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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웹진 H웹진 G웹진 T웹진 기타



20대
33%

청소년
28%

30대
20%

연령 비율

게임 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인
10~30대가 80% 이상이며

재방문율 또한 꾸준함

남ㆍ녀 성비

20대 기준, 남ㆍ녀 성비가 약 7:3
게임에 익숙한 젊은 남성층이
꾸준히 즐겨 방문하는 사이트

접속 플랫폼

PC 온라인, 모바일 국내 최대 커뮤니티 운영,
PC와 모바일 어디에서 접속하더라도

항상 쾌적한 접속 환경을 제공

Mobile
55%

PC
45%

남성
71%

여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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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freecatv.com/teaminven
https://www.twitch.tv/teaminven
https://www.youtube.com/user/invenbroad
https://www.youtube.com/c/INVENSPOTLIGHT
https://tv.kakao.com/channel/2690626/cliplink/398299154?metaObjectType=Channel
http://tvcast.naver.com/inven
http://tvcast.naver.com/inven
http://ibs.inven.co.kr/
http://ibs.inven.co.kr/


https://www.twitch.tv/videos/1068061552?filter=archives&sort=time
https://www.twitch.tv/teaminven/video/1097490974
https://youtu.be/G8RqZiEUuAg
https://www.twitch.tv/videos/952535228?filter=all&sort=time
https://www.twitch.tv/videos/1128904387?filter=all&sort=time
https://www.twitch.tv/videos/1047563708?filter=all&sort=time


https://www.youtube.com/watch?v=TJciF_ytgIs
http://ibs.inven.co.kr/replay/4321/
https://youtu.be/tmyMSkYHQ_k
https://youtu.be/c6coWIw09fI
https://youtu.be/d0-Hnq4w9uA
https://youtu.be/7t3wdMDZmNU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1429847833889881&ref=watch_permalink
https://www.twitch.tv/videos/687163506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1429847833889881&ref=watch_permalink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1429847833889881&ref=watch_permalink
https://www.twitch.tv/videos/687163506
https://www.twitch.tv/videos/687163506




이벤트 랜딩 웹사이트



게이머 타겟 노출

유기적인 소통

SNS/블로그/카페

?? ?

브랜드파트너

불 특정 논 타겟 노출

일방적인 정보 전달









국내외 이슈 기사 작성 및 노출



게이머의 공감을 이끌어낼 기획기사

브랜드 및 제품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획기사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0468&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347&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9707&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38372&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347&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38372&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0468&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9707&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45936&site=it


영상 소스 등 파트너사가 자체 생산한 다양한 소스를 통해 직관적이고 간단한 콘텐츠 제작

(소스 컨셉 등에 따라 단신, 보도자료, 리뷰, 기획기사 가능)

※ 본 영상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촬영은 인벤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원본 소스의 촬영부터 진행 희망 시, 추가적인 협의 및 계약이 필요합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2974&site=i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3834&site=i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3323&site=i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3323&site=i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2974&site=i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3834&site=it


발컨 논란. 임홍규 선수 인터뷰

ASUS 신제품 발표회

시크릿랩 롤파크 경기장 풍경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취재

※ 취재 /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최소 일주일전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린백 광고 촬영 현장 취재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8673&vtype=pc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0911&site=it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4100&vtype=pc




-------------- --------------중략 -------------- --------------



---------------------중략 ---------------------



http://msi.inven.co.kr/
http://legion.inven.co.kr/
https://m.inven.co.kr/legion/
http://legion.inven.co.kr/


http://hyperx.inven.co.kr/
http://hyperx.inven.co.kr/


인벤 내 브랜드파트너로 운영 되는
모든 콘텐츠 자동 등록 및 노출 되어

추가 브랜딩 효과
(리뷰, 이벤트, 제품 정보등)

랜딩사이트 상단 핫이슈
영상 노출
(MP4 파일)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영상 등 노출

(노출기간/시간 설정가능)















---------------중략 ---------------

로스트아크 인벤
타임 어택 이벤트

---------------중략 ------------------------------중략 ---------------

리그 오브 레전드 인벤
LCK 우승팀 예측 이벤트





---------------------중략 --------------------- ---------------------중략 ---------------------

