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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미디어 대학광고

JINHAK MEDIA 2022



기획
planning

풍부한 대학 광고홍보 경험과

창조적 사고로 무장한 진학사의 전략가들이

대학의 목표 달성을 약속합니다

미디어
media

20년 이상의 매체 집행 노하우로 비용대비

최대의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One Stop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creative

놀라움으로, 감동으로, 

때로는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으로

타깃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광고캠페인을 

만듭니다



JINHAK.COM.COM.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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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01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검색어트렌드 '

2022.02.212021.7.5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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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는
서비스 만족도와
컨텐츠의 영향력부터 다릅니다.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진학사는
원서접수분야의
강력한 리더로 인정받습니다.

52.5%
(2022학년도 신입학 기준)

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점유율 1위

원서접수 실적 중 고등학교

서울시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서울/경기/인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IELTS 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국제·특성화중 10개교

전국 자율형사립고 22개교

전국 특목고등학교 (외고,과학고 등) 20개교

전국 영재고등학교 7개교

공공기관 시험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대학 지원을 결정 할 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진학사를 믿습니다

합격예측  |  대입정보  |  대학정보   |  진학TV  |  인강리뷰   |  북이북서점   |  진로학습검사  |  구독컨설팅주요메뉴

JINHAK.COM   진학닷컴     

연간 사이트 방문자

※ 2021 기준

1,482만

연간 페이지 뷰

※ 2021 기준

12억1,414만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진학사는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원서검색   |   전형료결제   |   내원서 보관함   |   진학캐쉬   |   공통원서작성주요메뉴

연간 사이트 방문자

※ 2021 기준

1,069만

연간 페이지 뷰

※ 2021 기준

2억9,468만

JINHAKAPPLY.COM   진학어플라이        대입 공통원서접수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2020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 현장 

2019.12.07 잠실학생체육관

2022 정시 가채점 LIVE 온라인 설명회

2021.11.20 유튜브 [ 진학TV ]

진학사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 매년 개최 
(Online + Offline)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 현장  정시 가채점 LIVE 온라인 설명회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3개년(2020~2022학년도) 
합격예측 적중률

87.7%

전체대학상위 11개 대학

88.7%

상위 50개 대학

88.5%



진학닷컴 배너광고02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50,000,000 (6개월)

사이즈 565 x 334 pixel 

형태 PNG / 7구좌 롤링

메인 중앙 빅배너

01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1158 x 72 pixel (1158 x 144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마우스 오버 시 확장 노출)

메인 중앙 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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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290 x 55 pixel

형태 GIF / 2구좌 랜덤

메인 공동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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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193 x 72 pixel (193 x 106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마우스 오버 시 확장 노출)

메인 컨텐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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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216 x 253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메인 인기 컨텐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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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580 x 50 pixel

형태 PNG / 3구좌 랜덤 (디폴트 화면 노출)

메인 하단 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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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272 x 355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서브 카드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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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336 x 113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서브 우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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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792 x 108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서브 하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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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5,000,000 (6개월)

사이즈 173 x 182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디폴트 화면 노출)

합격예측 플로팅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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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5,000,000 (6개월)

사이즈 564 x 91 pixel

형태 GIF / 7구좌 롤링

합격예측 하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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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499 x 108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로그인 하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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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190 x 125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통합검색 우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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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220 x 225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진학TV 카드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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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737 x 96 pixel

형태 GIF / 7구좌 랜덤

진학TV 레이어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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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340 x 94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진학TV 우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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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98x147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GNB 좌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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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98x147 pixel

형태 GIF / 10구좌 랜덤

GNB 우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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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60,000,000 (6개월)

사이즈 344 x 65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GNB 하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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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170 x 49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GNB 검색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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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광고03



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608 x 136 pixel

형태 GIF / 10구좌 롤링

중앙 빅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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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167 x 136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중앙 좌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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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167 x 136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중앙 우측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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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167 x 136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중앙 랙탱글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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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50,000,000 (6개월)

사이즈 185 x 40  pixel

형태 GIF / 2구좌 랜덤

중앙 컨텐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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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50,000,000 (6개월)

사이즈 166 x 40  pixel

형태 GIF / 2구좌 랜덤

좌측 컨텐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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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50,000,000 (6개월)

사이즈 166 x 40  pixel

형태 GIF / 2구좌 랜덤

우측 컨텐츠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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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183 x 42  pixel

형태 GIF / 5구좌 롤링

롤링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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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40,000,000 (6개월)

사이즈 382 x 45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컨텐츠 빅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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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16,000,000 (수시&정시)

사이즈 175 x 28  pixel

형태 GIF / 고정구좌

접수 목록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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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10,000,000 (1주)

사이즈 200 x 60  pixel

형태 GIF / 10구좌 롤링

상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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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브랜드 소개           진학닷컴 배너 광고          진학어플라이닷컴 배너 광고          진학미디어           종합광고대행

가격 35,000,000 (6개월)

사이즈 206 x 50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하단 띠배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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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168 x70  pixel (168x140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마우스 오버 시 확장 노출)

좌측배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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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000,000 (6개월)

