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고닫기

22.04.22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



청년들의 삶에 플러스를 더하다.
‘IT와 콘텐츠를 통해 청년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를 목표로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
특히 정책과 행사, 교육, 이벤트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서비스 소개

주요 타겟     대한민국 청년(20~39세)

월 방문자     27,800명(22.11.기준)

누적 이용자 수      16만명(구글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7,900명

매월 사용자 증가 추세
(월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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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닫기> 메인홈페이지



02 주요 채널

웹페이지 <열고닫기>
MAU: 27,800명 (22.11.기준) 

뉴스레터 <팬링레터>열고닫기 유튜브열고닫기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열고닫기>
구독자: 7,900명

뉴스레터 <팬링레터>열고닫기 웹페이지 열고닫기 유튜브

뉴스레터 <팬링레터>
구독자: 1,300명

열고닫기 웹페이지 열고닫기 유튜브 뉴스레터 <팬링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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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특징

열고닫기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높은 인지도와 보유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 중 왜 열고닫기를 선택해야 할까?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문에 의한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맞춤화된 대상에게 정책정보를 전달합니다.

딱딱한 형태의 공고문이 아닌 영상과 이미지의 결합으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고 실제 지원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04 상품 요약 소개

구분

홈페이지

메인 배너 [B1]

센터바 배너 [B2]

바텀 배너 [B3]

홍보영상 제작[V1]

메인 배너 + 영상제작[P1]

별도 문의메인페이지 최상단

메인페이지 중간

메인페이지 하단

열고닫기 페이지(메인, 상세), 유튜브, 네이버TV 등

메인 페이지 배너 + 유튜브, 네이버TV 업로드 (1개월)

영상

패키지 상품

상품명 노출위치(PC·Mobile) 단가(VAT 별도)

 
●  홈페이지 배너를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  보유하고 있는 채널(블로그, 카카오뷰, 뉴스레터 등)과 연계하여 무료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  유튜브 영상의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 네비게이터

인기정책 카테고리

신규정책 카테고리

행사/교육 카테고리

최하단 푸터

B1 메인 배너

B2 센터바 배너

B3 바텀 배너

V1 홍보영상 제작

기본 제공 사항

프로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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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의

별도 문의

별도 문의

별도 문의



05 상품 소개 ➀

메인 배너 [B1]

메인 페이지 내 상단에 위치해있는 배너로, 가장 높은 주목도를 가진 배너 상품입니다.

 
●  홈페이지 배너 제작 · 정보 등록 · 보유 SNS 채널을 통한 홍보 무료 제공

기본 제공 사항
<열고닫기> 메인홈페이지

상품명 메인 배너[B1]

순차 노출(랜덤)

PC/모바일

분류 내용

별도 문의

배치수 6~8개

단가

노출형태

노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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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품 소개 ➁

센터바 배너 [B2]

메인 페이지 내 정책과 행사/교육 카테고리 사이에 위치한 배너로, 스크롤 도중 중간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홈페이지 배너 제작 · 정보 등록 · 보유 SNS 채널을 통한 홍보 무료 제공

기본 제공 사항
<열고닫기> 메인홈페이지

상품명 메인 배너[B2]

랜덤 노출

PC/모바일

분류 내용

별도 문의

배치수 3개

예상 CTR 0.3~0.8%

단가

노출형태

노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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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품 소개 ➂

바텀 배너 [B3]

메인 페이지 내 하단에 위치한 배너로, 영상 하단에 배치되어 단가 대비 높은 효율을 가지는 상품입니다.

 
●  홈페이지 배너 제작 · 정보 등록 · 보유 SNS 채널을 통한 홍보 무료 제공

기본 제공 사항
<열고닫기> 메인홈페이지

상품명 바텀 배너[B3]

랜덤 노출

PC/모바일

분류 내용

별도 문의

배치수 3개

단가

노출형태

노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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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품 소개 ➃

영상 제작 [V1]

정책·정보 전문 영상 제작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모두 포함
●  영상 제작 형태에 따라 금액 별도 논의

기본 제공 사항
<열고닫기> 상세페이지, 상단 <열고닫기> 유튜브

상품명 영상 제작[V1]

순차 노출

열고닫기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TV 등

분류 내용

별도 문의

특징 홈페이지, 유튜브 등
동시홍보  가능

단가

노출형태

노출기기

 
●  조회수 1,000회 이상 보장
●  유튜브 광고 홍보 시 별도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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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품 소개 ➄

패키지 상품 [P1]

메인 배너 게시 및 영상 제작을 함께 진행해 가장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모두 포함
●  영상 제작 형태에 따라 금액 별도 논의

기본 제공 사항
<열고닫기> 메인홈페이지 <열고닫기> 상세페이지, 상단

상품명 메인 배너[M1] +
영상제작[V1]

분류 내용

별도 문의

특징 가장 높은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단가

노출형태

노출기기

랜덤 노출(배너)

열고닫기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TV 등

 
●  조회수 1,000회 이상 보장
●  유튜브 광고 홍보 시 별도 문의

프로모션!

09



06 열고닫기 홍보 성공 전략

더 이상 낮은 정책 홍보 효과와 지원율로 고민하지 마세요.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 온라인 타겟 광고

SNS 홍보

영상 제작 및 광고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보도자료 배포

열고닫기 플랫폼 활용

사례
소셜벤처 경연대회 서울권 모집(2020)

운영 결과

20~30%
지원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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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언론에서 보는 열고닫기

궁서체 정책, 말랑하게 바꿔 드려요.[디지털 포용] 2. 디지털 포용사회 전환 이끄는 대표 사례

플랫폼 등을 통해 모인 관심사 및 반응은 청년 정책 홍보 효과성 및 
유효성을 자체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단순히 정책 정보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데까지 활용되는 것이다.

청년과 우리 사회가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전해주는 이들이 있어요. 빽빽한 텍스트, 휴먼명조로 무장한 
보도자료 저리 비켜~ 청년 정책을 가장 청년답게 전하는 스타트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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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기사 전문 보기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협업 논의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

광고 담당자 원대연
M. 070-4159-5014

F. 02-6008-2079
E. helloworld@dodohancolla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