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암(癌) 광고제안서

부제 - 암과 함께 하는 삶도 아름답다

▶발 행 처 월간 암(癌)

▶발행기관 암환자지원센터



Ⅰ. 기본 기획

1-1 월간 암 기획방향

전 문 성 ․암이라는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전달

다 양 성 ․현대의학,대체의학,한의학등 다양한 암치료방법

대 중 성 ․정보전달만이 아닌 암환자의 희노애락을 담아 공감유도

차 별 화 ․암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화,대중화 된 지식을 담음

1-2 월간 암 타겟설정
독자 설정

-50만 이상의 암환자와 그 가족

-업계 종사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Ⅱ. 제작 기획
2-1 제작방향

-월간 암(癌)은 암환자 지원센터(http://www.cpsc.or.kr)에서 제작되는 바, 암환자의 현실

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회원참여도가 높아 실질적이고 살아있

는 생생한 투병기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암에 관한 다양한 현대의학, 대체의학, 한의학 정보와 해외의 다양한 의학정보까지

망라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암투병기가 성공한 예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월간 암(癌)은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울고 웃는 삶의 애환을 심도 있게 담아내어 단순한 정보제공지에서 머물지

않고 투병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단편적인 암지식보다 읽기 쉽고 깊이 있는 투병방법, 암별 지식, 병원정보, 보조제

http://cpsc.or.kr


정보, 치료방법 등을 연재로 제공합니다.

2-2 CONTENTS의 특징
- 암환자들이 꼭 필독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현대의학, 대체의학, 의학정보, 음식정보 등

- 매월 특집기사를 통해 심도있고 깊이있게 암투병의 특정분야를 다룬다.

ISSUE 영역 확보
①월간 암(癌)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②신뢰를 주고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

③언론/매체로의 홍보

④인터넷을 통한 접근

Ⅳ. 광고의 기대효과

4-1 광고의 효과
▶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상승

본 잡지의 구독계층이 명확하고 잡지의 신뢰성이 높아 광고시 기업의 이미지나 제

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제품의 이미지메이킹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정확한 홍보로 인한 잠재 고객 확보

일반인과 암환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광고하는 경우과 비교해 본 잡지의 구독대

상은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에게 100% 내용이 전달되므로 예비고객을 창출해내기

에 뛰어납니다.

▶ 매출증대

정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기에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매가능성이 증대

되며 장기광고계약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고정적이고 확실한 이미지를 굳혀 나갈

수 있습니다.

4-2 장기광고의 혜택과 효과

▶ 6개월 이상 장기계약시 광고대금 10% DC 됩니다.



▶ 게재면수가 변동없습니다.

①장기광고계약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②장기광고시 기획기사 등을 통해 홍보의 기회를 넓혀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

니다.

Ⅴ. 광고비
5-1 월간 암(癌) 광고단가

(단위 :만원)

광고위치 규격 광고비 비고

표지2 국판 150 만원 / 1회 6개월계약시 10% DC

표지3 l 150 만원 / 1회 6개월계약시 20% DC

표지4 l 협의 후 결정

내지1쪽 l 150 만원 / 1회 6개월계약시 10% DC

내지 1 100 만원/ 1회 목차뒷면부터

내지 1 480 만원 / 7회
6개월선결재시

1개월 무료 총7회(추천)
보도자료

게시
1 100 만원/2쪽 1회 기업,협회나 단체의 공고문

인터넷 기사 1 20 만원/1회
보도자료나 기사를

인터넷 뉴스로 게재
부가세 별도

※ 담당자: 고동탄 031-907-2261 / 010-3476-1606



월간암 온라인 광고

월간암(癌)은 광고주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역별 광고 사이즈

- 배너 광고 제작은 광고주가 합니다.

- 배너 검토 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되는 문구에 대

해서도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역 사이즈(픽셀) 노출빈도 가격(월) 기간(월) 합계

①상단 중앙 900×82 랜덤 40만 1개월 40 만원

②상단 우측 190×55 랜덤 40만 6개월 240 만원

③우측 여백 240×110 고정 40만 6개월 240 만원

④좌측 하단 90×90 고정 10만 6개월 60 만원

⑤팝업창 300×400 고정 120만 1개월 120 만원

⑥기사스폰서링

크

제목 10자 이내

설명 6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고정 20만 6개월 120 만원

※ 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배너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