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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광고상품명 구좌수 
가격 

(VAT 별도) 

[웹] 
글로벌 

PC 검색창 18 1,500,000 

추천키워드   2/15 500,000 

어깨배너    1/6 3,000,000 

웰컴 팝업 배너 5 3,000,000 

글로벌 윙배너   1/5 3,000,000 

[웹] 
웰컴 

예스나우 신간소개 3 3,000,000 

웰컴 화제의책 3 2,500,000 

웰컴 이주의책  3 2,500,000 

웰컴 이책어때? 3 2,500,000 

웰컴 좌측 빅 10 2,000,000 

웰컴 좌측 미니  12 1,000,000 

출판사 추천 12 1,000,000 

웰컴 플로팅 배너 3 2,500,000 

[웹] 
국내도서 

국내도서 빅배너 8 1,000,000 

국내도서 가로형배너 6 1,000,000 

[웹] 
베스트 
셀러 

베스트 좌측 10 1,000,000 

베스트 미니 3 500,000 

베스트 하단  3 1,000,000 

영역 상품명 구좌수 
가격 

(VAT 별도) 

[웹] 
검색결과 

검색결과 미니 4 1,000,000 

검색결과 빅 7 1,500,000 

검색결과 키워드 - 키워드별 상이 

[웹] 
상세 

도서상세중앙 10 1,500,000 

상품상세하단(분야별) 1 1,000,000 

[웹] 
로그인 

로그인 빅배너 6 1,500,000 

[웹] 
이벤트세상 

이벤트 좌측 1 1,000,000 

[웹]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우상단 4 1,000,000 

모바일 
웹/앱  

검색창 15 1,000,000 

모바일 상단 배너   4/16 2,000,000 

모바일 중간 배너  10 1,000,000 

검색창 상세 하단 10 500,000 

모바일 앱 종료 팝업 1/3 1,000,000 

상품 상세 중단 4/n 1,000,000 

베스트 셀러 상단 10 1,000,000 

DM 

타겟문자 1만통 1회 1,000,000 

모바일 푸시 3만통 1회 1,000,000 

타겟 메일 1만통 1회 1,000,000 

배송삽지 배송 삽지 광고 - 
장당 100원 

3만부부터 가능 

팟캐스트 음성 광고 2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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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패키지당 소진 기간 상이 : 300패키지 – 2주 / 400패키지 -3주 / 500패키지 -4주 

• 광고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더 높은 금액의 패키지를 제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 패키지 A 

번호 광고상품명 가격(VAT별도) 

1 웰컴 좌측 빅 200 

2 
출판사추천 
(or 웰컴좌측미니) 

100 

3 
검색창 
(or 검색결과 빅) 

150 

4 [모바일] 검색창 100 

단품구매시 합계 550 

패키지 판매가 
300 

(45%할인) 

300 패키지 B 

번호 광고상품명 단가(만원) 

1 출판사추천 100 

2 도서상세중앙 150 

3 검색결과 빅 150 

4 [모바일] 검색창 100 

5 
[모바일] 검색창  
상세 하단 

50 

단품구매시 합계 550 

패키지 판매가 
300 

(45%할인) 

400 패키지  

번호 광고상품명 가격(VAT별도) 

1 
웰컴 이주의책  또는 

웰컴 이책어때 
250 

2 검색창 150 

3 국내도서 빅배너 100 

4 [모바일] 검색창 100 

5 [모바일] 중간배너 100 

단품구매시 합계 700 

패키지 판매가 
400만원 

(43%할인) 

500 패키지  

번호 광고상품명 가격(VAT별도) 

1 예스나우 신간소개 300  

2 웰컴 좌측 빅 200  

3 출판사 추천 100  

4 도서상세중앙 150  

5 
[모바일] 베스트셀러 
상단 

100  

6 [모바일] 중간배너 100  

단품구매시 합계 950 

패키지 판매가 
500만원 

(47%할인) 

200만원 패키지 
(첫구매 광고주 대상으로만 진행 가능한 

특별 패키지 입니다) 

번호 광고상품명 가격(VAT별도) 

