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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Y 소개

OKKY Service

Best
대한민국  최고의 개발 전문 

사이트 

Target
대한민국  개발자 38만명

(취준생, 프리랜서, 현업)

Service Definition
개발자의  기술과 삶을 나누는 
공간    전문적이고  신뢰가 가는 

OKKY Jobs
개발자 들에게 듣는 IT Tips

Unique Visitors
월 평균 53만

Page Views
월 평균 500만

Members
2021년 2월 기준 9만 7천명

Post
월 8천개 등록

OKKY Traffic



                                                                                                                                              
Why ? OKKY

Age
   Loyalty

  Gender

10대 ~ 60대 의 다양한 연령대 의 유저
• 18 ~ 24 : 29% 
• 25 ~ 34 : 42% 
• 35 ~ 44 : 20%
• 45 ~ 65+  : 9%

남자 / 여자 비율
• 8만 9천의 회원 중 남자 (7) : 여자 (3) 의 비율 

• 20대 ~ 40 대 남/여 비율 이 가장 높음
• 여성 회원 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확실한 타겟 & 충성 고객 
•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 신뢰성 있는 Jobs 서비스 
• 현업 뿐 아니라 취준생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 들의 활동
• 20대 초반 ~ 30대 후반 연령대 회원이 가장 활발한 활동



OKKY 광고 상품 단가 안내                                                                                       

매체 광고상품 노출위치 광고단위 금액(VAT별도) 1주 금액
(VAT별도) 구좌 노출방식 광고 규격(px) 비고

OKKY

메인

중앙상단
(PC/MO)

2주 \  1,980,000
1,100,000 3

롤링

728*90
4주 \  3,600,000

우측상단
(PC/MO)

2주 \  1,980,000
1,100,000 3 160*300

4주 \  3,600,000

우측하단
(PC)

2주 \  1,980,000
1,100,000 3 160*500

4주 \  3,600,000

중앙 박스형
(PC/MO)

2주 \  1,320,000
700,000 3 250*250

4주 \  2,400,000

카테고리
+

상세페이지

중앙 상단
(PC/MO)

2주 \  2,400,000
1,300,000 3 728*90

4주 \  4,200,000

우측상단
(PC/MO)

2주 \  1,980,000
1,100,000 3 160*300

4주 \  3,600,000

160*500우측하단
(PC)

2주 \  1,980,000
1,100,000 3

4주 \  3,600,000

게시물  상단고정 2주 \     600,000 문의

 DM 발송 1회 \    1100,000 문의 HTML

- 노출수는  트래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 수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 클릭율은  배너 소재 및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운영 정책에  따라 대출, 성인 콘텐츠  광고 등은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내부 검수 기준)

- 배너광고  리포트(노출수 , 클릭수 , 클릭율)는 광고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메일 발송됩니다 . 

- 1개 배너 구좌에  동시에  최대 3개까지  롤링되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광고 진행은  선입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 가능)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 Mobile 동시 진행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MAIN
Display  

AD
(Banner)

                                                                                                                                              
광고상품

내용 상세

위치 메인_ 중앙 상단 (PC/MO)
배너 사이즈 728*9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980,000 / 3,600,000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 Mobile 동시 진행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MAIN
Display  

AD
(Banner)

                                                                                                                                              
광고상품

내용 상세

위치 메인_ 우측 상단 (PC & MO)

배너 사이즈 160*30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1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980,000 / 3,600,000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page 만 노출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MAIN
Display   

AD
(Banner)

                                                                                                                                              
광고상품

내용 상세

위치 메인_ 우측 하단 (PC)

배너 사이즈 160*50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980,000 / 3,600,000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 Mobile 동시 노출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MAIN
Display   

AD
(Banner)

                                                                                                                                              
광고상품

내용 상세

위치 메인_ 중앙 박스형  (PC & MO)

배너 사이즈 250*25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320,000 / 2,400,000



                                                                                                                                              
광고상품

PAGE
Display   

AD
(Banner)

내용 상세

위치 상세페이지_ 중앙 상단 (PC & MO)
배너 사이즈 728*9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2,400,000 / 4,200,000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 Mobile 동시 진행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광고상품

PAGE
Display   

AD
(Banner)

내용 상세

위치 상세페이지_ 우측 상단 (PC & MO)

배너 사이즈 160*30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980,000 / 3,600,000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 Mobile 동시 진행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OKKY 웹페이지 배너 광고

• Web page 만 노출

• IT 개발자 커뮤니티

• 국내 최대 & 최고 

• Jobs 서비스 로 유입율     
지속적으로 증가 

                                                                                                                                              
광고상품

PAGE
Display   

AD
(Banner)

내용 상세

위치 상세페이지_ 우측 하단 (PC)

배너 사이즈 160*500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350 KB

광고 기간 2주 / 4주

광고 비용 1,980,000 / 3,600,000



OKKY EDM 발송

• 발송부수 : 57,697 명

• 도달율 : 평균 95 % 이상 

• 월 1회 발송

                                                                                                                                              
광고상품

E-Mail  
AD

(eDM)

내용 상세

위치 OKKY 회원 에게 DM발송
배너 사이즈 가로 650~760px
파일 형태 GIF / JPEG / PNG

최대 파일 용량

광고 기간 1회 

광고 비용 1,100,000



                                                                                                                                              
프로세스

광고
의뢰

일정  
확인

광고  
계약

입금
확인

광고  
노출 

리포트
  보고



개발자 대상 
최대의 홍보 효과 !

OKKY AD 는 지금도 진화중 입니다. 



CREDITS: This presentation template was created by 
Slidesgo, including icons by Flaticon, and 
infographics & images by Freepik. 
Please keep this slide for attribution.

CONTACT

OKKY 광고 문의 

  김지원 과장 
   jwkim@okky.kr 
  02-6925-5202

http://bit.ly/2Tynxth
http://bit.ly/2TyoMsr
http://bit.ly/2TtBDfr
mailto:kjlee@okk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