---------------------중략 ---------------------

인벤 웹진
메인페이지 노출

브랜드파트너 이벤트
전용 노출 영역

(인벤 모든 영역)
200*200

브랜드파트너
공통 영역

(인벤 모든 영역)



다양한 갤러리
리스트 상단 노출





✓ IT인벤 메인페이지 노출은 실버 등급 이상의 파트너사에게 제공됩니다.

https://it.inven.co.kr/


IT 인벤 견적게시판 IT 인벤 게이밍 주변기기 게시판

IT 인벤 자유게시판 IT 인벤 우리동네 PC방 이야기 게시판



IT인벤 게시판
상단 배너
800*100

IT인벤 게시판
뷰 페이지 배너

200*200

IT인벤
메인페이지 배너

800*100

브랜드파트너 배너

---------------------중략 ---------------------



✓ 모든 배너는 제휴사 측에서 제작하여 주셔야 하며 소재 및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 후 진행됩니다.

✓ 배너 소재 제작은 250Kb 미만의 이미지여야 하며 플래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IT인벤
백스킨

(별도 사이즈표 참조)





G-STAR 홍보 페이지 오픈을 통한 사전 홍보 진행

G-STAR 홍보 페이지 안내 배너 G-STAR 홍보 페이지 퀵링크 아이콘 노출

[G-STAR 홍보 페이지 바로가기 ]

http://gstar.inven.co.kr/


G-STAR 홍보 페이지 상단

G-STAR 홍보 페이지 중단 G-STAR 홍보 페이지 하단

G-STAR 홍보 페이지 오픈 및 스폰서사의 공식 로고 노출



BTC 인벤 부스 관람객 판촉물BTC 인벤 부스 내 X배너

관람객 스탬프투어 뒷면 및 스탬프 시안관람객 스탬프투어 브로슈어 앞면



지스타 메인 무대 파트너사 로고 노출로 브랜드 홍보 극대화



체험존을 통한 직접 적인 상품 홍보와 인플루언서 창작물로 2차 브랜드 홍보





https://www.marketinven.com/










인기 / 화제 프로그램

1회 1,000 - 1500만원

10초 노출

약 300만 – 500만 imp

시청률 20%, 도달율 40%

지상파

주말 7 ~ 11시 기준

1회 1,000 - 1500만원

10초 노출

약 500만 – 700만 imp

시청률 20%, 도달율 60%

타임보드 주말 10시

1회 1,500만원

1시간 노출

약 500만 imp

브랜드 파트너 / 연계 광고

1개월 700만원

30일 기준 5,200만 imp

(1일 기준 약 167만 imp)

(플래티넘 기준)

지상파

출처 :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체 가치 분석 연구

대신증권 투자 리포트 보고서



상단배너
728*90

우측배너
250*250

왼쪽 배너
200*200



모바일
하단 박스 배너

300*250

모바일
메인 중단 배너

640*200

---------------중략 ---------------



■ 광고 소재 종류 및 운영

1. 기본 소재

- 상시 게재되는 배너이며 월 1회 교체 가능

- 이벤트 배너의 게재 유무와 무관하게 상시 노출

- 외부 링크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소재

기본소재

상시 노출

(1개월 기준 1회 소재 교체 진행)

이벤트

소재

(플래티넘

등급 기준)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 기간 중에만 노출

기본 소재와 별도로 추가 노출

브랜드 파트너 등급별 이벤트 횟수 내에서 제공

2. 이벤트 소재

- 이벤트 기간에 추가적으로 이벤트 소재 1개도 함께 노출

- 같은 기간 1개의 이벤트 배너만 노출 가능

- 노출량 : 추가 노출량을 제공드리는 것이 아닌 등급별 노출량을 함께 사용

- 외부 링크로의 사용 제한되며, 브랜드파트너 사이트 내 이벤트 소재/랜딩으로만 게재 가능

※ 노출량 사용 예

- 기본 소재만 노출 시 : 기본 소재에 등급별 노출량 100% 적용

- 이벤트 소재 노출 시 : 기본 소재에 등급별 노출량 50% 적용 + 이벤트 소재에 등급별 노출량 50% 적용

* 해당 비율은 정확히 50%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 입니다.



1. 소재 교체 는 광고 소재 응대 시간 내 가능합니다.

