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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스란?01

03



01 아이보스란?

6년연속랭키닷컴마케팅 / 광고정보분야1위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아이보스

35%

A사

16%

B사

13%

C사

9%

D사

7%

E사

7%

기타

13%

랭키닷컴 마케팅 / 광고 분야 정보 사이트 점유율표
(2016년 9월 5일 기준)

04
랭키닷컴 마케팅/광고 분야 1위 · 전체 200위

(2018년 10월 25일 기준)

* 전체 200위



왜아이보스광고인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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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왜 아이보스 광고인가?

사업자와마케터대상의맞춤형광고가가능합니다

아이보스 회원 구성 비율
(2018년 5월 기준)

마케팅 사업을 하는
대행사 및 프리랜서

마케터
44%

온라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자
6%

매체사 및 솔루션

온라인 마케팅 정보를
얻고자 하는

창업자
15%

기타 고객 외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업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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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왜 아이보스 광고인가?

마케팅에관심있는회원들이계속유입되어
지속적으로상품을알릴수있습니다
한 달 평균 6,000명 회원 가입, 
2018년 10월 기준 회원 수 170,000명

84,897명

117,217명

170,000명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0월

아이보스 회원수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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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왜 아이보스 광고인가?

참여가활발해더빨리, 더널리퍼질수있습니다

월 페이지뷰 수 월 게시글 수 월 댓글 수아이보스 월 방문자 수

30만명 150만뷰 6,092개 13,830개

아이보스의 회원들은 사업과 마케팅 최신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알리고, 
과감히 투자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트 참여도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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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스03
광고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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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전체

형태 광고 상품 항목

디스플레이형 아이보스
사이트 배너

메인 배너 사이트 메인 페이지 및 일부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상품

서브 배너 A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우측 메뉴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상품

서브 배너 B 
(PC만)

사이트 메인 페이지와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서브 페이지의
LNB하단에 노출되는 배너 상품

콘텐츠형

아이보스
마케팅 단톡 단톡 광고 아이보스 마케팅 단톡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텍스트 광고 메시지 발송

EDM 광고 단독 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단독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상품

네이티브형 아이보스 사이트
게시판

공지형 광고 대부분의 게시판 상단과 게시글 하단에 직접 작성한 게시글 제목이 노출
제목을 클릭하면 작성한 홍보 글로 이동

광고 상품 소개 게시판에 직접 홍보 글을 올리는 상품
1일 2회 원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홍보 가능

10* 아이보스 운영 정책에 맞지 않는 광고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진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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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사이트 배너 (디스플레이형)

• 메인 페이지 및 일부 페이지 상단에 노출됩니다.

• 상단에 노출돼 주목도 및 클릭률이 높은 편입니다.

• 총 5구좌의 배너가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 660X100 px 사이즈의 배너로 jpg, png, gif 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 이미지 크기는 최대 150KB입니다.

• 광고 리포트(노출수, 클릭수, 클릭률)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 광고 소재 제작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합니다.

단위 예상 노출수 (Imp.) 예상 클릭률(%) 금액 (원 / VAT 별도)

1주 5,000 ~ 10,000 0.30 ~ 0.70 150,000 

2주 10,000 ~ 20,000 0.30 ~ 0.70 300,000 

4주 20,000 ~ 40,000 0.30 ~ 0.70 600,000 

* 메인 배너 노출 영역

메인배너

배너 노출
영역 바로가기

http://ibos.kr/Lc5G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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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사이트 배너 (디스플레이형)

• 모든 페이지의 우측 메뉴 상단에 노출됩니다.

• 우측 메뉴 상단에 노출돼 노출수 및 클릭률이 높은 편입니다.

• 총 10구좌의 배너가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 300X250 px 사이즈의 배너로 jpg, png, gif 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 이미지 크기는 최대 150KB입니다.

• 광고 리포트(노출수, 클릭수, 클릭률)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 광고 소재 제작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합니다.

단위 예상 노출수 (Imp.) 예상 클릭률(%) 금액 (원 / VAT 별도)

1주 40,000 ~ 60,000 0.10 ~ 0.30 275,000 

2주 80,000 ~ 120,000 0.10 ~ 0.30 550,000 

4주 160,000 ~ 240,000 0.10 ~ 0.30 1,100,000

서브배너A

* 메인 배너 노출 영역

* 서브 배너 A 노출 영역

배너 노출
영역 바로가기

http://ibos.kr/lFg7Wx


서브배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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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사이트 배너 (디스플레이형)

단위 예상 노출수 (Imp.) 예상 클릭률(%) 금액 (원 / VAT 별도)

1주 150,000 ~ 200,000 0.01 ~ 0.05 200,000

2주 300,000 ~ 400,000 0.01 ~ 0.05 400,000

4주 600,000 ~ 800,000 0.01 ~ 0.05 800,000

• 메인 페이지 및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의 LNB 하단에
셔플 방식으로 노출되는 상품이며, 노출수가 많은 편입니다. (PC만 노출)

• 총 4구좌의 배너가 셔플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250X100 px 사이즈의 배너로 jpg, png, gif 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 이미지 크기는 최대 150KB입니다.

• 광고 리포트(노출수, 클릭수, 클릭률)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 광고 소재 제작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합니다.

