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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인미디어

2006년 3월(2021 기준 16년차기업)

씽유 : 대한민국대표 공모전사이트

캠퍼스플러스 : 학교에서 만나는대학문화매거진

공모전홍보및용역

대외활동(서포터즈/기자단 등) 모집및운영

프로모션 : 기업채용설명회 / 명사특강및토크콘서트 / 각종 BTL

플랫폼
(보유매체)

사업영역

설립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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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인투인미디어설립

월간지캠퍼스플러스창간

국내최초공모전연합동아리씽유탄생

삼성전자휴먼테크논문대상공모전 (~2013)

캠퍼스플러스학생기자단(~현재)

2007

씽유네이버카페오픈

한국3M, 현대약품, 고려은단대학가샘플링(~2011)

2008

씽유오픈

한국수력원자력채용설명회(~2010, 전국30개대학)

2010

씽유회원수 10만돌파

씽유서포터즈운영(~2020)

LG전자 X노트대학홍보행사(서울주요대학)

2012

씽유공모전사이트순위 1위(랭키닷컴 , ~2019)

씽유페이스북오픈

현대오일뱅크마케팅공모전(~2013) 및

10개대학학과설명회

씽유공모전대학순회특강(~2016)

2011

씽유홈페이지리뉴얼

삼성디스플레이채용설명회(~2013)

2013

한국항공협회항공문학상공모전(~2019)

강원랜드도박중독치유수기공모전

LH 광고공모전(~2017)

고용정보원학술대회공모전(~2017)

2014

삼성전자미래디스플레이공모전(~2015)

전국채용설명회(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CEO 토크콘서트(전국 6개대학)

오뚜기서포터즈(~2016)

2016

한수원대학생기자단&서포터즈(~2018)

NH투자증권광고공모전

경찰청사이버안전공모전(~2018)

2017

한국마사회공모전용역수행(~2018)

농협중앙회서포터즈(~2018)

코이카글짓기공모전

효성친환경아이디어공모전(~2019)

2018

씽유홈페이지리뉴얼

국립중앙과학관사진공모전

국민건강보험공단 SNS 콘텐츠공모전(~2019)

2019

LH한국토지주택공사대학생서포터즈

한국항공협회항공일자리서포터즈

한국고용정보원기자단

공정거래위원회웹툰공모전

2020

대한적십자사헌혈공모전

행정안전부논문공모전

수소경제서포터즈

재외동포문학상

경찰청사이버안전콘텐츠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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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수준의 공모전 사이트

 11만여명의 가입 회원 및 3만여명의 주간방문자

 공모전 사이트 중팔로워수 1위의 페이스북 운영

 2006년 3월창간 대학문화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ABC인증매체)

 주요 대학 및 커피전문점, 은행 등을 통한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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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대표공모전포털 2. 유저에게쉽고편리한 UI

3. 풍부한영타겟콘텐츠 4. 다양하고효과적인홍보툴

 국내 최대 공모전 포털 중하나

(2008년오픈 이후 지속성장)

 가입회원 총11만여명

평균방문자수 3만여명/주

활성화된 이용 현황

 콘텐츠 시인성 및유저의 정보검색에

용이한 인터페이스

 씽유의 유저들이 경쟁사와 비교하여

선택한 씽유의 강점 No.1

(회원대상 설문조사, n=1,086)

 정보전달(공모전, 대외활동 등) 외에도

대학문화, 연예, 취업 등 영타겟 대상의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작은 재미와 혜택을 유저들에게 제공

 메인배너, 인기공모전 등씽유의

주요 홍보영역에 광고상품 운영

 회원가입&수신허용 유저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

 무료 등록이 가능한 공모요강으로

누구나 공모전 홍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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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업체중 1위페이스북 ]

 국내최대검색포털에서의공모전 노출을위한블로그운영

 씽유의 주요 공모전 및 추천 공모전 소식을 홍보

 일반적인 공모전 소식과 함께 사용자가 보기 편한 큐레이션 형태의 정보까지

<Facebook 좋아요수 2020. 12.  기준>

씽유
4.5만

씽X
3.3만

위XX
0.5만

[ 네이버검색으로찾아지는공모전 ]

 공모전업계 1위페이스북보유 (좋아요 4.5만)

 페이스북 알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모전 소식을 전달

 공모전 정보의 확산/공유를 위한 작은 이벤트 진행

 공모전 정보 외에도 흥미성 콘텐츠 게재

 유저들과 지속적인 소통 창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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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0%
씽유의전체 방문중즐겨찾기를통한재방문비중

5,000건+
씽유에 1년간등록된전체 공모전수

(2020 씽유 등록 공모전수 기준)

약80%
전체공모전중정부기관, 공기업등공적기관 주최비중

확산
씽유에올려진공모전은유저들에 의해자발적으로확산

1. 씽유는다양하고수많은공모전이진행되는공모전전문사이트입니다

2. 씽유는공모전에관심있는유저들누구나즐겨찾는사이트입니다.

3. 씽유에는공기관주최의공모전이많아참여자들의신뢰도가높은사이트입니다.

4. 씽유를통한공모전홍보는성공적인공모전의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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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일 :

발행부수 :

주요타깃 :

발행면 :

판형 :

비치장소 :

2006년 3월

1만부(ABC인증매체)

트렌드에민감한대학생

112 ~ 136페이지

210 x 297mm

대학 : 수도권및주요지방대

커피전문점 : 달콤커피, 앤제리너스(일부매장)

그외 : 은행, 병원등주요시설

1. 

2. 

3. 

4. 

5. 

트렌드에민감한대학생맞춤기사작성

취업에도움되는기업정보

영타겟의흥미와관심을끌수있는주제중심의기사

프로모션및이벤트를통해실질적인혜택제공

라이징스타들의화보촬영및커버스토리제공

캠퍼스플러스 ‘스펙’ 캠퍼스플러스 ‘강점’

http://www.campl.co.kr/default.asp
http://www.campl.co.kr/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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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mpl.co.kr/default.asp
http://www.campl.co.kr/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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