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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진학사를 신뢰합니다.

진학사의 합격예측ㆍ모의지원 서비스는 

10년이 넘는 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적중율을 보이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입시홍보는

대학과 수험생을 이어주는

진학사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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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는
서비스 만족도와
컨텐츠의 영향력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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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검색어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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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는
원서접수분야의
강력한 리더로 인정받습니다

원서접수 실적

서울시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서울/경기/인천)

공공기관 

국제특성화중학교 (대원, 영훈, 청심, 영남삼육)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25개교

전국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고, 과학고, 국제고)

전국 영재고등학교 6개교

전국 국립•사립초등학교 8개교

중 고등학교

IELTS 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독학학위취득시험

시험

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점유율 1위

(2020학년도 신입학 기준)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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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을 결정 할 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진학사를 믿습니다

진학닷컴 ( jinhak.com )

진학닷컴 주요메뉴      합격예측  |  대입정보  |  대학정보  |  진학TV  |  인강리뷰  |  북이북서점  |  진로학습검사

2019년 방문자 수 & 페이지 뷰      방문자수 : 1,013만명  /  페이지뷰 : 7억 5,56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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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는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학어플라이닷컴 ( jinhakapply.com )

   진학어플라이닷컴 주요메뉴 원서검색  |  전형료결제  |  내원서 보관함  |  진학캐쉬  |  공통원서작성

2019년 방문자 수 & 페이지 뷰 방문자수 : 1,710만명  /  페이지뷰 : 3억 610만건

대입 공통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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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 현장 (2019.12.07 잠실학생체육관)

진학사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
매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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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학년도
합격예측 적중률

상위 50개 대학

88.6%

전체대학 상위 11개 대학

89.1%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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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160 x 60  pixel

형태 JPG / 랜덤 2구좌 

특징 메인 상단에서 슬라이드 형태로 5초 동안 아래로 내려옴.

제작 가이드
움직임 없는 형태로 제작. 폰트 자유 정렬 가능

(단 형광, 블랙, 실사 이미지 제외)

메인 상단 슬라이드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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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565 x 334 pixel

형태 PNG / 롤링 6구좌 

특징
메인 중앙의 롤링배너로 컨텐츠성 배너 중심으로

게재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음

제작 가이드
이미지보다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어 

텍스트 위주의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제작

메인 중앙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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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08 x 100 pixel

형태 GIF,JPG / 랜덤 3구좌 

특징
모의지원, 원서접수, 대입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배너 영역으로 CTR 우수

제작 가이드 텍스트 위주의 움직임 없는 흰색 BG에 제작

메인 우측 2번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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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77 x 43 pixel

형태 JPG / 랜덤 2구좌 

특징 메인 상단 GNB 에 위치하고 있으며, CTR이 우수함

제작 가이드 흰색 BG에 텍스트 형태로 제작

메인 GNB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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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285 x 270 pixel

형태 JPG / 랜덤 5구좌 

특징
메인 중앙의 팝업 배너로, 컨텐츠성 배너 중심으로

게재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음

제작 가이드 BG 칼라, 폰트 제약 없음

메인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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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640 x 150 pixel

형태 JPG,PNG / 랜덤 6구좌 

특징 진학 모바일 메인 상단에 위치하며, CTR이 가장 우수한 지면

제작 가이드 텍스트 위주의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자유롭게 제작 

모바일 진학닷컴 메인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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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참고표 

01

제작사양
하단광고       174 × 113mm (1도)

돌출광고       90 × 90mm (1도)

발행시기
가채점 배치표 (11월, 수능 이후) & 

실채점 배치표 (12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발행부수 
발간 시기별 각 5만부

(고교, 정기구독자, 입시기관 무료기증 포함) 

제작 가이드

정시모집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수험생, 진학지도 교사, 

학부모의 필수품입니다.

고등학교 게시판 및 복도 등에 부착되며 정시 원서접수 시즌에 

광고가 노출되어 대학 결정 시 많은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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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설명회 자료집

02

제작사양 4x6배판 (188 X 257mm , B5) / 60면 내외

발행시기 대입전략 Report 5월 / 합격전략가이드 12월

발행부수 
발간 시기별 각 5만부

(고교, 정기구독자, 입시기관 무료기증 포함)

제작 가이드

진학사 입시설명회를 통해 배포되는 입시전략

가이드북으로 대학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중 100여회 이상 설명회가 진행되어

광고 노출효과가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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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SMS•LMS•MMS•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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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오픈일 등을 알려

비스 인지와 방문 유도

SMS 단문메세지

기업홍보 내용 및 구체적인

프로모션 등을 알려 참여 유도

LMS 장문메세지

기업호감도 및 프로모션 

흥미유발을 통한 참여 유도

MMS  이미지메세지

기업의 특장점 및 프로모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수험생들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진학사는 대학 및 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파트너로서 신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 진학사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4 진학기획빌딩  T 1544.7715        

광고 문의  T 02.2013.0645   F 02.735.8432   M sunjumanse@jinhak.com

진학닷컴   jinhak.com         진학어플라이닷컴   jinhakapp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