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것들 매체 소개서
#20대

#대외활동

#공모전

#교육

#취업

서비스 소개

요즘것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20대 홍보매체입니다

80,000명

400,000회

1,000명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월간 방문자 수

대학생 및 취준생들의
월간 공고 조회 수

대외활동 후기를 남기는
인플루언서 “요멤버” 가입 수

서비스 특징

무료로 간편하게 홍보하세요
기업회원 가입만 해도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가입링크

공고 무료 등록
(당일 이내 ASAP 승인)

실시간 공고 수정
(모집요강, 포스터, 첨부파일 모두)

매주 등록된 공고 중 1개 선정하여
인스타 콘텐츠 업로드

등록시 설정한 우대사항 기준으로
유저 맞춤 추천공고로 노출

상품 안내

단가 (VAT 별도)
상품명

노출 위치

예상 PV

타 매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경험해보세요
홍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세요.

1주

1개월

[M1] 최상단 배너

메인페이지 최상단
구좌 랜덤 노출

9,000회

400,000원

1,400,000원

[M2] 랭킹 배너

메인페이지 실시간 랭킹 차트
2,5위 노출

8,000회

300,000원

1,100,000원

[B1] 블록 배너

모든 공고상세페이지
우측 사이드(모바일은 하단)

50,000회

(2주) 400,000원

700,000원

[C1] 카테고리 배너

모든 대외활동/공모전
카테고리 페이지 최상단

7,000회

(2주) 300,000원

500,000원

[S1] 인스타 콘텐츠

요즘것들 인스타 매거진
단독 콘텐츠 업로드

10,000명 노출

1회 300,000원

[P1] 프리미엄
패키지

M1 (1개월) + B1 (1개월)
+ S1 (1건) 패키지 제공

(1개월) 250,000회

2,400,000원
1,800,000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 예상PV는 기존 광고 사례 기준으로 해당 배너의 평균 1주 Page View 입니다
* 배너 제작대행비는 1회 50,000원이며 M1 최상단배너는 무료 제작 가능합니다

상품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모두 무료!

요즘것들만의 차별화된
광고 부가혜택을 경험해보세요
각종 온라인 채널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드립니다.
요즘것들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겟에 해당되는
상당수 외부 유저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노출됩니다.

타 매체 (대외활동,공모전,교육)
10여개 공고 등록

외부채널 (카페,오픈방, 커뮤니티)
10~20여개 홍보

요즘것들 블로그(일 방문자 1천명)
인스타(팔로워 7천명) 주간 추천

각 대학 100여개 홍보요청
공문 발송 (적합한 소재시)

상품 상세
PC

[M1] 최상단배너
PC/모바일 접속 시, 최상단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브랜드 이미지 및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높은 인지도나 규모있는 모집홍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배너 소재 필요시 무료 제작해드립니다)

노출 방식

메인페이지 최상단 랜덤 노출(최대 4구좌)

소재 규격

PC : 828 x 250
Mobile : 800 x 288

단가

주 40만원, 월 140만원

예상 PV

주 9,000회

Mobile

상품 상세
PC

[M2] 랭킹 배너
실시간 조회수 Top 10 사이에 노출되어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주최활동의 네임밸류를 적극 높이고 싶은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노출 방식

메인페이지 실시간랭킹차트
2,5위 노출 (최대 2구좌)

소재 규격

PC : 공고 포스터 그대로
Mobile : 공고 포스터 그대로

단가

주 30만원, 월 110만원

예상 PV

주 8,000회

Mobile

상품 상세
PC

[B1] 블록 배너
모든 공고 상세페이지에 노출되어
비용 대비 노출횟수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최대한 높은 노출효과를 원하는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노출 방식

모든 공고상세페이지 블록 노출

소재 규격

PC : 130 x 117
Mobile : 180 x 162

단가

2주 40만원, 월 70만원

예상 PV

주 50,000회

Mobile

상품 상세
PC

[C1] 카테고리 배너
메인페이지 다음으로 유입량이 많은 [대외활동/공모전]
카테고리 페이지에 노출되는 가성비 높은 상품입니다
가격 대비 합리적인 홍보를 원하는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노출 방식

