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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20대 타겟 홍보
팀장님이 물으셨지 젊은애들 공략방법 
대략난감 멘붕올땐 이파일을 꺼내보자

 a.k.a. 대학내일 통합 미디어 소개서

대학내일 광고주 특집호 

2017년 1월 호



말은 너무나도 쉬운

20대 타겟 홍보 쉽지 뭐.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콜?

눈물나는 맛

대학내일이 그리운 직장인을 위한 페이지, <직장내일>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ikjangnaeil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죠. 
대학 졸업한 지 10년됐거든요?

김대리가 적역이네. 
젊은사람이 젊은애들 알지 누가 알겠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대학내일 광고주 특집호 뿐 

도와줘요 대학내일

짠



아직도 1등이야? 
지겹지도 않나. 18년을 해먹다니 

이런 독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대학생 109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6.06.28~2016.07.05

그때도 지금도  
캠퍼스 No.1 미디어

인지도 1위 91.9%

구독빈도 1위 49.6%

선호도 1위 47.6%



스브스는 공익, 피키는 재미 
대학내일은 신뢰라는군 

뭘 했길래 이러지 부러운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친근한 대학내일

신뢰하는 52.9%

젊은 52.9%

친근한 40.9%

미디어 이미지 10개 항목과 브랜드 관계 SCA 분석 
20대 영향력 높은 미디어 4개 (스브스뉴스, 피키캐스트, 위키트리, 딩고) n=1,093 



대학내일 매거진의 경쟁자는 대학내일 온라인? 
언제 플랫폼을 10개나 만들었대 

부지런 올림픽이라도 나갈 생각인가

우리를 사랑하는 78만 팬 
매주 우리를 보는 1,530만 독자 총 주간 도달

정기구독자

페이스북                 매거진 다시보기        네이버 포스트

빙글                        다음                           인스타그램

온라인 매거진         콘텐츠 플러스친구      아웃캠퍼스                  웨이보 (차이나)

궁금한 채널 이미지 클릭!

모바일 only

http://1boon.kakao.com/univ20/56f9e030a2b8810921f955c4
https://www.vingle.net/univ20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899740&memberNo=4836725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092748990787702
https://univ20.com/mag_file/771.pdf
http://cafe.naver.com/outcampus/410294
http://weibo.com/univ20
https://www.instagram.com/p/BDsvwTHpDpi/?taken-by=univ20
https://univ20.com/34328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092748990787702
https://univ20.com/mag_file/771.pdf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899740&memberNo=4836725
https://www.vingle.net/univ20
http://1boon.kakao.com/univ20/56f9e030a2b8810921f955c4
https://www.instagram.com/p/BDsvwTHpDpi/?taken-by=univ20
https://univ20.com/34328
http://cafe.naver.com/outcampus/410294
http://weibo.com/univ20


골라하는 재미가 있다는 
20대 타겟홍보 상품 27개 

어디 한 번 보도록 합시다.



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1 인터뷰 p. 14

2 리스티클 p. 16

3 브랜드 노하우 p. 17

B 
동영상

1 현장 스케치 p. 22

2 메이크 오버 p. 22

3 원룸푸드 p. 23

C 
매거진

1 Taste p. 25

2 표지모델 인생템 p. 26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D 
매거진

1 전면광고 p. 32

2 돌출광고 p. 33

E 
옥외

1 포스터 p. 34

2 현수막 p. 35

3 리플렛 p. 36

4 DM p. 37

F 
특집호

1 광고 + 샘플링 p. 38

2 샘플링 p. 39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페이스북

1 베이직 p. 47

2 스토리텔링 p. 49

3 리스티클 p. 51

H 
아웃캠퍼스

1 배너 p. 55

2 게시판 p. 56

3 회원 e-DM p. 57

4 페이스북 p. 58

5 패키지 p. 59

I 
20대밀집 
커뮤니티

1 대학커뮤니티 배너 p. 60

2 파워블로거 바이럴 p. 61

3 애드투페이퍼 p. 62

J 
대학내일 사이트

1 배너광고 p. 63



①  
브랜디드 콘텐츠 

#핫태하태 
#이게광고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랜디드 
콘텐츠란

① 브랜디드 콘텐츠

소비자는 똑똑합니다. 
‘우리 핸드폰 화질 넘나 좋아요’라 얘기한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특히 20대는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랑 셀피를 찍었습니다.’로. 

