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RT
ADVERTISING INFORMATION
광고 안내
월간 「퍼블릭아트」 지면광고
퍼블릭아트 홈페이지 배너광고

ADVERTISING INFORMATION
광고 안내
신청 방법
- 전화, 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광고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광고 시안 접수 방법
웹하드 ID : artinpost PW : 12345 매월 광고 폴더
또는 pr@artinpost.co.kr 메일 접수
- 광고 시안 접수 마감일: 매월 20-24일

광고 사이즈
- 월간 「퍼블릭아트」 지면광고
230×275mm (사방여분 3mm 별도)
236×281mm (사방여분 3mm 포함-작업사이즈)
ai 파일 또는 pdf 파일 (ai파일 경우 아웃라인 필수)
- 퍼블릭아트 홈페이지 배너광고
대배너 PC : 1920*1234 Pixel, Mobile : 640*640 Pixel | 중배너 1920*700 Pixel | 소배너 384*288 Pixel

광고 계약 안내
구분

6개월

제공 내역

비고

광고비 10% 할인 (총 6회)
홈페이지 소배너 광고 무료제공

1년

광고비 15% 할인 + 1회 무료 광고 (총 13회)
홈페이지 중배너 광고 제공
SNS 홍보 게시글 제공

2년

광고비 20% 할인 + 2회 무료광고 (총 30회)
홈페이지 대배너 광고 제공
SNS 홍보 게시글 제공
지면 기획 기사 제공

광고계약 연장 시
추가혜택 제공

- 전체 광고 요금은 부가세 별도이며,
할인된 금액은 광고대행료,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SNS 홍보, 영상 제작, 애드버토리얼
관련 내용은 퍼블릭아트 홈페이지
Advertise 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4-9597~4
E: pr@artinpost.co.kr
H: www.artinpost.co.kr

AD RATE
광고료
월간 「퍼블릭아트」 지면광고

표4
(표지 후면外)

표2
(표지內 좌수)

내지 1p
(우수)

내지 128p
(좌수)

표3
(표지內 우수)

한영 목차 옆
(우수)

VAT별도
1회

3회
(5%) 할인

6회
(10%) 할인

12회
(15%) 할인

표4
(표지 후면外)

5,000,000 원

14,250,000 원

27,000,000 원

51,000,000 원

표2 (표지內 좌수)
표3 (표지內 우수)

3,000,000 원

8,550,000 원

16,200,000 원

30,600,000 원

내지 1p
(우수)

2,500,000 원

7,125,000 원

13,500,000 원

25,500,000 원

한영 목차 옆
(우수)

2,000,000 원

5,700,000 원

10,800,000 원

20,400,000 원

스텝 옆
(우수)

1,800,000 원

5,130,000 원

9,720,000 원

18,360,000 원

2-10p
(우수)

1,500,000 원

4,275,000 원

8,100,000 원

15,300,000 원

2-10p
(좌수)

1,400,000 원

3,990,000 원

7,560,000 원

14,280,000 원

11-20p(우수)
128p(좌수)

1,300,000 원

3,705,000 원

7,020,000 원

13,260,000 원

11-20p
(좌수)

1,200,000 원

3,420,000 원

6,480,000 원

12,240,000 원

20p 이후

1,000,000 원

2,850,000 원

5,400,000 원

10,200,000 원

구분

표지

내지

AD RATE
광고료
퍼블릭아트 홈페이지 배너광고
www.artinpost.co.kr

VAT별도
구분

1회

1개월 (10%) 할인

3개월 (15%) 할인

6개월 (20%) 할인

대배너

PC : 1920*1234 Pixel
Mobile : 640*640 Pixel

90,000 원

2,430,000 원

6,885,000 원

12,960,000 원

중배너

1920*700 Pixel

60,000 원

1,620,000 원

4,590,000 원

8,640,000 원

소배너

384*288 Pixel

30,000 원

810,000 원

2,295,000 원

4,32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