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문고 컨텐츠 제작 & 마케팅 프로그램

ICMPICMP
(Integrated Contents Marketing Program)

교보문고 컨텐츠개발팀



Integrated Contents Marketing Program의 약자로

기존 단순 광고에서 벗어나 기사나 동영상 형태의 컨텐츠와 온/오프마케팅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 ICMP 란?

기사, 동영상 등
‘컨텐츠 제작’

온/오프
마케팅+ = ‘ICMP’

1. Only 교보문고!
- 업계 유일하게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 제휴 매체 홍보가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2. 접근성이 뛰어난 ‘영상’을 이용한 타겟 마케팅입니다
- 이미지텔링 기법의 영상으로 거부감 없고 젊은 층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3. OSMU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합니다
- 제작한 영상 컨텐츠를 자사의 블로그, 웹사이트, 기타 매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북트레일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별도의 비용 불필요)



2. ICMP 진행 Process

1. 책 선정 2. 인터뷰 or 북트레일러 동영상
or 강연회 선택

3. 홍보 & 마케팅

- 교보문고 컨텐츠개발팀이 제작하는 고품질의 PR 동영상 (HD) 및 기사

- 동아닷컴, 다음 ,우리은행 사이트 등의 온라인 제휴처와 우리은행,신한은행, 교보문고 광화문점, 
신논현역 키움, KT QOOK TV 등 다양한 오프라인 제휴처에 노출.

- 제작 된 영상은 타 매체 홍보용으로도 활용 가능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3. ICMP 상품 안내 – 북트레일러(Book Trailer)

북트레일러(BookTrailer) : 책(book)과 예고편(Trailer)의 합성어로 동영상으로 만든 책 예고편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베스트셀러의 새로운 공식으로 떠오름

-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신세대 및 소비계층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

EX) 북트레일러로 입소문이 나 베스트셀러가 됨(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 단순한 책 소개나 작가 인터뷰에서 벗어나 영화와 같은 완성도, CF같은 세련됨을 담아 발전 중

정유정-

7년의 밤

김태원-

우연에서
기적으로

기욤뮈소-

천사의 부름

허영만-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4. ICMP Price

상품명 제공되는 마케팅 프로그램 비용 노출기간 비고

ICMP-300(기본)

1. 교보문고 북뉴스 기사 작성
2. 영상 편집 후 광고주에게 제공(로고 삭제 제공가능)
3. 모바일 교보문고 모바일 사이트 노출
4. 북뉴스 자체 SNS 홍보(트위터 & 페이스북)
5. 온라인 (동아닷컴,우리은행 등) 제휴사 컨텐츠 홍보
6.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스마트지점’, 

등 제휴 매장 DP 노출
(7일, 일 10회 이상 노출)- 전국 약 2,000개 매장에

노출(노출 시기는 제휴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음)

300만원

지속
(오프라인 :1주)

•국민은행 : 
1 Month

온라인+모바일+
오프라인

1. ICMP-300 프로그램 기본 제공
2. 교보문고 강남점 북모닝CEO 전용 LCD 영상 주 48

지속
온라인+오프라인+
모바일+

*V.A.T별도

ICMP-400
2. 교보문고 강남점 북모닝CEO 전용 LCD 영상 주 48

회 이상
노출 및 전용 서가 서적 노출

400만원
지속

(오프라인 :1주)
모바일+
강남점 전용 서가
제공

ICMP-500

1. ICMP-400 프로그램 기본 제공
2. 교보문고 잡지 ‘사람과 책’ 지면 광고 노출

발행부수: 2만부 (1만부는 교보문고 북클럽 우수
회원, 
1만부는 전국 영업점 방문 고객상대 배포)

500만원

지속
(오프라인 :1주)
사람과 책:월 1

회

온라인+오프라인+
모바일+전용 서가
+
페이퍼 2종 지면광
고
(사람과 책은 매월
25일 전에만 가능)

ICMP -Special

1. ICMP-500 프로그램 기본 제공
2. 저자 강연회

� 북모닝 세미나 행사 홍보와 진행(300석 규모)
� 현장에서 도서 판매 진행 가능

500만원+
(강연회
비용

별도협의)

지속
(오프라인 :1주)

온라인+오프라인+
모바일+전용 서가

+
페이퍼 2종 지면광

고
+강연회



5. 세부 노출 매체

구분 매체명 형태 노출기간 비고

온라인
(공통)

북뉴스 사이트 기사+영상 1 week 1주 노출 후 메뉴에서 영구 노출

북모닝CEO 사이트 기사+영상 1 week 별도 협의 필요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 웰컴(메인) 기사+영상 1 week 북뉴스 전용 영역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 추천 페이지 기사+영상 1 week 국내도서/스페셜/추천도서

동아닷컴 BOOKNEWS 기사+영상 영구 동아닷컴/E-TV/BOOKNEWS

북뉴스 트위터,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오픈캐
스트

기사 OR 
기사+영상

영구
트위터: 19,363 / 페이스북: 4,013 

네이버 오픈캐스트 : 6,169

다음 TV팟 (교보문고 북뉴스) 기사+영상 영구 브랜드팟

네이버 TV캐스트 기사 +영상 영구 네이버 TV캐스트/ 교양 카테고리

오프라인

강남점 북모닝 CEO  전용 서가 및 LCD 기사+ 영상 1 week ICMP 400

신논현역 키움 DP 영상 1 month 내부 멀티비전(북뉴스 전용)

우리은행 전국 지점 영상 1 week 942개

신한은행 전국 지점 영상 1 week 970개

국민은행 스마트지점(여의도 IFC몰) 영상 1 week 북뉴스 전용 디스플레이

모바일
(공통)

모바일 교보문고 메인 기사+영상 1 week 1 week 후 영구 노출

북모닝CEO 앱 기사 +영상 1 week 1 week 후 영구 노출

애플 팟캐스트 기사+영상 영구 IOS

페이퍼
머니위크 라이프 섹션 지면 광고 1 week ICMP 500( 별도 협의 필요)

사람과 책 지면 광고 1 month 발행부수: 2만 매월 25일 마감



* Contacts

* ICMP 신청 및 문의

교보문고 컨텐츠개발팀

권민철 과장

(02) 3156-3812 / 010-5414-6730 / inmyroom@kyobobook.co.kr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01-1번지 교보문고 빌딩 B동 3층 컨텐츠개발팀

* ICMP 신청 및 문의

교보문고 컨텐츠개발팀

이석우 과장

(02) 3156-3813 / 010-4764-7847  belcanto@kyobobook.co.kr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01-1번지 교보문고 빌딩 B동 3층 컨텐츠개발팀



* Part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