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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방문자 수 약 1억 4,550만 명 

  연간 게시글 수 약 190만 건 

  연간 댓글 수 약 800만 건 

  연간 페이지뷰 약 6억3천만 회 

※ 수만휘닷컴 방문 통계 [2019년 1월~12월 기준] 

1. 수만휘닷컴 소개 

수능과 입시라는 공통 관심사로 학습과 대입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무이 수험생 커뮤니티  

※ 수만휘닷컴 누적 가입자수 약 281만 명 

2015 2016 2017 2018 

2,280,512 

2,413,752 
2,514,537 

2,663,782 

[네이버 카페 통계량/단위:명] 

▶1日 방문자 약 40만 명,  1人1회 방문 시 평균 페이지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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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754,537 

2020 

2,811,949 



[교육부 교육통계자료/네이버 카페 통계량] 

입시사이트 중 국내최다 수험생 가입자 수 약 281만을 보유하며   

고3 수험생 10명 중 8~9명이 가입 

고3 수험생 수 394,024명 

수만휘닷컴 신규 가입자 수 346,640명 

고3 수험생 중 수만휘 가입 비율 88% 

2. 수험생 최다보유 최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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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기준 입시 현황 

※ 2019년 1월~12월 가입자 기준 



일방적인 입시정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수험생 주도로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집단지성의 장   

수험특구 

생활동 

대학 생활동 

공부동 

입시동 

시험동 

입시특구 
입시 정보 및 뉴스와 합격여부, 면접 후기와 자기소개서 등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공간 

공부하는 방법 등을 나누고 실질적인 팁들을 공유하는 공간 

학년별, 입시전형별 게시판으로 해당 게시판별 원하는 정보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 

대학별, 지역별로 게시판이 나누여져 있으며, 목표에 따른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는 공간 

개개인의 성적 및 공부환경과 자신이 입시를 치르며 경험했던 후기 등을 공유하는 공간 

전형별 게시판으로 각 전형별 정보를 학생들이 공유하는 공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를 인증하기 위한 학생증 및 성적표를 업로드 하는 공간 

학습 자료실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과목별, 영역별 공유하는 공간 . . . 

대표 게시판 현황 [10개 대분류와 120여 개 하위 게시판 운영] 

학습 입시 
참여 소통 
커뮤니티 

인강정보 

멘토링 

학과정보 

합격수기 

학원정보 

논술준비 

전형정보 

입시결과 

3. 커뮤니티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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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휘닷컴 사이트 원서접수 사이트 인터넷강의 사이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특정 목적의 한시적 방문이나 이후 단절되는 타 입시사이트와 달리 

수험생 방문의 연간 지속성 보장 

연중 내내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방문 ▶▶▶ 

수시,정시 기간만 방문 

수능시험 이후 방문 단절 

수능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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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자 연간 지속성 (1/2) 



특정 목적의 한시적 방문이나 이후 단절되는 타 입시사이트와 달리 

수험생 방문의 연간 지속성 보장 

4. 방문자 연간 지속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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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능시험일 

연중 입시관련 주요 일정 수만휘닷컴 커뮤니티 활동 

전반적인 대학입시 

정보 및 학습 공유 

내신관리 / 중간고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6월 모평 준비 및 결과 공유 

수시원서접수에 따른 정보 교환 

9월 모평 준비 및 결과 공유 

수시 합불 조사, 면접 논술 후기 공유 

수능 이후 정시와  

각종 입시 정보 공유 

추가 합격자 발표 정보 교환 

수능모의고사(평가원) 

수능모의고사(대성) 

6월 모평준비 

수시전형 준비 

중간고사준비(4~5월) 

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 

정시대학정보박람회 

수시합격자 발표 

수시합격자 등록 

정시원서접수기간 

모의고사 

(비상, 종로, 중앙) 

모의고사(인천시교육청) 

모의고사(대성) 

수시대학정보박람회 

모의고사(평가원) 

수시원서접수 

모의고사(대성, 중앙) 

전국연합학력평가 

(경기도교육청) 
수학능력시험 정시원서접수기간 

전국연합학력평가 

(서울교육청) 

