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INTRODUCE



We 

Think Different 

Inveterate Questions

우리는같은문제도

다르게생각하기위해집요하게질문합니다

We

Think That

Technology is Important

우리는디지털시대에중심이되는

기술력을특히중시합니다

We 

Make a

Constant effort

우리는컨텐츠를위해

언제든노력합니다



회사명 ㈜퍼포맥스

대표자 박인욱

사업분야

IMC 

E-Promotion & Commerce AD

Web & Mobile AD

AD Platform Business

위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28 STX - V타워1206호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대표번호 TEL. +82 2105 7492

홈페이지 www.performax.co.kr / www.performix.co.kr

CORPORATE INFORMATION

퍼포맥스는 2015년 설립된 다양한 애드테크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한

디지털 에이전시 입니다.

컨텐츠및플랫폼기반을중심으로다양한디지털마케팅까지

디지털비즈니스에대한높은이해도와열정적인추진력을바탕으로

현재, 그리고앞으로의디지털플랫폼비즈니스를만들어갑니다.

http://www.performax.co.kr/
http://www.performix.co.kr/


디자인팀개발팀

Strategic & Operation Group
Development  & Creative 

Group

운영 기획팀

경영지원팀

CEO

전략 기획팀 운영 사업팀



ALL IN ONE 통합 커뮤니케이션(IMC) 시스템 영역 구축

AD Tech 기반의 AD플랫폼 사업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 사업

WEB / MOBILE Homepage 구축 사업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 사업

- 퍼포믹스 DSP(Demand Side Platform) 개발 운영

- SSP (Supply Side Platform) 개발 운영

- 모바일 아이콘 설치 숏컷 매체 개발 운영

- 바이럴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운영

- PC방 엔딩브라우저 플랫폼 PCBangflix 개발 운

영

-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개발 운영

튼튼한 기본기로 유니크한 기획과 제작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효과적인 접점을 구축 합니다.

- Digital AD
- OOH AD

- Keyword AD
- Viral AD



AD Tech 기반의 AD플랫폼 PORTFOLIO



Affiliates

Trackers

TUNE, Adbrix 등 국내외 주요 트래커 연동으로 Clicksmob, Glispa 등 ad Network에 광고를 송출하고

효과를 측정하며, Fraud를 방지하고 좋은 퀄리티의 트래픽을 선별해 광고 효율을 향상 시키는 DSP 매체

플랫폼 입니다.

DSP 



HIGH

eCPM

SDK

DSP SSP 

퍼포맥스만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SSP 플랫폼은 17개의 국내 및 해외 SDK를 하나의 SDK로 통합하여

기존의 SSP 매체 플랫폼 보다 확실한 수익율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앱에서 관련 페이지 검색 후 접속 시 스마트폰 배경에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ONTENTS 기반의 플랫폼 PORTFOLIO



PC ROOM ENDING BROWSER

전국약 1만여개 PC방중
5천여개 PC방가맹운영

전국 PC방점유율약 50%
PC방당평균 IP대수 120대

전국대형PC방집중

대형 PC방위주점유
일방문자수약 105만명

고수요로높은 view

국내최다 PC방매체를보유

넥슨과의연계

국내 최대 PC방 점유율을 보유한 넥슨 연계 PC방의 유저들을 위한 엔딩브라우저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합

니다 .



타사의 앱/웹 서비스 내의 컨텐츠 디지털 플랫폼 제공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합니다. .



WEB / MOBILE Homepage 구축 사업
PORTFOLIO



다양한 웹사이트 기획, 개발, 제작, 고도화 작업 및 월간 /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 사업 PORTFOLIO









[Event Promotion]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28 STX-V 타워 1206호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대표번호: +82 2105 7492

문의메일: biz@performax.co.kr

홈페이지: www.performax.co.kr

EOD

mailto:biz@performax.co.kr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