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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Display Network 

UDN 
UDN은 고등학생에게 인지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수험생을 타겟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대학 네트워크 광고상품입니다.  

280만 가입 
국내 최대 수험생 입시 커뮤니티 

수능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오답노트 제공 

고등학생 3명 中 2명 사용 
고등학교 급식정보 제공 

대한민국 1등 
대학 리뷰 앱 

160만 사용자가 택한 
학습 관리 앱 

수만휘 수능오답노트 김급식 애드캠퍼스 열공시간 

UDN이란?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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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게더 

10대 게임매니아들이 택한 
실시간 게임 라이브 방송 



UDN을 구성하는 광고상품은  

수험생들에게 대학/입시 관련 정보 및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해주는 

핵심 애플리케이션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대학/입시  
정보 

대학 
생활 

커뮤 
니티 

여가 
오락 

수만휘 

수능오답노트 

열공시간 

김급식 

애드캠퍼스 

UDN이란?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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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게더 



UDN 광고효과? 

 

Performance 
AD 

Cost 

1 

2 
고등학생들에게 인지도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화 하여 만들어낸 상품으로 

5개 앱에 동시 집행 가능한 효율적인 광고상품입니다.  

명확한 타겟인 수험생들의 반응 및 참여도 확인 가능. 이를 바탕으로 광고효과가 

두드러지는 채널에 집중하며 효과적인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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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급식 
고등학교 급식정보, 학사일정, 시간표 제공 

 특 징 

┃전국 모든 고등학교 지원(2400개, 99.7%) 

┃학생 1일 앱 실행 횟수: 평균 10회 

광고 효과 

수험생들의 일 평균 높은 접속률을 기반으로  

빈번한 광고 노출 및 참여도 기대  

 이용자 

┃누적 다운로드 350만(2019년 기준) 

┃누적 이용자수 120만명(고등학생 90%) 

광고구좌 명 이벤트 AD FEED AD 

구좌 수 - - 

광고위치 이벤트 채널 

 
특징 

이벤트 전용홍보 
리워드 포인트 제공 가능 
(샵에서 물건 구매 가능) 

매일 10개의 피드 3번 중복 노출 
CTR 평균 82% 

광고타입 JPG, GIF 형태의 이미지 JPG, GIF 형태의 이미지 

집행기간 1주일 1주일 

단가 
(VAT포함) 

92만원 
/1개 이벤트 피드 

33만원 
/피드 10개 

광고구좌 

[이벤트 AD]  [FEED AD]  

광고 상품  
Part1. UDN 



광고 상품  
Part1. UDN 

김급식 AD 세부 특징  

[이벤트 AD 리워드] [FEED 광고노출 방식] 

일반 FEED 

광고 FEED 

※ 리워드는 최소 10원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매일 10개의 피드가 3번 중복 노출 

광고피드와 일반피드가 함께 노출되고 있으며 

접속 횟수와 상관 없이 유저가 확인하는 피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광고피드 노출 횟수가 많아지며 일 최대 30회 노출이 가능한 형태  

이벤트 AD만 진행 약 CTR 1~2% 

이벤트 AD + 리워드  CT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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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우리학교 식단]  [SHOP]  [이벤트]  

APP 이용 화면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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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캠퍼스 
대한민국 1등 대학 리뷰 앱 

 특 징 

┃전국 모든 대학, 학과 리뷰 데이터 

┃정보제공은 대학생이며 주요 사용자는 고교생과 학부모 

광고 효과 

대학 정보를 얻고자 접속하는 수험생에게 

대학브랜드를 노출하기에 적합 

 이용자 

┃누적 다운로드 75만(2019년 기준) 

┃누적 이용자수 70만명(2019년 기준) 

광고구좌 

[메인 DA]  [추천리뷰]  

광고구좌 명 메인 DA 추천 리뷰 검색 DA 대학 DA 

구좌 수 5개 5개 5개 - 

광고위치 메뉴 화면 상단 메인 화면 중단 검색 화면 집행 대학별 화면 

특징 
메인 첫 화면  

상단 노출 
리뷰 5개 중 1순위에 노출 
(리뷰 가능 횟수: 월 4회) 