사이즈 170 x 56  pixel

형태 GIF / 고정구좌

공동배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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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5,000,000 (6개월)

사이즈 170 x 146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우측 빅배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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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0,000,000 (6개월)

사이즈 170 x80  pixel

형태 GIF / 3구좌 랜덤

우측 하단배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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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481 x 150  pixel

형태 GIF / 5구좌 랜덤

원서검색 하단배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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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000,000 (6개월)

사이즈 360 x 50  pixel

형태 GIF / 10구좌 랜덤

스마트 경쟁률 하단배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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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참고표 

01

집행가격
하단광고       ￦ 7,000,000                                                         

돌출광고       ￦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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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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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설명회 자료집

02

집행가격

표지 4         ￦ 6,000,000 

표지 3          ￦ 3,500,000  

표지 2          ￦ 4,000,000 

표지 2대면   ￦ 4,000,000

내지             ￦ 1,500,000

제작사양 4x6배판 (188 X 257mm,B5) / 60면 내외

발행시기 대입전략 Report 5월 / 합격전략가이드 12월

발행부수 
발간 시기별 각 5만부  

(고교, 정기구독자, 입시기관 무료기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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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진학닷컴 배너

03

수험생, 학부모, 교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계 1위 

입시포털사이트 진학닷컴 모바일웹사이트

대입정보, 합격예측, 경쟁률, 입시동영상 등 수험생 이용률이 높은 메뉴에 

광고가 노출되어 대학 인지도 상승에 효과적

대입정보 중앙 컨텐츠 배너 로그인 하단 배너 전체메뉴 하단 배너 합격예측 하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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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학교

04

• 구글 플레이스토어 신학기 교육 1위, ‘대한민국 숨겨진 보석앱’으로 선정

• 학교일정, 급식, 시간표, 가정통신문, 알림장 등

• 미래통신부 주최 ‘앱어워드 코리아’ 교육정보 부문 대상

• 약 50만 다운로드 / 중고생들의 필수앱으로 성장 중

앱 실행시 첫화면 팝업광고 급식 페이지 배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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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한국사

05

• 수능 필수과목인 한국사 학습의 대표 앱

• 한국사 여신 박지우선생의 동영상 강의로 고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음 
앱 실행시 첫화면 팝업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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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어원VOCA

06

•수능 영단어 부문 대표 앱 / 약 50만 다운로드

•고등 내신 및 수능 빈출 어휘 수록

•어원과 그림을 보고 단어뜻을 유추하는 과학적인 암기법

앱 실행시 첫화면 팝업광고 원스토어(이통사 마켓) 교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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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이벤트

07

수험생 대상으로 대학의 특장점을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호감을 높입니다.

원서접수 전에 이벤트를 운영하고 접수 및 등록 기간에 경품을 발송하여 

지원과 등록을 유도합니다. 지원 가능성이 높은 핵심 타깃들에게 

배너•SMS•E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홍보하여 참여율이 높습니다.



종합광고대행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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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의 종합광고대행 서비스는 입시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험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대학의 브랜딩을 위한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TRATEGYCREATIVE

TARGET
MARKETING

PUBLIC
RELATION

VIRAL
MARKETING

PROMOTION

MEDIARESEARCH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통합 광고홍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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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표 검토

• 발전상과 주요 비전, 지향이미지 파악

• 기초 정보수집 / 시장동향 분석

• 수험생 인사이트 파악

• 경쟁대학 광고전략 및 광고비 분석

RESEARCH
& ANALYSIS

STEP 01

 • 광고 반응률 추이 수시보고

• 매월 진행사항 정기보고

• 종합적인 성과 평가 및 실적 보고

•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매뉴얼화

• 개선방안 및 중장기 홍보전략 제시

FEEDBACK&
EVALUATION

STEP 04

• 핵심 키워드 및 광고메시지 도출 

• 대학 상징 이미지 및 표현 소재 연구 

• 다양한 표현기법 활용 

• 홍보 채널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검토

STEP 03

CREATIVE

• 대학 니즈를 고려한 구체적 목표 설정 

•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광고전략 구상

• 타깃 / 매체 / 시기별 세부계획 수립

• 구체적인 광고 컨셉 개발

STEP 02

POSITIONING

대학의
성공 캠페인을 완성하는
종합광고대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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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
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로

효율성 높이는 통합관리

Cross Media

뉴미디어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규매체 전략적 활용

New Media

미디어 구매력
강력한 바잉 파워를 통한

집행효과 극대화

Media Buying

미디어 플랜
타깃 / 기간 / 목표에 따른

최적의 미디어 전략 수립

Cross Media

미디어 분석
수험생 라이프 스타일 및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Media Management 

수험생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대학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유기적인 매체 선정과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대학 광고홍보에
최적화된 미디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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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서일대학교

홍보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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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광고



㈜ 진학사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4 진학기획빌딩  T 1544.7715        광고 문의  T 02.2013.0534   F 02.734.3840   M hey@jinhak.com

진학닷컴   jinhak.com         진학어플라이닷컴   jinhakapply.com   

진학사는 전국 200여개 대학에서 

광고홍보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학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