개 이상, 채용 정보 5.3만 개 이상) 

다수의 기업, 투자사,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로켓펀치를 통해 성공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로켓펀치

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로켓펀치 비즈니스 광고 서비스 주요 고객사

[정부 및 비영리 단체]

[기업]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비즈니스 광고/파트너십 소개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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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광고 서비스

- 비즈니스 광고 - - 비즈니스 파트너십 -

•  5만 이상 기업, 25만 이상 개인 대상 단기 홍보 

•  광고 상품 상담 후 진행 

•  최대 노출 5만회 이상, 클릭 5백회 이상 (2주 기준) 

•  국내 온라인 홍보 성과 최대 

✓ 기업대상 행사 

✓ 기업대상 상품/서비스 

✓ 성인 직무 교육 

✓ 비즈니스/경영 도서 등 

•  주요 사례

•  5만 이상 기업, 25만 이상 개인 대상 지속 홍보 

•  홍보 전략 상담 후 진행 

•  배너 광고, 콘텐츠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 혼합 가능 

•  파트너사 - 로켓펀치 상호 성장 모델 

✓ 플리토 (전문번역) 

✓ 패스트캠퍼스 (성인직무교육) 

✓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기업 법무) 

✓ 특허법인 하나 (스타트업 기업 특허) 외 다수 

•  주요 사례



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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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클라우드 서버

IBM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테크 분야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켓펀치와 다수의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 

IBM은 이 캠페인을 통해 수백 개의  

기업 고객 후보군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

<메인 배너 광고>

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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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브 메인 배너 광고>

SK텔레콤은 자사의 메시지 서비스를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국내 최대 비즈니스 커뮤니티 로켓펀치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SK텔레콤은 이 캠페인을 통해 다수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수 

<메인 배너 광고>

SK텔레콤 공모전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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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부문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삼성전자는 자사의 모바일 사업 부문과 제휴할 기업을 찾기 위해 다수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방문하는 로켓펀치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삼성전자는 이 캠페인을 통해 수십 개의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



 
패스트캠퍼스는 프로그래밍, 디지털마케팅 등 직무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을 위해                                        

로켓펀치에 수시로 배너 광고 운영 

패스트캠퍼스는 매회 목표한 수강생 모집을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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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교육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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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노트북을 할인하여 판매하기 위해 국내 최대 비즈니스 커뮤니티     
로켓펀치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LG전자는 이 캠페인을 통해 수십 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

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LG전자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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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캠퍼스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초기 기업 관계자가                              

많이 방문하는 로켓펀치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스타트업캠퍼스는 이 캠페인을 통해 수십명의 참가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

오즈 이노베이션 랩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플래그원은 공유오피스 신규 런칭 후 입주자 모집을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제공 캠페인을        

진행하며 로켓펀치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플래그원은 이 캠페인을 통해 초기 입주자 모집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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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원 입주 홍보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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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브 메인 배너 광고>

<메인 배너 광고> <로켓펀치 페이스북 광고>

웅진씽크빅은 자사의 신간을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IT 직군 전문가들이 방문
하는 로켓펀치의 웹사이트와 공식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 

해당 도서는 단기간에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성과를 달성

웅진씽크빅 출판사 도서비즈니스 광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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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배너

Main #1~5

-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500x50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12,000회, 클릭 12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  신규 서비스 런칭, 창업 관련 이벤트에 최적화된 광고 영역입니다. 

-  로켓펀치 사용자들이 로그인 후 서비스 접근 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으로,  기업 관계자나 구직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Main #1 ~ 5
PC : 250x250 

Mobile : 320x50

₩1,200,000  

/ 1주

광고 단가표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신청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신청 방법

https://www.rocketpunch.com/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15

2) 기업 서브 메인 배너

-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500x50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10,000회, 클릭 10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  기업 관련 서비스 및 창업 이벤트 등에 최적화된 광고로 호출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Sub Main #1 ~ 5
PC : 250x250 

Mobile : 320x50

₩1,000,000  

/ 1주

광고 단가표

Sub Main
#1~5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신청 방법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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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상세 서브 배너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힙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1960x18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25,000회, 클릭 25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  기업 관련 서비스 및 창업 이벤트 등에 최적화된 광고로  

    호출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Sub #1 ~ 5
PC : 980x90 

Mobile : 320x50

₩2,000,000  

/ 1주

광고 단가표

Sub  #1~5 

광고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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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서브 메인 배너

-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jobs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Mobile : 500x5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20,000회, 클릭 20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  기업 구인 공고 및 교육 과정 홍보 등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  재직자와 구직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Sub Main #1 ~ 5
PC : 250x250 

Mobile : 250x250

₩1,600,000  

/ 1주

광고 단가표

Sub Main
#1~5

광고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s://www.rocketpunch.com/jobs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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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상세 서브 배너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1960x18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25,000회, 클릭 25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  채용 광고 및 교육 과정 홍보 등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  구직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Sub #1 ~ 5
PC : 980x90 

Mobile : 320x50

₩2,000,000  

/ 1주

광고 단가표

Sub  #1~5 

광고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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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 서브 메인 배너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people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500x500  

Mobile : 640x100 

-  평균 배너 노출 10,000회,  클릭 10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콘텐츠 소재에 영향을 받음)

- 기업 구인 공고 및 교육 과정 홍보 등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  재직자와 구직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크기 가격 (VAT 별도)

Sub Main #1 ~ 5
PC : 250x250 

Mobile : 320x50

₩1,000,000 

/1주

광고 단가표

 Sub Main  
#1 ~ 5

광고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s://www.rocketpunch.com/people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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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메일 스폰서 배너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하며, 타이틀과 설명 각각 25자 내외로  

    구성 가능합니다. 

-  평균 노출 20,000건, 클릭수 120회 발생합니다. 

-  로켓펀치를 애용하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에 노출되어 IT, 창업    

    및 커리어에 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용자에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영역 발송 대상 가격 (VAT 별도)

Sponsor #1 ~ 3 일반 가입자
₩1,200,000 

/1주

광고 단가표

Sponsor #1~3

:: 홈페이지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신청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신청 방법

비즈니스 광고 상품 안내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mailto:ad@rocketpunch.com


Contact Us !
광고 일반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상담 문의 : 이상범 CSO 

ryan.lee@rocketpunch.com

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