모든 대외활동/공모전
카테고리 페이지 최상단

소재 규격

PC : 1100 x 100
Mobile : 750 x 140

단가

2주 30만원, 월 50만원

예상 PV

주 7,000회

Mobile

상품 상세
광고 사례

[S1] 인스타 콘텐츠
대학생 위주인 인스타 팔로워 특성을 고려한
맞춤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상품입니다
대학생 or 20대 초중반 여성 타겟 맞춤홍보를
원하는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노출 방식

단독 콘텐츠 게시 (매주 금요일)

소재 규격

기업에서 모집요강, 포스터, 후기 전달 후
요즘것들에서 자체 콘텐츠 제작

단가

1회 30만원

예상 노출량

평균 노출수 10,000명

배스킨라빈스 서포터즈

SPC 해피포인트 서포터즈

삼성생명 금융영업사관학교

데일리펀딩 데일리캠퍼스론

상품 상세

[P1] 프리미엄 패키지
1개월 이상 홍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가장 확실한
홍보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모집이 필요한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홍보기간을 나누어 집행 가능합니다)

상품 구성

M1 최상단배너 1개월
+ B1 블록배너 1개월
+ S1 인스타 콘텐츠 1회

단가

월 240 180만원 (프로모션중)

예상 PV

월 250,000회

광고 프로세스

기업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광고를 집행합니다
광고 문의하기

기업 진행

1) 광고

1) 상품

요즘것들 진행

문의

견적서 및
광고신청서 전달

견적서 검토 후
2) 광고신청서 회신

배너부킹 및
광고 집행

선택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타겟과 요구사항을 전달주시면 요즘것들에서 최적의 홍보 상품을 제안 드립니다

2) 광고신청서로
3) 기업의

계약서를 대체합니다

성과측정을 위한 맞춤 리포트(캠페인 개요, 홍보결과 한눈 요약, 공고 트래픽, 분석 및 총평)를 전달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3)광고

종료 후
결과리포트 전송

고객사

요즘것들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대 타겟 홍보가 필요한 기업/기관/단체를 위해 최선의 성과로 보답합니다

언론 속 이야기

요즘것들은 700만명의 20대와 함께 합니다

• [2021 연세대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청년들을 위한 대외활동·공모전·교육정보 플랫폼 ‘요즘것들’, 한경 https://bit.ly/3caKLj1

• 좋은 의사 대신 힘든 청년 돕는 좋은 사람 되려고요, 조선잡스앤 https://bit.ly/2O4vQPq

• 요즘것들, 프로다와 '대학생·취업준비생 취업 지원' MOU, 데일리팝 https://bit.ly/3rrwc0P

• 청년 6명인 '요즘것들'이 취준생 위해 만든 이것은?, 잡스앤 https://bit.ly/3bqWXNp

• [스타트업 인터뷰] 대학생을 위한 플랫폼 '요즘것들’, 파이오니아 https://bit.ly/2OeQk83

회사 연혁

MAY라는 질문에 CAN으로 답하는 MAYCAN입니다
2021

2

<글로벌한상드림>과 청년취업지원 교육사업 “꿈을잇다” 주관
C대학과 취창업 프로그램 위탁운영 협약

2020

2019

회사명

주식회사 메이캔

대표이사

이건엽

주요서비스

요즘것들

주요사업

20대 타겟 정보서비스,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1

연 매출 1억 & 요즘것들 MAU 8만명 달성

12

광고대행 누적 고객사 60개사 확보 (SK, DB, 보건복지부 외 다수)

11

2019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졸업

10

청년 디지털마케팅 교육기관 프로다와 MOU

설립일

2019년 10월 18일

8

스타트업 상생 프로젝트 주최 및 10개사와 서포터즈 운영대행 협약

직원 수

6명

6

요즘것들 MAU 2만명 달성

주소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15, 204호

3

창업지원사업 컨설팅 및 웹개발 용역 5건 협약

11

요즘것들 정식 오픈

10

법인 설립

8

2019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합격

6

요즘것들 Beta 오픈

마케팅/홍보/PR, 웹 개발

20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홍보
요즘것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광고 담당자 : 박주영
M. 010-9564-9150
F. 070-7729-2006
E. jyp@mayc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