그리고 슬쩍 환상적인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빠질만한 콘텐츠에 
당신의 브랜드가 입혀집니다.  
‘아, 이거 광고였네.’ 한다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제품은 이미 각인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브랜디드 콘텐츠’라 부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품 분류

① 브랜디드 콘텐츠

A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탠다드

A-1

인터뷰

A-2

리스티클

A-3

브랜드 노하우

B

확산에 가장 유리한

동영상

B-1

현장스케치

B-2

메이크오버

B-3

원룸푸드

C

잡지 포맷 그대로

매거진

C-1

Taste

C-2

표지모델 인생템

   ① 브랜디드 콘텐츠 상품 문의처 
   홍승우 에디터       sseung@univ.me        02-735-9523

mailto:sseung@univ.me?subje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통 채널

① 브랜디드 콘텐츠

Univ20.com,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빙글 
총 주간 뷰 1,388만에 달하는 4개 채널로 유통

univ20.com 
주간 뷰 40만

Univ20.com 
대학내일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fb.com/UNIVtomorrow 
주간 뷰 948만

페이스북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SNS

https://goo.gl/n3F1Hk 
주간 뷰 80만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가 미는, 
모바일 노출에 최적화된 채널

vingle.net/univ20 
주간 뷰 320만

빙글 
인스타그램 다음으로 핫한 
관심사 기반 S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뷰
독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제품 등을 

도발적인 인터뷰로 보여주는 방식

핀스팟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55만 3천 뷰

A1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뷰

마이다스아이티

A1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71.4만 뷰 

https://univ20.com/36388


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스티클
비슷한 성격을 띈 

4개의 소재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소개하는 리스트 콘텐츠. 

예 | 가성비의 제왕,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BEST4 
예 | 새학기에 쓰기좋은 노트북 4선

끌레도르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36만 7천 뷰

A2

List+Article

https://univ20.com/375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G전자 그램 오리온 마켓오

리스티클

A2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로 넘어갑니다.

List+Article

https://univ20.com/34644
https://univ20.com/34644
https://univ20.com/34644
https://univ20.com/42260
https://univ20.com/42260
https://univ20.com/42260


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랜드 노하우
[브랜드 X 대학내일]을 명시하고,  

독자가 좋아할 기업의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 

예 | 요기요가 알려주는  
      대학가 치킨 맛집 
예 | 유니클로가 추천하는  
      청바지 코디법

문정아 어학원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30만 8천 뷰

A3

https://univ20.com/303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랜드 노하우
요기요 야놀자 App

A3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로 넘어갑니다.

https://univ20.com/39206
https://univ20.com/2826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푸마 핏하우스 KB국민카드 나라사랑카드

브랜드 노하우

A3① 브랜디드 콘텐츠   A 스탠다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로 넘어갑니다.

https://univ20.com/37096
https://univ20.com/43271


① 브랜디드 콘텐츠   B  동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장 스케치
행사나 이벤트 현장을  

촬영하여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 

예 | 쉑쉑버거 오픈 현장을 급습하다

라면 박람회

페이스북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210만 4천 뷰

B1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videos/11434058423886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이크오버
뷰티 아이템을 활용한  

메이크업 영상. 

소재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여 제작 가능 

예 | 10대 메이크업 따라해보기

루나 RUNA

64만 7천 뷰

B2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① 브랜디드 콘텐츠   B  동영상

https://univ20.com/3616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룸푸드
푸드 아이템을 활용하여 집에서 따라

해볼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영상 

예 | 청하를 활용한  
       바지락 청하찜 만들기

샹그리아 만들기

272만 3천 뷰

B3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① 브랜디드 콘텐츠   B  동영상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videos/112931647713095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룸푸드

롯데주류 청하

B3① 브랜디드 콘텐츠   B  동영상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165.5만 뷰 

https://univ20.com/34069


① 브랜디드 콘텐츠   C  매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ste
5명의 에디터가  

하나의 주제를 

각자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짧은 에세이 형태의 코너. 