* 서브 배너 B 노출 영역

배너 노출
영역 바로가기

http://ibos.kr/m37lwz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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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사이트 배너 (디스플레이형)

• 매주 첫 번째 영업일에 주간 리포트를 메일로 발송합니다.

• 리포트에서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단톡메시지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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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마케팅 단톡 광고 (콘텐츠형)

• 다양한 주제별, 업종별, 지역별로 운영 중인 마케팅 단톡(카카오톡) 참여자에게
텍스트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상품입니다. (단톡방 목록 보기)

• 원하는 주제, 업종을 선택하여 소액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명, 서비스 소개, 링크, 연락처 등을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리포트는 제공되지 않기에 추적 URL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위 금액 (원 / VAT 별도)

참여자당 / 1회 100원

아이보스 마케팅 단톡 활동 회원 수
(2018. 9. 27 기준)

26,123명 1,300명

월 평균 단톡 가입 증가 수

카카오톡 단톡 메시지 발송 화면

http://ibos.kr/afQ3wI


단독뉴스레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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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단독 뉴스레터 광고 (콘텐츠형)

아이보스 뉴스레터 구독자 수

45,000명 3,664명

월 평균 뉴스레터 구독자 증가 수

• 아이보스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단독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 아이보스 뉴스레터는 마케팅에 관심 많은 회원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에 빠르게 홍보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위 예상 오픈율 예상 클릭률 금액 (원 / VAT 별도)

1회 6~9% 15~20% 1,200,000 단독 뉴스레터 발송 화면



공지형광고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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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게시판 (네이티브형)

• 대부분의 게시판 상단과 보기 페이지 하단에 진행 중인 광고 소재가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 노출되는 제목 클릭 시 등록한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 등록한 광고 소재 중 원하시는 소재 1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센터에서 바로 광고 성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고 센터 바로

가기)
• 공지형 광고 상품 자세히 보기

단위 금액 (원 / VAT 별도)

1주 100,000원 ▶ 50,000 

2주 180,000원 ▶ 90,000 

4주 300,000원 ▶ 150,000 

* 베타 서비스 프로모션 금액으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지형 광고 노출 영역

http://ibos.kr/X9rKlv
http://ibos.kr/lFg7Wx


광고상품소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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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보스 광고 상품 소개 > 아이보스 게시판 (네이티브형)

단위 금액 (원 / VAT 별도)

1주 12,000 

2주 22,000 

4주 40,000 

• 게시판에 1일 2회 직접 글을 올려 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페이지, 광고 상품 소개 게시판, 대행 컨설팅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 광고 상품 소개 게시판

* 이용 수칙 및 아이보스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글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ibos.kr/Lc5Gb7
http://ibos.kr/z90Lob
http://ibos.kr/uFzxV5


아이보스04
광고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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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아이보스광고는
NHN AD / ampm 등의 마케팅 대행사, NHN 고도 / 에이스카운터 / 앱홀 등의 솔루션 업체,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삼성전자 / KT 등의 대기업, 맥스서밋 / 스콜레 등의
교육 컨퍼런스 업체 등 500여 업체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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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정식 버전 출시’ 배너 + 마케팅 단톡 광고로 인지도 높임

21

(2017.5.19 ~ 5.31 / 13일간)

광고 진행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메인 배너 11,072 85 0.78%

서브 배너A 52,982 92 0.17%

* 메인 배너 / 서브 배너 A 광고 진행



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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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 대행사 ‘메이블’ 집행)

‘데이터 분석 솔루션 Watson Analytics’ 홍보를 위해 뉴스레터 광고 진행

발송 성공수 오픈수 클릭수

38,438 36,897 (96%) 2,622 (7.1%) 398 (15.2%)

* 단독 뉴스레터 광고 진행



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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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비즈 컨퍼런스’ 단기 홍보를 위해 배너 + 뉴스레터 광고 진행

비즈한국 (2017.9.25 ~ 10.1 / 7일간)

진행 발송 성공수 오픈수 클릭수

뉴스레터 40,078 38,377 (95.8%) 2,555 (6.7%) 408 (16%)

* 메인 배너 광고 진행

진행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메인 배너 27,927 129 0.46%

* 단독 뉴스레터 광고 진행



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24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1년 5개월간 배너 광고 (다양한 광고 소재로 주목도 높임)

리뷰플랫폼 ‘로티플’ (2017.1.16 ~ 2018.5.20)

* 메인 배너 / 서브 배너 A 광고 진행

광고 진행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메인 배너 700,138 3,292 0.47%

광고 진행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서브 배너A 2,542,225 3,384 0.13%

* 메인 배너 / 서브 배너 A 광고 진행



04 아이보스 광고 집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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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배너 + 탐방기 광고 진행 중

옐로스토리 ‘위블’ (2017.11 ~ 현재 진행중)

광고 진행 광고 기간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서브 배너A 2016.11.3~2018.5.20 3,640,566 4,814 0.13%

서브 배너B 2016.12.1~2018.5.20 9,961,837 2,935 0.03%

네이버 웹문서로 노출된 옐로스토리 탐방기



광고문의
아이보스

궁금한 점에 대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메일 : ad@i-boss.co.kr

문의 전화 : 070-4325-7949

플러스 친구 : @아이보스

담당자 : 유리나 팀장

홈페이지에서 광고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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