검색 시  
광고 노출 

해당 대학 
페이지에 광고 

광고타입 
JPG, GIF  

형태의 이미지 
학과리뷰 

<선택> 1. 대학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대학 유튜브 또는 제작 영상)  
          2. JPG, GIF 형태의 이미지배너 

집행기간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단가 
(VAT포함) 

55만원 
/롤링형태 

55만원 
55만원 

/롤링형태 
50만원 

광고 상품  
Part1. UDN 

[검색 DA]  [대학 DA]  



[대학/학과 리뷰]  [대외활동 리뷰]  [공모전 리뷰]  [인턴쉽 리뷰]  

APP 이용 화면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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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징 

┃체계적인 학습 시간, 통계 관리 

┃스터디그룹, 학습콘텐츠 제공 

 이용자 

┃누적 다운로드 160만 이상(2019년 기준)  

┃월간 사용자(MAU) 20~25만명 

광고구좌 

[메뉴(더보기)하단]  [열공카페 상〮하단]  [이벤트]  열공시간 
학습시간 관리 앱 

광고 효과 

수험생은 물론 학습시간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학/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까지 사용하는 앱으로 

다양한 연령대에게 광고 노출 가능 

광고구좌 명 열공패키지 

구좌 수 5개 

광고위치 
메뉴(더보기) 하단/ 열공카페 상〮하단 中 택1  

/ 이벤트 

특징 상위 3개 영역 동시노출 

광고타입 JPG, GIF 형태의 이미지 

집행기간 1주일 

단가 
(VAT포함) 

77만원/롤링형태 

광고 상품  
Part1. UDN 

상단 

하단 



광고 상품  
Part1. UDN 

열공시간 APP 세부 기능 

학습시간 지속 여부 및 휴식횟수에  

따라 집중력 등급 선정 

목표를 설정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공부시간 측정 

공부시간 측정 중에도  

사전검색, 인터넷강의 청취 가능 

시간별 공부 내용  

확인 기능 

하루 공부가 끝나면  

리포트를 통해 공부내용 리뷰 

집중력 등급  공부시간 측정 미니윈도우 타임라인&타임테이블 데일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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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열공카페]  [이벤트]  

APP 이용 화면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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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오답노트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오답노트 제공 

 이용자 

┃누적 다운로드 5만(2019년 기준)  

광고구좌 

 특 징 

┃수험생 접근성 높은 학습용 APP 

┃모의고사, 수능 당일 실시간 자료 업로드로 인해 수험생 호응도 높음 

광고 효과 

학생들의 접속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과 같은 특정 시즌에 집중적으로 광고 가능 

광고구좌 명 메인 배너 

구좌 수 5개 

광고위치 APP 접속 시 메인 화면 중앙 

특징 APP 접속 시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 집중도 높은 배너 

광고타입 JPG, GIF 형태의 이미지 

집행기간 1개월 

단가 
(VAT포함) 

55만원/롤링형태 

[메인 배너]  

광고 상품  
Part1. UDN 



[메인]  [과목별 리스트]  [과목별 세부 리스트]  [문제풀기 모드 선택]  [문제지]  

APP 이용 화면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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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게더 
실시간 게임 라이브 방송 

 특 징 

┃10대 사용자가 많은 게임매니아의 천국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 및 멀티 송출 

 이용자 

┃누적 다운로드 130만 이상(2019년 기준)  

┃월간 사용자(MAU) 10만명 이상 

광고 효과 

10대가 좋아하는 게임을 통한 광고 접근성 및 노출 강화 

광고에 대한 부담감 해소 

광고구좌 

[메인]  [라이브 리스트]  [메인 팝업]  [로켓 부스터]  

광고구좌 명 메인 DA 라이브 DA 메인 팝업 로켓 부스터 

구좌 수 5개 5개 5개 - 

광고위치 메뉴 화면  
중단 

라이브 리스트  
화면  하단 

메인 화면 라이브 방송 화면 

특징 
메인 첫 화면  

노출 
라이브 리스트 화면  

중단 노출 
앱 실행시  
자동 재생 

라이브 방송화면 
로켓부스터에서 받기 
클릭 시 팝업 재생 

광고타입 
JPG, GIF  

형태의 이미지 
JPG, GIF  

형태의 이미지 

<선택> 1. 대학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대학 유튜브 또는 제작 영상)  
          2. JPG, GIF 형태의 이미지배너 