1 [모바일] 검색창 100 

2 
[모바일] 웰컴 
중간배너 

100 

3 
출판사 추천 or 
웰컴좌측미니 

100 

4 검색창 150 

단품구매시 합계 450 

패키지 판매가 
200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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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검색창 띄어쓰기 포함 20자 이내 150 18 

2 추천키워드 띄어쓰기 포함 7자 이내 50 2 

3 어깨배너 예스24 제작 300 1 

4 웰컴 팝업 배너 PSD제공 300 5 

5 글로벌 윙배너 예스24 제작 300 1 

1 

2 

3 

5 

4 



Copyright ⓒ 2019 YES24 Corp. All Rights Reserved. 

5 

4 

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구좌수 

1 예스나우신간소개 PSD제공 300 3 

2 웰컴 화제의책  PSD제공 250 3 

3 웰컴 이주의책  PSD제공 250 3 

4 웰컴 이책어때?  PSD제공 250 3 

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구좌수 

5 웰컴 좌측 빅 PSD제공 200 10 

6 웰컴 좌측 미니 PSD제공 100 12 

7 출판사 추천 PSD제공 100 12 

8 웰컴 플로팅 배너 PSD제공 250 3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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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국내도서 빅배너 PSD 제공 100 8 

2 국내도서 가로형 배너 PSD 제공 100 6 

1 

2 

Scoll 
down 

http://www.yes24.com/Mall/Main/Book/001?CategoryNumber=001
http://www.yes24.com/Mall/Main/Book/001?CategoryNumb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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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베스트 좌측 빅 
PSD 제공 없음 

187*270 픽셀(디자인 자유) 
100 10 

2 베스트 미니 PSD 제공 50 3 

3 베스트 하단 PSD 제공 100 3 

1 

2 

Scoll 
dow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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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설명 

1 검색결과 미니 PSD 제공 100 4 

2 검색결과 빅 PSD 제공 150 7 

3 검색결과 키워드 PSD 제공 키워드별 상이 - 

웹&모바일 공통 적용 
운전면허, 공인중개사 등의 
키워드 구매시 상단에 해당 

출판사의 배너 게재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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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

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노출 카테고리 

1 도서상세중앙 PSD 제공 150 10 도서 전체 

2 상품상세하단_비즈/실용  PSD 제공 100 1 비즈/자기관리/외국어/수험서/여행/컴퓨터/만화/잡지 

2 상품상세_문학 PSD 제공 100 1 소설/에세이 

2 상품상세_어린이/가정  PSD 제공 100 3 가정과생활,유아,어린이,청소년,중고등참고서,전집,초등참고서 

2 상품상세_인문/교양 PSD 제공 100 1 인문,사회,종교, 역사와문화, 예술/대중문화, 자연과과학, 대학교재 

1 

2 

Scoll 
dow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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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로그인 빅배너 
PSD 제공 없음  

360*360 픽셀(디자인자유) 
15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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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이벤트 세상 
PSD 제공 없음  

140*200 픽셀(디자인자유) 
100 1 

2 마이페이지 
PSD 제공 없음  

187*270 픽셀(디자인자유) 
100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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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1 모바일 검색창 띄어쓰기 포함 15자 이내 100 15 

2 모바일 상단 배너 PSD 제공 200 4 

3 모바일 중간 배너 PSD 제공 100 10 

4 검색창 상세 하단 PSD 제공 100 10 

1 

3 

4 

Scoll 
dow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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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제작가이드 
단가 
(만원) 

광고  
구좌수 

설명 

5 모바일 베스트 상단 PSD 제공 100 10 

6 모바일 상품상세 중단 PSD 제공 100 4 당사 이벤트 배너와 동시 랜덤 노출 

7 모바일 앱 종료 팝업 PSD 제공 100 1 
안드로이드 app에서만 노출 

당사 이벤트 배너2개와 동시 랜덤 노출 

5 

Scoll 
down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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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 희망일 1주일 전에 event@yes24.com  
     으로 일정 문의 

발송일 

• 광고주 자율 지정 

단가 

• 1만통 / 100만원(VAT별도) 