분야에 제한없이 

다양한 아이템 소개 가능.

편의점 맥주

29만 6천 뷰

C1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https://univ20.com/35277


① 브랜디드 콘텐츠   C  매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지모델 인생템
표지모델이 즐겨쓰는  

뷰티 아이템 소개 코너.  

4개 중 1개의 브랜드 제품 포함 가능

포인트 오일 젤

23만 9천 뷰

C2

페이스북에서 보기

빙글에서 보기

온라인 매거진에서 보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기

https://univ20.com/32642


의뢰 목표 수립 및 상품 선택 일정 확정

D-16 기획 콘텐츠 기획 / 기획안 전달 & 컨펌

D-DAY 제작 제작 및 편집 - 초안 전달 - 수정 보완 - 제작 완료

D+7 발행 채널별 콘텐츠 배포

D+14 보고 결과 보고서 전달

발행 프로세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브랜디드 콘텐츠  종합

고객사의 사정으로 기획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콘텐츠 발행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그포스터봤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란?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길을 걷다 현수막을 보고, 전철역에서 포스터를 훑습니다. 
침 묻혀가며 넘기는 잡지. 
한 줄 멘트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포스터와 현수막, 
소소한 제품 샘플링까지. 

‘진짜’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는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는 여전히 힘이 셉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품 분류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D

No.1 캠퍼스 미디어

매거진 

D-1

전면광고

D-2

돌출광고

E

캠퍼스 유동인구 타겟

옥외 

E-1

포스터

E-2

현수막

E-3

리플렛

E-4

DM

F

PR과 샘플링을 한 번에

특집호 

C-1

광고 + 샘플링

C-2

샘플링

지면 발행

이 외 캠퍼스 책갈피/봉투, 컵홀더, 식당 X배너, 식당 냅킨/디스펜서, 거울, 버스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상품을 문의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주 월요일 5만 부 
대학내일 전국구 배포망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전국 110개 캠퍼스  
서울 39개교 (2.6만 부)     경기 20개교 (5.5천 부)      지방 60개교 (1.5만 부)

8개 학교 앞 손배포,  6,400부  
이화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카페, 어학원  
기타 526곳 (3.4천 부)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D 매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면광고
대학생이 가장 사랑하는 

매거진의 전면을 장식

노출 효과

15만 뷰 / 1주

D1

매주 월요일 발간 

배포 부수 5만 부 / 3회 회독 기준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D 매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돌출광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지면 내 4개 돌출스팟에 노출  

(최소집행 기간 4주)  

노출 효과

60만 뷰 / 4주

D2

< 노출 형태 조정 가능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E  옥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포스터
인지 루트 조사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포스터 게첨

부착 가능 범위

전국 297개 대학

E1

서울 46개교, 수도권 55개교,  
지방 196개교 (변동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수막
한 줄 카피만으로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현수막 

부착 가능 범위

전국 292개 대학

E2

서울 43개교, 수도권 55개교,  

지방 194개교 (변동 가능)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E  옥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플렛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렛. 

대학내일 매거진과 함께 비치

부착 가능 범위

전국 292개 대학

E3

서울 43개교, 수도권 55개교,  

지방 194개교 (변동 가능)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E  옥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M
포스터, 공문을 대학교 관련 기관에 

직접 발송하는 DM

진행 범위

전국 대학  
학생지원실 

E4

전국 대학 학생지원처, 취업정보실, 특정 학과 등 선택  
(주로 100개 진행)  

동아리 단위 홍보가 필요할 경우 

아웃캠퍼스 명품동아리 TOP 100 컨텍 가능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E  옥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집호
캠퍼스가 가장 뜨거운 시기인 

입학과 축제, 공채 시즌에 발간되는 

대학내일 특집호. 

캠퍼스의 열기를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찬스. 

특집호엔 홍보 기사를, 

배포 키트엔 샘플링 제품을.