모의고사(교육청) 

모의고사(비상, 종로, 대성, 중앙) 

정시합격자 발표 

정시합격자 등록 

추가모집 



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메인 페이지 뷰 

▼ 배너광고 해당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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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대학영역 대배너 

◎ 수만휘 메인페이지 대학영역 최상단에 위치하여 주목성과 노출효과가 가장 큰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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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X 180 픽셀 

GIF 형태만 가능 

총 4구좌 /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330만원 / 1개월 기준(VAT포함) 

• 대학 영역 뷰 • 광고 상세 내용 

대학영역 대배너 

구 좌 명 

크     기 

파일 형식 

노출 방식 

비     용 

서비스 혜택 

광고집행 대학명 볼드체 및 색상 변경 

- 최소 집행 기간 3개월 

• 대학영역 대배너 구좌 



175 X 60 픽셀 

GIF 형태만 가능 

총 4구좌 /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220만원 / 1개월 기준(VAT포함) 

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4년제 대학 상단 배너 

- 최소 집행 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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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상세 내용 

4년제 대학 상단 배너 

구 좌 명 

크     기 

파일 형식 

노출 방식 

비     용 

서비스 혜택 

광고집행 대학명 볼드체 및 색상 변경 

◎ 4년제 대학 영역 최상단 시작점에 위치하여 4년제 대학의 대표대학 효과가 있는 배너 

• 4년제 대학 상단 배너광고 구좌 • 4년제 대학 영역 뷰 



GIF 형태만 가능 

132만원 / 1개월 기준(VAT포함) 

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4년제 대학 지역 배너 

- 최소 집행 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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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상세 내용 

구 좌 명 

크     기 

파일 형식 

노출 방식 

비     용 

서비스 혜택 

광고집행 대학명 볼드체 및 색상 변경 

◎ 4년제 대학 지역별 리스트 상단에 위치하여 지역대표대학으로 인식되는 배너 

175 X 40 픽셀 

지역별 4구좌 /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 4년제 대학 지역별 배너광고 구좌 • 4년제 대학 영역 뷰 

• 4년제 대학 지역 구분 

- 서울권 18개 주요대학  
- 경기권 18개 주요대학 
- 강원권   6개 주요대학 
- 충청권 18개 주요대학 
- 전라권 18개 주요대학 
- 경상, 제주권 18개 주요대학 

4년제 대학 지역 배너 



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서비스 혜택 

a. 광고집행 대학명 볼드체 및 색상 변경 

- 각 지역 주요대학리스트의 대학 명칭을 볼드체와 색상을 적용하여 가장 돋보이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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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식스탭 ID 제공 
- 닉네임 변경 예시 

 

 

 

- 등급 변경 : 닉네임 변경 후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카페등급을 변경해드립니다 

- 활동 기간 : 광고 집행기간 동안 카페스탭 등급으로 활동 (집행기간 종료 시 자동 등급 변경)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닉네임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 변경 시 카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콘텐츠 게시판 게재 서비스 

- 대학의 콘텐츠를 수만휘 내 자사가 운영중인 게시판에 1년간 게재 

- 콘텐츠의 내용은 학교에서 제작하신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면 게재가 가능합니다. 



목 록 구 좌 기 간 단 가(원) 비 고 

   대학영역 대배너 
총 4구좌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1구좌/1개월 3,300,000 

   
   a. 광고집행 대학명 볼드체 및 색상 변경 
 
   b. 콘텐츠 게시판 게시물 게재 1회(12개월) 

   4년제 대학 상단 배너 
총 8구좌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1구좌/1개월 2,200,000  

   4년제 대학 지역 배너 
총 4구좌  

1구좌 1배너 고정위치 
1구좌/1개월 1,320,000  

5. 수만휘닷컴 배너광고 | 단가표 

- 최소 집행 기간 3개월 

- 공식 ID 관리 대행(게시글 작성 및 답변)은 별도 협의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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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만휘닷컴 차별화 포인트 

국내 최대! 모두가 인정한 커뮤니티 사이트 

수험생과 실시간 소통채널 확보 

우리대학을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부각 
00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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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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