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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아동 〮 청소년인구약 600만



아동 〮 청소년만타겟팅할수있는광고매체



교육부의사교육비경감정책으로

EBS 교재의수능연계율은무려 70%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

70.1% 70.0% 73.3% 70.0% 70.6% 70.0% 71.1%

고등학생필수학업교재 = EBS 교재



학업시간광고접점을갖는유일한매체



고등학생대상최고의광고효과

수많은 광고 매체 중 수험생에게

가장 자주 접하는 광고매체는 EBS교재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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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EBS교재

배치표, 수험자료집 등

학교 내 게시판

교통매체

SNS

기타

전국수험생1,000명을대상으로국내최대입시커뮤니티‘수만휘’에서온라인으로진행된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

EBS교재광고의 효과는입증되었습니다.

<웨일미디어 2019학년도 전국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발췌>

76%의 학생이 정규수업 등 학업시간에

EBS교재를 60%이상 활용한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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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광고

기업의마케팅전략에따라연령, 계열, 시기를

선택할수있는다양한매체기획력구현!

타켓의정확성 압도적공신력 뛰어난효율성



기업과청소년간의소통을주선합니다!

2019년부터 EBS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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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광고가이드

Headline

Logo

Image

Logo, Slogan, Catchphrase etc.

브랜드/기업 로고 위치

가능한 메시지
청소년 대상 공익 캠페인(윤리, 교육, 환경 등)

기업 사회공헌활동 광고, 이미지 광고, 기업 PR 메시지, 

혹은 청소년 응원을 우선으로 하는 간접 홍보 메시지 조합

이미지 운영
기업 제품의 직접적인 노출은 불가하나

간접노출(PPL예) 수준에서 수위 조절 가능

* 광고 시안은 EBS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불가한 메시지
직접적인 제품 홍보 및 상업 광고적 메시지, 

청소년 유해(사행성, 탈선, 인권 침해 등) 메시지 등

하단 운영
제품 소컷 배치 불가, 브랜드 로고 배치 가능

기업/제품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형태의 보편적 메시지 가능

Logo

* 집행불가 광고 : 주류, 카지노, 성형외과, 피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부적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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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용광고방향

11

“광고가이드라인을고려하여브랜드특색에맞는 EBS 교재광고기획”

1. Message 형광고

2. 기업이미지광고

3. 프로모션을연계한브랜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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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이공감하는Message를활용한광고

■ 기획 방향

: EBS 교재 광고 가이드에 적합한 메시지형 광고소재로 제작

■ 기획 목적

: 학업에 지친 수험생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을 통한

자연스러운 제품 및 브랜드 노출

■ 메시지 예시

A안) 수험생의 건강, 학습성과, 목표, 꿈 , 우정, 사랑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응원 메시지

“ 수능날엔 맘편히, 속편히 널 응원할게”

B안) 교재의 특징을 활용한 이색 메시지

“ 동아시아 최고의 교역상품 참다한 탑클래스”

■ 제작 가이드

: 기업로고 삽입 가능

: 제품명은 서브 메시지로 작성

: 제품 이미지는 간접 광고 형태로 활용

[18년 수능특강 교재에 집행된 본죽 광고 이미지]

03 기업용광고제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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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이공감하는Message를활용한광고

■ 집행 사례

: 각 과목의 주요 문항을 활용한 브랜드 노출 (참다한 홍삼 사례)

03 기업용광고제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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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브랜드이미지광고

■ 기획 방향

: 기업 또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 공익적인 성격의 광고 형태로 제작

■ 기획 목적

: 기업과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광고, 

CSR 및 사회공헌 활동를 활용한 공익적인 이미지 표현

■ 광고 예시

: 기업과 브랜드가 표방하는 광고디자인,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CSR 및 사회 공헌 캠페인 내용 위주의 광고 기재

■ 제작 가이드

: 기업로고 삽입 가능

: 캠페인 이미지 삽입

03 기업용광고제작가이드

[기업 CSR 캠페인 광고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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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모션을연계한브랜드광고

■ 기획 방향

: 학생을 위한 프로모션을 활용한 형태로 구성

■ 기획 목적

: 프로모션을 통한 주축 타겟에게 제품 및 브랜드 노출을 통한 붐업

■ 광고 집행 Flow

03 기업용광고제작가이드

[수험생 공익 프로모션 예시]

1. 공익적인 프로모션 구성 및 심의

2. 심의 확정 후, EBS 교재 광고 기재 및 프로모션 운영

3. 프로모션을 통한 학생들에게 제품 전달 및 홍보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Q2pbDyr3YAhUFo5QKHRpKC4oQjRwIBw&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ikkichoi&logNo=220808606235&categoryNo=0&parentCategoryNo=44&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psig=AOvVaw0PZAzP9kvAViZtEgKZmAYj&ust=15151303454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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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와 OOO가 함께하는 수험생 응원 캠페인 (캠페인 명 가칭)

03 기업용광고제작가이드

: EBS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캠페인

: 교재에는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

: 이벤트 참여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광고로 진행

EBS 교재에 프로모션 광고 게재 광고 지면의 QR코드를 통해
EBS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

프로모션 진행을 통한
제품증정 및 간접홍보효과

3. 프로모션을연계한브랜드광고



속표지 뒷면 정답지 앞면1 정답지 앞면2 정답지 표2 정답지 표3 정답지 표4

정답지 뒷면1 정답지 뒷면2 표3

합북1 속표지 뒷면 합북1 유형&실전 간지1 합북1 유형&실전 간지2 합북1 유형&실전 간지3 합북1 유형&실전 간지4 합북1 표3

합북2 표2 합북2 표3 합북2 표4

북인북 유형

합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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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광고지면가이드



수능특강

평가원 인증 - 대한민국 가장
정확한 수능교재

수능완성

유형·테마편+실전편으로
구성된 수능 실전 교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연계교재를
단기간에 압축 요약정리!

고3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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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목록

EBS수능기출

수험생의 수능 준비 시작과
마무리를 위한 교재

VOCA1800

수능 연계교재 중요 어휘,숙
어 이 책 한 권으로 끝!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1등급을 위한 등급 올리기
고난도 유형 문항집

올림포스

고 1~2 대상 국·영·수
내신 + 수능 대비 기본서

올림포스 고난도

내신 대비 및
수능 기초 다지기

개념완성

예비 고1 대상
수학 기본서

중학 m포스

EBS 중학 단계별
수학 문제서

EBS 중학 뉴런

한 권으로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서

방학생활

초등 1~6학년 대상
방학 특화 교재

고1,2 교재 중학 교재 초등 교재

한 장 수학

학교 시험 대비 쉬운
자기주도 학습서

학교에서 5분

2019 신규교재

학교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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