타겟 설정 가능 

• 특정도서구매자 / 카테고리 구매자 / 성별 / 
연령대 AND 조건으로 설정 

    
     EX 1) 에세이 베스트셀러 구매 독자 중 30대   
             여성에게만 발송 가능 
     EX 2) 황석영 전작구매자 중 40대 남성에게 
             만 발송 가능 
     EX 3)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구매자 전체에  
             게 발송 가능 
 

문구 

• 2000자 제한이나, 샘플 참고하여 적당한 
    분량으로 조정  

상품 설명 

• 타겟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상품 

mailto:event@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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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진행 방법 

• 희망일 1주일 전에 event@yes24.com  
     으로 일정 문의 

최소 발송 수량 

• 3만통 

단가 

• 3만통 / 100만원(VAT별도) 

타겟 설정 가능 

• 성별 / 연령대 AND 조건으로 설정 
    
     EX) 30대~40대 여성에게만 발송 가능 
 

상품 설명 

• YES24 도서 애플리케이션 푸시 배너 광고 

발송일 

• 광고주 자율 지정 

mailto:event@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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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진행 방법 

• 희망일 1주일 전에 event@yes24.com  
     으로 일정 문의 

단가 

• 2만통 : 80만원 (VAT별도) 

• 3만통 : 100만원 (VAT별도) 

• 5만통 : 150만원 (VAT별도) 

• 10만통 : 200만원 (VAT별도) 

 

타겟 설정 가능 

• 성별/연령별/지역별/특정 도서 구매자 
   

발송일 

• 광고주 자율 지정 

메일 사이즈 

• 가로 : 750픽셀 

• 세로 : 1500픽셀 이내 

   

상품 설명 

• YES24 고객에게 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상품 

mailto:event@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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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 배송 박스에 같이 홍보 리플렛/샘플북을 넣어 
     보내드리는 광고 상품 

단가 

• 최소 3만부: 300만원 (VAT별도) 

타겟 설정 가능 

배포 시작일 

• 광고주 자율 지정 
• event@yes24.com 으로 일정 문의 

제작 가이드 

• 바코드 필수 
• A5(148*210)이하 사이즈만 가능 
• 샘플북의 경우 50p내외 까지 가능 
   

• 카테고리로 타겟팅 설정 
    ex 1) 어린이>초등학습>영어’ 구매 독자 대상 
    ex 2) ‘초등참고서’ 구매 독자 대상 

mailto:event@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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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상품명 광고 형태 
단가 

(만원) 
설명 

1 
팟캐스트  
음성 광고 

김하나 작가  
오은 시인이 해당 
책을 직접 소개 

30만원(2회) 
50만원(4회) 

-매주 2회 (목,금) 업로드 

-노출 채널: 아이튠즈 팟캐스트(예술1위), 팟빵(구독
자 5600명), 네이버 오디오클립(구독자4600명) 

-에피소드당 재생수 약 6만 (19.6 기준) 

-문의 : chyes@yes24.com / 02-3215-9159  

 

mailto:chyes@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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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광고 

• 개별 예약 : http://scm.yes24.com 접속  광고 신청  광고 예약 

• 예약방법 및 광고 진행 가이드 다운로드 링크 : http://bit.ly/2Hx3S9T (대소문자 구별하세요) 

• 패키지 광고 예약 방법 : 예산, 광고 시작희망일을 event@yes24.com 으로 문의 

• 검색결과 키워드 배너 : event@yes24.com 으로 진행 가능 키워드 문의 

• 광고 소재는 광고 시작 전주 수요일까지 등록 

DM 및 기타 광고 

• 예약 방법 : event@yes24.com 으로 희망일 문의 

• 대상 광고 : LMS 타겟문자, 모바일푸시, 타겟메일, 배송삽지, 팟캐스트광고 

 

광고 담당자 연락처 

E : event@yes24.com 

T : 02-3215-9231 

http://bit.ly/2Hx3S9T
http://bit.ly/2Hx3S9T
mailto:event@yes24.com
mailto:event@ye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