- 광고 소재 응대 시간 : 10:00 ~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7:30 이후 교체 요청 건에 대해서는 업무일 기준 익일 처리 됩니다.

2. 광고 소재 응대 시간 외 소재 교체는 광고 소재 응대 시간 중 예약 세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3. 소재 제한 및 종료 조건

소재 교체 가이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교체가 제한되며 이벤트 만료 등으로 링크나

이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광고는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종료된 기간 노출량은 이월/보장 되지 않습니다.

4. T.I / Big T.I. 운영

T.I / Big T.I. 배너의 경우 계약 된 등급별로 포함된 일 수가 다르며, 

전 기간 돌아가는 배너가 아닌 만큼, 매월 초 원하시는 일정은

ad@inven.co.kr을 통해 부킹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면은 이월 및 기간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소재교체

기본소재는 월 1회 교체가 가능하며,이벤트 소재는 이벤트 별 1개의 소재 및

랜딩 세팅이 가능합니다.

6. 용량 크기 제한

- PC : 100kb 이내 / Mobile : 30kb 이내



채널명 배너이름 노출위치 배너사이즈 비고 기타

인벤 전 채널

상단 배너
웹진 메인,

커뮤니티 메인,
서브 페이지

728*90

패키지 별
광고 노출 상이함

서비스 광고 배너
(결과 리포트 제공)

ad@inven.co.kr 요청

오른쪽 배너 250*250

왼쪽 배너
커뮤니티 메인,

서브 페이지
200*200

모바일 메인 중단 배너
모바일 커뮤니티 메인,

서브 페이지
640*200

모바일 하단 박스 배너
모바일 커뮤니티 메인,

서브 페이지
300*250

IT인벤

IT인벤 게시판 상단 배너 IT인벤 게시판 800*100

IT인벤 게시판 뷰 페이지 배너 IT인벤 게시판 200*200

IT인벤

백스킨 IT인벤 메인 1920 x 880 ~ 1080 등급별 기간 참조

하우스 배너

it@inven.co.kr 요청
메인 페이지 배너 IT인벤 메인페이지 800*100 이벤트/콘텐츠 진행시

인벤 전 채널 이벤트 배너 전 페이지 우측 200*200 이벤트 진행시







비용 (월) \4,000,000 \3,500,000 \5,000,000 \4,500,000 \7,000,000 \5,000,000 \10,000,000 \7,000,000 \12,000,000 \10,000,000

랜딩 사이트 개설
(PC & MOBILE)

보도 기사

제품 리뷰 1 1 1 1 1 1 2 2

기획 기사 1 1 1 1 1 1

인터뷰 / 취재지원 1 1 1 1 1 1

이벤트
(이벤트 배너 지원 포함)

1 1 2 2 2 2 3 3 상시 상시

체험단 이벤트 1 1 1 1 1 1

게임커뮤니티 이벤트 1 1 2 2

IT 인벤 우측 스폰서 배너

IT 인벤 게시판 상단 배너

IT 인벤 게시판
뷰 페이지 배너

스트리밍/유튜브 모듈

IT 인벤 백스킨 3일 3일 5일 5일 7일 7일

인벤 서비스 광고 패키지 13,000,000 13,000,000 18,000,000 18,000,000 32,500,000 32,500,000 52,000,000 52,000,000 70,500,000 70,500,000

운영가능 브랜드 수 1개 1개 1개 1개 1개

✓ IT 인벤 모든 콘텐츠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IT 인벤 우측 스폰서 / 게시판 상단 / 게시물 배너는 제휴순서에 관계없이 됩니다

✓ 계산서는 매달 말에 일괄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 후 내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휴 파트너 사에 적합한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 실행

브랜드 & 제품 라인업 인지

Promote Proceed Purchase

브랜드파트너를 통해 지속적 노출

브랜드 인지도, 친화도 상승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구독이 구매로 연결

매출 상승!





이승태 (Flint)
Office +82-70-5029-0313
Cell +82-10-2071-9252
e-mail   Flint@inven.co.kr

사업실 실장

강민 (Ethaan)

Office +82-70-5029-0313
Cell +82-10-9316-5142
e-mail   Ethaan@inven.co.kr 

마켓사업팀 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