집행기간 1개월 1개월 1개월 CPA 

단가 
(VAT포함) 

55만원 
/롤링형태 

55만원 
/롤링형태 

77만원 
/롤링형태 

30원 

광고 상품  
Part1. UDN 



[메인]  [라이브 리스트]  [방송 화면]  

APP 이용 화면 

[메인 팝업]  [로켓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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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품  
Part1. UDN 



수만휘 
국내 최대 수험생 입시 커뮤니티 

 특 징 

┃수험생들의 직접적 주도로 입시정보, 학습 노하우 등의 공유 공간 

┃특정 목적의 한시적 방문이 아닌 수험생 방문의 연간 지속성 보장 

 이용자 

┃280만 수험생 가입자 보유(2019년 기준) 

┃현 고3 수험생 중 75% 가입 

광고위치 집행기간 단가(VAT포함) 

대학컨텐츠+이벤트 게시판 12개월 1,100,000원 

광고구좌 

광고 효과 

수만휘 내 이벤트게시판에 콘텐츠를 게재함으로써 수만휘에  

방문하는 수험생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가능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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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휘 내 ‘대학컨텐츠+이벤트’ 게시판에 입점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입시정보, 홍보 관련 영상콘텐츠 및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의 게시글에 담을 수 있는 랜딩페이지 역할.  

※ 한 게시글에 다양한 주제의 영상/사진/이벤트/SNS 콘텐츠 업로드 가능(1년) 

광고 상품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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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급식 애드캠퍼스 열공시간 오답노트 수만휘 합계(VAT포함) 

A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3,300,000 

단가/기간 330,000/1주 550,000/4주 770,000/1주 550,000/4주 1,100,000/1년 

B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4,950,000 

단가/기간 660,000/2주 550,000/4주 1,540,000/2주 550,000/4주 1,100,000/1년 

C 

광고위치 FEED+이벤트AD 메인DA+추천리뷰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8,250,000 

단가/기간 2,420,000/2주 1,100,000/4주 3,08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UDN 상품 패키지  
Part1. UDN 

5개 서비스_전체 집행 가격(수만휘 포함, 첫 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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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N 상품 패키지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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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급식 애드캠퍼스 열공시간 오답노트 수만휘 합계(VAT포함) 

A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2,20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330,000/1주 550,000/4주 770,000/1주 550,000/4주 1,100,000/1년 

B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3,85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660,000/2주 550,000/4주 1,540,000/2주 550,000/4주 1,100,000/1년 

C 

광고위치 FEED+이벤트AD 메인DA+추천리뷰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전용 게시판 
7,15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2,420,000/2주 1,100,000/4주 3,08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5개 서비스_전체 집행 가격(수만휘 제외, 1개월 이후)  1 



상품명 김급식 애드캠퍼스 열공시간 오답노트 스게더 수만휘 합계(VAT포함) 

A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라이브DA 전용 게시판 

3,850,000 

단가/기간 330,000/1주 550,000/4주 770,000/1주 55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B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메인DA 전용 게시판 

5,500,000 

단가/기간 660,000/2주 550,000/4주 1,540,000/2주 55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C 

광고위치 FEED+이벤트AD 메인DA+추천리뷰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메인DA+라이브DA 전용 게시판 

9,350,000 

단가/기간 2,420,000/2주 1,100,000/4주 3,080,000/4주 550,000/4주 1,100,000/4주 1,100,000/1년 

UDN 상품 패키지  
Part1. UDN 

6개 서비스_전체 집행 가격(수만휘 포함, 첫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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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N 상품 패키지  
Part1. 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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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급식 애드캠퍼스 열공시간 오답노트 스게더 수만휘 합계(VAT포함) 

A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라이브DA 전용 게시판 
2,75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330,000/1주 550,000/4주 770,000/1주 55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B 

