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연락처 (hanu@nacpress.com / 050-5508-5058 / 한 우영)
(일반 웹페이지 Ver)
언론 매체 특성
■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및 지역 뉴스의 리더
▹대중 엔터테인먼트, 문화 및 공연, IT와 스포츠 e스포츠뿐만 아니라 지역 등의 특정분야에 전문섹션 구성과 심도 있는
뉴스 전달
▹IT시대를 대응하는 사용자 및 독자를 위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직장인 독자를 위해 기업문화 신바람 일터, 부동산 재테크 기획 등 차별화된 정보 제공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극대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등을 통해 네티즌과의 커뮤니케이션 지향
사용자 분석 및 광고주
■ 사용자 분석
▹10대 부터 50대의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야를 사람들로 뉴스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계층
■ 광고주 분석
▹인터넷 쇼핑몰, 금융업, IT분야 등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병행하는 업종
NAC미디어 ( NACPRESS.COM ) 주요 광고 상품 및 단가 (2011 / 04 / 01 Ver)
광고 상품명

게재 위치

최상단 우측 배너 ① 전체 화면

광고 형태

광고규격

단가

노출형 (일반형/애니메이션형)
/ 기간 고정형

234*60
(고정)

20만원 / 1개월

레이어 左배너

② 전체 화면

노출형 (일반형/애니메이션형)
/ 기간 고정형

80*80
(조정가능)

30만원/ 1개월

레이어 右배너

③ 전체 화면

노출형 (일반형/애니메이션형)
/ 기간 고정형

200*90
(조정가능)

45만원 / 1개월

우측 상단 사각 ④ 메인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
/기간 고정형

250*380
(內 조정가능)

10만원 / 1개월

중앙 중간 사각 ⑤ 메인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
/ 기간 고정형

480*
(480內 조정가능)

9만원 / 1개월

중앙 하단 사각 ⑥ 메인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
/ 기간 고정형

480*
(480內 조정가능)

8만원 / 1개월

중앙 상단 가로 ⑦ 기사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세로확장)
/ 기간 고정형

740*
(740內 조정가능)

30만원 / 1개월

좌측 하단 사각 ⑧ 기사 화면

노출형(일반형/링크형/쇼핑몰)
/ 기간 고정형

340*240

25만원 / 1개월

우측 하단 사각 ⑨ 기사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동영상)
/ 기간 고정형

340*240

20만원 / 1개월

중앙 하단 가로 ⑩ 기사 화면

노출형(일반형/애니메이션형/세로확장)
/ 기간 고정형

740*
(740內 조정가능)

20만원 / 1개월

준비중

준비중

준비중

로그인 사각

로그인 화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메인 화면 1

① 최상단 우측 배너 (기사 페이지를 포함 / 전 페이지 노출)
② 레이어 左배너 (레이어 방식으로 기사 페이지를 포함 / 전 페이지 스크롤 지원 노출)
③ 레이어 右배너 (레이어 방식으로 기사 페이지를 포함 / 전 페이지 스크롤 지원 노출)
④ 우측 상단 사각 (메인페이지 첫 화면에만 노출)
⑤ 중앙 중간 사각 (메인페이지 첫 화면에만 노출)

메인 화면 2

⑥ 중앙 하단 사각 (메인페이지 첫 화면에만 노출)
기사 화면 1

⑦ 중앙 상단 가로 (뉴스 기사 제목 상단 위치 / 뉴스 기사 전 페이지 노출)

기사 화면 2

⑧ 좌측 하단 사각 (뉴스 기사 하단 좌측 위치 / 뉴스 기사 전 페이지 노출)
⑨ 우측 하단 사각 (뉴스 기사 하단 우측 위치 / 뉴스 기사 전 페이지 노출)
기사화면 3

⑩ 중앙 하단 가로 (뉴스 기사 하단 위치 / 뉴스 기사 전 페이지 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