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애즈 상품 & 혜택 입점소개서

마케터들에게 상품 홍보 채널과 혜택을 통해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열고 파트너사의 성장을 더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픈애즈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마케팅에 관심 많은 11만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광고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보세요.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다양한 분야의 마케터가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곳

월 방문수

11만

월 페이지뷰

21만

회원 수

1.2만명

뉴스레터 구독자 수

1.2만명

누적 콘텐츠 수

5,400개

작가 수

100명

상품 정보 수

420개

페이스북 팔로워 수

12,000 명



마케팅 성과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광고 상품과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공개합니다. 

마케팅에 필요한 상품을 큐레이션합니다.

파트너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광고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협업의 기회가 열릴 거예요.

이용자들은 성장의 기회를 더할 수 있어요.

마케터들은 집행 경험이 있는 상품의 리뷰를 남기고 다른 상품의 평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케터들은 어떤 상품에 관심이 많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귀사의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독려하여, 상품에 대한 평점을 확인해보세요.



상품 입점 종류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광고 상품과 마케팅 솔루션 중 선택하여 입점이 가능합니다.

마케팅 솔루션

마케터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즐겨 사용하는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

인사이트/디자인,제작/운영/분석

광고 상품

디지털 매체 내 유형의 소재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노출 영역에 유/무상의

과금이 발생하는 상품

검색/배너/동영상/콘텐츠 광고



마케터의 ‘상품’이 될 수 있게 소개해 보세요.

입점 시 비즈니스 홍보 채널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

상품 운영 팁!

⊙ 서비스의 핵심 요소와 기능을 대표 이미지와 함께 소개해주세요.

⊙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여 문의하기를 통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상품 정보 등록 외에도 콘텐츠 제공,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해보세요.



상품 입점 시 필요 정보1

소개를 위한 필수 정보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① BI: 사이즈(최소 가로 560px / 세로 150px), 파일형식 (png,투명배경) 

② 상품상세

A.광고 상품

- 소재유형: 검색/배너/동영상/콘텐츠 중 1

- 디바이스: PC, MO

- 과금방식: CPC, CPM, CPT, CPV(CPVC), CPA, CPI, CPE, CPS, 키워드 조회수, 구좌제

- 타겟팅: 가능 유무

B.마케팅 솔루션

- 분야: 인사이트, 디자인/제작, 운영, 분석 중 1

- 국가/언어: 국내 서비스, 해외 서비스, 한국어 지원

- 비용: 무료 서비스, 무료 체험 (무료 체험 이벤트 진행 중이라면 혜택 메뉴에 같이 입점해보세요!)

③ 상품내용

④ 최신 상품소개서

⑤ 담당자 컨택포인트

⑥ 사이트 링크

⑦ 관련 혜택 (관련 혜택 有 경우 노출. 혜택 제공 시, 상품 메인에서 상위 노출)

⑧ 관련 콘텐츠 (관련 콘텐츠 有 경우 노출)

①

②

③

⑦

⑧

④ ⑤ ⑥



상품 입점 시 필요 정보2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콘텐츠로 추가 소개해보세요!

③ 상품내용

단순 텍스트 형의 상품 소개 외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요소들과 기능들을

대표 이미지와 함께 소개해보세요.

핵심 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도록 상품의 기능이나 사례 등을 추가해보세요.

상품의 강점, 차별점을 소개하여 광고주의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소개 콘텐츠의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사례(이미지형)로 확인하기 (이미지 제작 시, 가로 980px * 세로(제한없음))

사례(콘텐츠형)로 확인하기

③

http://www.openads.co.kr/item/itemDetail?itemId=548
http://www.openads.co.kr/item/itemDetail?itemId=521


상품을 한 단계 더 넓게 소개해보세요.

마케터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해드려요!

상품 홈 내 상단에 위치한 에디터’pick “오늘의 발견” 

노출로 주목도 상승과 함께, 오픈애즈의 내부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및 eDM으로

콘텐츠를 추가 홍보 해드립니다.

* 일부 광고비용을 카카오 및 페이스북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

하여, 노출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오늘의 발견” PKG

패키지 구성

오늘의발견 1구좌(1주일 고정)
페이스북 콘텐츠 2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1회 발송
eDM 배너 1회 발송

집행 조건
상품 입점 必
오늘의발견 진행 하는 주 2주 이내
패키지 구성 채널 활용

패키지 단가 300만원
150만원(vat별도)

11월말까지 50% 프로모션



혜택 메뉴는 오픈애즈 유저들에게 마케팅, 비즈니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역의 이벤트 및 할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마케터에게 도움이 될만한 혜택을 열어보세요.

파트너사들은 새로운 혜택을 열고

다른 마케터와 함께 나누고 싶은 서비스나 상품 혜택이 있다면 오픈애즈에 제안해

주세요. 체험권, 쿠폰, 할인, 초대권,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애즈에 입점한

다면 새로운 유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이용자들은 성장의 기회를 더할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 교육, 마케팅 상품과 솔루션, 이벤트 공간 대여,  

출판, 커뮤니티&소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상품 혜택



한번의 입점을 통해 다양한 채널에 노출됩니다. 

오픈애즈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 등의 무료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뉴스레터 및 배너상품 등을 동시에 활용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세요.

혜택상세페이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페이스북 유료배너광고



혜택 입점 종류

아래 형식 외에도 오픈애즈 유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할인권 · 적립금 초대권 · 입장권· 이용권 체험권 도서증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이벤트

온/오프라인 행사에
오픈애즈 회원을 초대하는

이벤트

온라인 솔루션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

마케터를 위한
도서 출간 및 홍보



입점 사례 – 할인권 · 적립금

온애드

오픈애즈 유저에게 광고 캐시 10만원 지급함으로서 체험기회 확대

네시구분

신규 상품인 언박싱, 제형영상 할인이벤트로 신규 상품 홍보



입점 사례 – 초대권 · 입장권· 이용권

카카오헤어샵

코로나 블루시기를 극복하는 사연 이벤트로 앱 다운 및 회원가입 유도

망고보드

웨비나 초대권 홍보를 통해 충성 이용자 확보



입점 사례 – 체험권

에이스카운터

1개월 무료 체험권 증정을 통해 서비스 홍보 및 구매로의 전환 채널 확보

앱에이프

데이터 무료 체험권으로 서비스 인지도 상승 효과



입점 사례 – 도서증정

동양북스

마케터들을 위한 신간 기대평 이벤트를 통해 신간 <N1마케팅> 홍보, 오픈애즈 페이스북 채널을 이용한 카드뉴스 홍보



입점 프로세스

openads@openads.co.kr 로

제안 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전송

입점 유형 및

희망 게재 기간 협의

입점 시 필요 정보 전달 라이브

mailto:openads@openads.co.kr


혜택 참여 신청 방식

혜택 입점 후 ‘참가신청’ 버튼을 통해 URL 직접 연결하거나 유저들에게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사 자체 URL 랜딩 가능

오픈애즈 신청 양식 랜딩



입점시 필요 정보

① BI: 사이즈(가로 300px / 세로 300px), 파일형식 (png,흰색배경) 

② 혜택 콘텐츠 제목

③ 혜택 참여대상 / 기간 / 실질적 혜택 / 사용 방법

④ 원페이지 이벤트 내용 이미지 (가로 996 px / 세로 제한없음)

⑤ 장소 / 주최 / 비용 / 랜딩URL (해당사항 有 시에만)

①

②

③

④

⑤

⑥



contact us

openads@openads.co.kr

facebook.com/openads.official

blog.naver.com/openads

openads.co.kr

mailto:openads@openad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