광고위치 FEED 메인DA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메인DA 전용 게시판 
4,40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660,000/2주 550,000/4주 1,540,000/2주 550,000/4주 550,000/4주 1,100,000/1년 

C 

광고위치 FEED+이벤트AD 메인DA+추천리뷰 전체DA(열공패키지) 메인DA 메인DA+라이브DA 전용 게시판 
8,250,000 

수만휘 제외 가격 
단가/기간 2,420,000/2주 1,100,000/4주 3,080,000/4주 550,000/4주 1,100,000/4주 1,100,000/1년 

6개 서비스_전체 집행 가격(수만휘 제외, 1개월 이후)  2 



광고상품 광고구좌 명 광고구좌 위치 광고구좌 수 1회 집행기간 비고 단가(VAT포함) 

김급식 

이벤트 AD 이벤트 - 1주일 1개 이벤트 피드 92만원 

FEED AD 채널 - 1주일 
매일 10개의 광고 피드가  

3회 반복 노출(일주일 동안)  
33만원 

애드캠퍼스 

메인 DA 메인 화면 상단 5개 1개월 롤링형태 55만원 

추천리뷰 메인 화면 중단 5개 1개월 
리뷰 5개 중 1순위에 노출 
(리뷰 가능 횟수: 월 4회) 

55만원 

검색 DA 검색 화면 5개 1개월 롤링형태, 영상 스트리밍 가능 55만원 

대학 DA 대학별 화면 - 1개월 영상 스트리밍 가능 50만원 

열공시간 열공패키지 
메뉴(더보기) 하단 

열공카페 상〮하단 中 택1 
이벤트 

5개 1주일 롤링형태, 동시노출 77만원 

수능오답노트 메인 배너 APP 접속 시 메인 화면 중앙 5개 1개월 롤링형태 55만원 

스게더 

메인 DA 메뉴 화면 중단 5개 1개월 롤링형태 55만원 

라이브 DA 라이브 리스트 화면 하단 5개 1개월 롤링형태 55만원 

메인 팝업 메인 화면 5개 1개월 롤링형태 77만원 

수만휘 - 대학컨텐츠+이벤트 게시판 - 12개월 집행 대학별 1게시글 고정 110만원 

UDN 구성 상품별 단가    
Part1. UDN 

25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동영상 노출 광고 
수험생을 타겟하여 집행하는 동영상 노출 광고입니다.   

10대 이용률이 높은 유튜브와 스게더 및 대학/학과 리뷰를 보기 위해 접속하는 애드캠퍼스 앱에 광고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 검색 시 노출  

트루뷰디스커버리 애드캠퍼스 영상 DA 

애드캠퍼스 내 
영상으로 노출가능한 구좌 有 

동영상 노출 광고란?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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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게더 로켓 부스터 

앱 내 ‘로켓 부스터’ 아이콘 클릭 시 
영상 팝업 재생 



CPV 50원(평균 30~70원) 

단가 예시(원,VAT 포함) 

광고 집행비(조회수 총합 예상) 캠페인 집행비 제안 단가 

예1 500,000(10,000view) 200,000 700,000 

예2 1,000,000(20.000view) 300,000 1,300,000 

예3 2,000,000(40,000view) 500,000 2,500,000 

※단가 예시에 있는 ‘조회수 총합 예상은’ CPV 50원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CPV 변동에 의해 조회수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총합과 영상 수량은 무관하며, 영상 수량 역시 조율 가능합니다. 

유튜브 트루뷰디스커버리 
검색결과 페이지, 관련 동영상 옆, 유튜브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는 위치에 표시되며 영상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광고 

광고구좌 

→ 수험생 관련 키워드 설정 가능 

유튜브 트루뷰디스커버리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 여러 대학의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글ADS 

한 영상당 평균 광고 집행 기간은 4주 

실시간 광고 집행  키워드 설정 사례 

수험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집행 

※ 2019년 3월~2020년 4월까지의 트루뷰디스커버리 집행에서 조회율이  높았던 상위 TOP50 키워드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 중심으로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자료] 구글ADS  

