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디자인계의 살아있는 역사’, 월간 <디자인>은 1976년 10월에 창간하여 올해로 46주년

을 맞이 하였습니다. 매월 디자인, 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관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각 업계 실무 디자이너, 전문 경영인, 기업 마케팅팀, 디자인팀 등 디자인에

관심이 높은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00호 발행을 기점으로

잡지의 장점과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단행본의 장점을 합친 책과 잡지의

중간 형태로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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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채널

채널별 Overview URL

웹사이트 월 페이지뷰 수 310,000 이상 mdesign.designhouse.co.kr

네이버포스트 팔로워 수 19,935 이상 m.post.naver.com/design_mag

카카오 월 사용자 수 15,000 이상 content.v.kakao.com/3405/contents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70,000 이상 www.instagram.com/monthlydesign



항목 기준금액 할인금액

애드버토리얼또는지면광고 1P + 온라인통합(인스타그램+웹사이트+네이버 포스트) 600만 원 500만 원

애드버토리얼또는지면광고 2P + 온라인통합(인스타그램+웹사이트+네이버 포스트) 900만 원 800만 원

애드버토리얼또는지면광고 1P + 인스타그램 500만 원 400만 원

애드버토리얼또는지면광고 2P + 인스타그램 800만 원 700만 원

애드버토리얼또는지면광고 4P 이상 + 온라인통합(인스타그램+웹사이트+네이버 포스트) 1500만 원 1200만 원

Package

항목 노출위치및구좌수 기준금액 비고

애드버토리얼기획기사 1P 300만 원 사진 촬영 및 지방 출장 별도 문의

애드버토리얼단신기사 1/2P 150만 원

지면광고

표지 3000만 원 내지 기사 4P 포함

표2/표2대면 각 1P 당 700만 원

1st DPS 1200만 원

2nd DPS 1000만 원

목차대면(single) 450만 원

내지(single) 300만 원

표3 / 표4 각 1P 당 별도 문의

E-DM 단독 E-DM 발송 100만 원 15,000 이상 온라인 회원 대상

웹배너

모바일 로드블럭 100만 원 주간 노출 기준

PC+모바일 메인 배너 80만 원 주간 노출 기준, CTR 제공 불가능

PC+모바일 중간 배너 50만 원 주간 노출 기준

PC 띠배너 50만 원 주간 노출 기준

SNS 인스타그램(업로드형) 200만 원

온라인통합

인스타그램+웹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업로드형)

300만 원

인스타그램+웹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콘텐츠 제작형)

400만 원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부스 참여 별도 문의

Advertisement

⁎ 별색 및 특수 지면 등 별도 문의



Web banner 

모바일로드블럭

① 320px × 100px

모바일Ⅰ메인 페이지

①, ②, ③중
노출 위치 선택
또는 전체 가능
모바일 전용

② 320px × 50px

모바일Ⅰ페이지 이동 시

PC+모바일메인배너

①-PC, ①-MO
동시 노출 ⁎ CTR 제공 불가능

③ 750px × 1125px
(전면) 

①-PC
506px 
×

506px

①-MO
506px 
×

506px

②-PC
506px × 180px

PC+모바일중간배너

②-PC, ②-MO
동시 노출

②-MO
506px × 180px

PC 띠배너

①
PC 전용

① 1024px × 130px

PCⅠ메인 페이지

모바일Ⅰ메인 페이지

PCⅠ메인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