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밴쿠버 광고는 더 널리 많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이밴쿠버를 운영하는 권민수 대표입니다. 저는 1998년 밴쿠버 한국일보 입사 이후 
근 20년간 밴쿠버 지역사회에서 기자로, 지난 8년간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
한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여러분께 효과적인 조이밴쿠버 광고를 소개합니다. 

많은 캐나다 한인이 이미 이용 중인 매체 

조이밴쿠버는 좋은 기사로 한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2018년 6월 기준 11만 
5226명으로, 조회 수는 48만1,376건 입니다.  

예비운영 1년...타사보다 많은 조회 수 기록  

알렉사 기준 캐나다 순위는 7월 2만3,000위로 
밴쿠버의 OO일보 웹사이트의 4만3,000위를 크
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터로 유명한 XX일
보의 2017년 7월 기사 이용자보다 약 30% 더 많
은 독자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이는 광고 

한인 언론사 유일의 반응형 구조로 모바일이나 
PC든, 어떤 화면 크기든 광고가 노출됩니다. 
2017년 이미 한인 언론 이용자 70%는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이용 중으로, 이들에게 보이지도 않
는 PC 화면용 광고에만 계속 투자하시겠습니까? 

최상의 위치, 적은 광고 

현재 9개, 최대 10개 광고가 고정 운영됩니다. 
광고는 눈길 위치에만 놓여 최상의 효과를 냅니
다. 또 업종별 최대 광고수를 제한할 계획입니
다.  경쟁업체보다 먼저 차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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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Vancouver.com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귀사에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반자 

광고주의 응원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디
어를 약속드립니다. 월 1~2회 애드버토리얼을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 광고 집행을 대행해 여러
분의 비즈니스에 더 많은 관심과 고객을 모으겠
습니다.  향후 조이밴쿠버는, 앞으로도 소수의 
프리미엄 광고주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모
바일 시대에 맞는 영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이밴쿠버에 문의는 여러분의 사업 성장과 높
은 수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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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기회의 창입니다. 
한인 언론사에 20년간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필요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
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면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기위한 창입니다. 조이밴쿠버는 광고주 여러분께 고객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열어, 사랑받는 매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배상 

연락처: (778) 984-5567 

이메일: ms@joyvancouver.com 

위치 가격/월 비고 코드

최상단 광고 C$800 항상 노출되는 대표광고 Advertisement1

우측 상단 광고 C$600 항상 노출되는 대표광고 Advertisement2

좌측 상단 광고 C$600 접속 시 항상 노출 Advertisement3

우측 박스 광고 1/4 C$400 날씨/특집 섹션 Advertisement4

우측 박스 광고 2/4 C$400 특집 섹션 Advertisement5

우측 박스 광고 3/4 C$400 특집-뉴스 섹션 Advertisement7

우측 박스 광고 4/4 C$400 뉴스 섹션 Advertisement8

배너형 광고 1/2 C$400 특집-뉴스 섹션 Advertisement6

배너형 광고 2/2 C$300 하단, 기능 섹션 Banner

광고 문의 및 상담 
문의 전화: 778-984-5567 

이메일: ad@joyvancouver.com 

조이밴쿠버는 뉴 미디어 기술을 보유하고, 각종 웹 제작과 
호스팅, 동영상 광고 제작, 카드형 광고 제작도 소정의 비

용으로 제공합니다. 

*장기 계약시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료는 선불제
로 연 1회 또는 매월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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