진행 범위

주요 20개교, 6만 명

F

건국, 고려, 광운, 국민, 덕성여, 동국, 동덕여, 명지, 

서강, 서울과기, 서울여, 서울시립, 성균관, 성신여, 

세종, 숙명여, 숭실, 연세, 이화, 홍익대 

직접 노출 2만 명,  

회독/회자 통한 간접 노출 6만 명 예상

9월 공채 채용 특집호5월 축제 축제 특집호

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F  특집호

3월 개강 새내기 특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 샘플링

제품 샘플링

PR기사

F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F  특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집호 배포

온라인 배포 
(대학내일 페북 신청)

현장 배포

F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F  특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집호 확산
인스타그램 

확산 사례

F②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Ad     F  특집호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좋아해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디스플레이 Ad란?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폰을 들고, 노트북을 켜고 
가장 먼저 어떤 화면에 접속하나요.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온라인 방앗간’이 있습니다. 
20대에게 대학내일 FB 페이지가, 대외활동 카페 <아웃캠퍼스>가, 
우리 학교 커뮤니티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20대의 ‘온라인 방앗간’에 거는 것을 
우리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Ad라고 부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품 분류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재밌는 페이지의 대명사

대학내일 
페이스북 

G-1
베이직

G-2
스토리텔링

G-3
리스티클

H
네이버 대표 카페

아웃캠퍼스 

H-1
배너

H-2
게시판

H-3
회원 E-DM

H-4
페이스북

H-5
패키지

I
20대 호랑이굴

20대 밀집 
커뮤니티 

I-1
대학 커뮤니티 배너

I-2
파워블로거 바이럴

I-3
애드투페이퍼

J-1
대학내일 사이트 배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그 유명한 대학내일 FB

G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videos/1191765934219340/


56.7

77.6

58.1 5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핫태하태 대학내일 FB

G

*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09월 30일 기준, 일 평균 총 도달 / 총 참여는 일일 총 게시물의 수치의 합산 
**    대학내일 페이스북 연령 및 성별 팬 분포 그래프 
***  위키트리,  인사이트 보다 앞선 인지도 보조상기 2위 대학생 109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6.06.28~07.05

44.6만이 좋아하는, 
하루에 132만이 보고 있는 *

• 팬수 44.6만 / 일 평균 도달 132만 
• 일 평균 참여 1.4만 (좋아요+공유+댓글) 
• 게시물 평균 도달 30.6만 *

특히 20대가 좋아하는 ** 13-17 18-24 25-34 35-44

남성 
여성45%

30%

누구보다 많이 알려진 ***

대학내일 위키트리 인사이트 딩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베이직
1장의 포스터 바리에이션 + 1장의 일러스트  
혹은 텍스트로 구성된 기획 페이지 
총 2장으로 구성된 상품

광화문 글판 공모전 14만 3천 도달

G1

좋아요 316      댓글 214       공유 584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베이직

G1

교보생명 동북아대장정 국립극단 안내원 모집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16276043378655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토리텔링
LUSH 채용 43만 도달

G2

좋아요 1,841      댓글 745       공유 915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짧은 이야기 형식의 콘텐츠 
노골적인 광고성 배제, 20만 도달 책임 보장 
콘텐츠 기획은 전적으로 대학내일에서 진행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0530500580909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토리텔링

G2

해피바스 비어스타 프로모션 알바천국 천국의 알바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131924630203471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12662714739988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스티클
이마트 33.9만 도달

G3

좋아요 1,165      댓글 573       공유 2,926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5개의 아이템으로 리스트업 한 콘텐츠,  
타사 제품과의 혼합으로 광고성 제거 
상품 직접 노출, 20만 도달 책임 보장 
콘텐츠 기획은 전적으로 대학내일에서 진행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01744954165098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스티클

G3

미미박스 포니이펙트 잉크 립스테인 오리온 바나나 초코파이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132647980131136
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posts/1082758115120123


D-7 의뢰 목표 수립 및 상품 선택 일정 확정

D-5 기획 콘텐츠 기획 / 기획안 전달 & 컨펌

D-2 제작 제작 및 편집 - 초안 전달 - 수정 보완 - 제작 완료

D-Day 발행 페이스북 콘텐츠 발행 / 광고 집행

D+7 보고 결과 보고서 전달

1. 대학내일 페이스북 PR 콘텐츠는 평일 2개 구좌 발행 가능합니다. 

| 법정 공휴일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베이직 상품은 1일 1개 구좌만 발행 가능합니다. 