유튜브 트루뷰디스커버리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순서 키워드 노출수 조회율 

1 정시수시 597 57.22% 

2 드라마사이트 10489 50.00% 

3 한국 대학 순위 259 33.33% 

4 화장품 샵 7968 28.57% 

5 근처 맛집 13049 25.00% 

6 대학교입학 968 25.00% 

7 인서울대학교 455 20.00% 

8 추천기초영어 15049 20.00% 

9 케어화장품 6759 20.00% 

10 패션팁 644 20.00% 

11 농구경기 755 14.29% 

12 영화 다운 8960 14.29% 

13 케어화장품 6978 14.29% 

14 수능수학 9054 12.50% 

15 중고 144 12.50% 

16 한국 드라마 영화 12046 11.11% 

17 맛집기사 2937 10.34% 

18 대학 교육 4274 10.00% 

19 대학 전공 7945 9.52% 

20 무료 영화 최신 4916 9.09% 

21 일본여행 8456 8.70% 

22 다시보기 10022 8.33% 

23 디지털대학교 4312 8.33% 

24 서울대면접 464 8.33% 

25 에듀윌 5613 8.33% 

순서 키워드 노출수 조회율 

26 영어공부법 1342 8.33% 

27 영어모의고사 6732 8.33% 

28 영어문제 562 8.33% 

29 맛집탐방 7612 8.00% 

30 대학수시 2301 7.69% 

31 드라마방송 4345 7.69% 

32 어린이영어교육 630 7.69% 

33 오키나와 날씨 7352 7.69% 

34 드라마 다시 보기 4342 7.14% 

35 영화 6985 7.14% 

36 입시 정보 6552 7.14% 

37 tv 무료 드라마 다시 보기 123 6.67% 

38 영어회화추천 7946 6.67% 

39 영어교육 1326 6.60% 

40 내일 날씨 어때 4621 6.41% 

41 영화 다시 보기 사이트 7952 6.25% 

42 다시보기 4346 6.06% 

43 드라마 보기 사이트 5322 5.88% 

44 입시상담 762 5.88% 

45 영어듣기 1235 5.77% 

46 대학별 수시 등급 7942 5.26% 

47 드라마 다시 보기 8955 5.26% 

48 영화추천 4645 5.00% 

49 유튜브크리에이터 13467 4.92% 

50 고3수능 369 4.76% 



광고구좌 

[검색 DA]  [대학 DA]  

광고구좌 명 검색 DA 대학 DA 

구좌 수 5개 1개 

광고위치 검색 화면 
대학별 화면 

(해당 대학의 배너나 영상 게재)  

특징 검색 시 추천 대학 형태 동영상 

광고타입 

<선택> 
1. 대학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대학 유튜브 또는 제작 영상) 
2. JPG, GIF 형태의 이미지배너 

<선택> 
1. 대학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대학 유튜브 또는 제작 영상)  
2. JPG, GIF 형태의 이미지배너 

집행기간 1개월 1개월 

단가 
(VAT포함) 

55만원/롤링형태 50만원 

애드캠퍼스 영상 DA 
 APP에서 검색 시 또는 검색하여 접속한 대학교 화면 상단에 표시되며  

애드캠퍼스 주 사용자인 수험생에게 노출하기에 적절한 영상 광고 

애드캠퍼스 영상 DA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영상 광고 집행 예시 

[검색 DA] [대학 DA] 

애드캠퍼스 영상 DA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광고가 노출되는 페이지 접속 시, 영상은 자동 스트리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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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구좌 

[로켓부스터]  

스게더 로켓 부스터 
 게임 라이브 방송 화면 하단에 있는 ‘로켓부스터’ 아이콘 클릭 시 

영상이 팝업 재생되는 동영상노출 광고 

스게더 로켓 부스터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광고구좌 명 로켓 부스터 

구좌 수 - 

광고위치 라이브 방송 화면 

특징 검색 시 추천 대학 형태 

광고타입 
<선택> 1. 대학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대학 유튜브 또는 제작 영상)  

          2. JPG, GIF 형태의 이미지배너 

집행기간 1개월 

CPA 30원 



영상 광고 집행 예시 

애드캠퍼스 영상 DA   
Part2. 추가 동영상 광고 상품 

로켓 부스터 아이콘 클릭 시 영상이 팝업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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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부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