2. 추가 비용 지불 시 별도의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진행 가능합니다. 

3. 동일 콘텐츠는 주당 1회까지만 홍보 가능하며, 1개월에 3번까지 가능합니다. 

4. 발행일 최소 7일 전에 홍보 소재 및 개요 등의 자료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고객사에서 직접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는 대학내일 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6. 20대 & 대학생과 관련 없는 소재는 기획 및 제작이 불가합니다. 

7. 상품 및 재화 홍보의 경우 리스티클 상품으로만 기획 및 제작 가능합니다.

발행 프로세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G 대학내일 페이스북 종합

   대학내일 페이스북 상품 문의처 
   홍승우 에디터       sseung@univ.me        02-735-9523

mailto:sseung@univ.me?subje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32만 명이 인정한 
20대의 온라인 방앗간 

 카페   네이버 공식 카페 

outcampus.co.kr  
회원 21.5만 
즐겨찾는 회원 5만명 
주간 뷰 20만 

 페이스북  

fb.com/outcampus 
팬 10.5만 

주간도달 30만 

타사 상품과는 달리 
광고효과 보고 可 ( UV / PV 등)

https://univ20.com/35277
http://outcampus.co.kr
http://fb.com/outcampus


한국을 대표하는 대외활동 
커뮤니티 대문에 배너 게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페 배너

H1

3

4

1 2

5

6

1. 상단배너 
1주  70만원 

1구좌, 고정 

540 * 100 pixel

2. 상단우측배너 
1주 50만원 

1구좌, 고정 

190 * 100 pixel

5. 추천배너 
1주 30만원 

8구좌, 고정 

180 * 75 pixel

6. 아캠위클리  
1주 20만원 

각 5구좌, 고정

3+4. 
메인 + 서브배너 
1주 50만원 

12구좌, 롤링 

메인 740 * 410 pixel 

서브 180 * 75 pixel

상세 상품 보기 클릭

outcampus.co.kr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http://cafe.naver.com/outcampus/32709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페 게시판

H2

outcampus.co.kr

게시판 공지 지정 
15만원, 1주

1

2 집중분석 게시판 대여 
60만원, 1주 
(콘텐츠 작성 시 1회 20만원 추가)

카페 좌측 게시판 
심층 정보 게시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페 회원 e-DM

H3

outcampus.co.kr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스북

H4

fb.com/outcampus

카드 뉴스로 전달되는 알짜배기 대외활동 정보 
팬 10.5만, 주간도달 30만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http://fb.com/outcamp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패키지

H5

CAFE + FACEBOOK

배너와 게시판,  

페이스북 포스팅을 한 번에

1

2

3

카페 메인 

상단배너 

카페 게시판 

공지지정  

아웃캠퍼스 

페이스북 

단독 포스팅

+
+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H 아웃캠퍼스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I  20대 밀집 커뮤니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 커뮤니티 배너

I1
홍보 원하는 대학교의 

커뮤니티에 배너광고 집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워블로거 바이럴

I2
수 만 팔로워를 보유한 블로거, 

SNS 유저의 입을 빌어 홍보

파워블로거 포스팅 후 
검색 최상단 노출 사례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I  20대 밀집 커뮤니티

바이럴 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애드투페이퍼

I3
애드투페이퍼 앱에서 광고 보고 
교내 무료 프린팅 포인트를 받는 서비스 
150개 대학, 60만 대학생 사용 중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I  20대 밀집 커뮤니티

단독 메인 팝업 지면  

앱 메인 페이지 단독 팝업 
형태로 광고 노출하는 상품 
(견적 별도 문의)

상품 예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내일 사이트 배너 광고

J1

GIF, 일명 움짤 광고 집행 가능 
배너 중복 게시 가능 (최대 4개)

③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J. 대학내일 사이트

상품 예시  
아웃캠퍼스를 아직도 모른다고?

PC Mobile



대학내일 대표번호

 02.735.3800

팀장님을 감동시킬 묘수 
or 견적이 필요할 때

역시 김대리구만. 
그럼 이번엔 
20대 마케팅 조사 좀 부탁해. 
내일 아침까지 콜? 

대학내일 광고주를 위한 
마케팅 특집호 Coming 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