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Internet Professionals Association 

 

문서번호 : WAK1801-AN0014 

수    신 : 인터넷서비스 관련 업체 홍보-마케팅 부서장 

참    조 : 기업(기관) 대표 

발    신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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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핚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수 웹사이트 및 스마트앱 평가 시상식인 ‘제14

회 웹어워드 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 2017’ 시상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우수 인터넷서비스

들의 구축기와 트렊드를 중심으로 웹코리아와 스마트앱 2018 연감(이하 ‘2018 연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2018 연감’은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 2017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웹사이트 및 스마트앱의 기획안과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우수 인터넷서비스들의 현재를 결

산, 미래를 전망하는 소중핚 기록물로서 매년 기업의 인터넷 실무담당자는 물롞 인터넷전문가들이 소

장가치가 높은 연갂갂행물로 손꼽고 있습니다. 본 연감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CEO 및 정부기관

의 대표자와 홍보부서를 비롯하여 관련 대학 학과교수 및 도서관, 관련 언롞매체 등 국내 각계 인터

넷전문가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대핚민국 인터넷역사의 산물이 될 ‘2018 연감’ 광고후원 참여를 통해 귀사(관)의 e-biz 사업 우

수성은 물롞 유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산업의 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핛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감발갂을 위핚 후원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단, 웹코리아 연감과 스마트앱 연감은 별도로 제작되며, 광고 참여시, 광고원고는 싞청

하싞 타입으로 연감 두 곳 모두에 게재됩니다.) 

- 다    음 - 

       

가. 요청내용 

① 2018 연감 기업 광고지면 참여: A ~ E 타입 중 선택 

*별첨. 2018 연감광고 후원 싞청서를 작성하싞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싞청ㆍ접수 

 

나. 문의: 핚국인터넷전문가협회 싞동철 부장 070-8672-6611 / donggreen@kipfa.or.kr 

  

※ 붙임: 1) 2018 연감발행 기획안 1부, 2) 2018 연감광고 유형별 상세안 1부. 

※ 별첨: 2018 연감광고 후원 싞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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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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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 연감 발행목적 

- 대핚민국 유무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 

    - 핚 해 동안의 인터넷 기술/디자인/마케팅/기획 등의 온라인 트렊드를 살펴보는 분석자료 

    - 대핚민국 최고 권위의 웹어워드 코리아 및 스마트앱어워드 시상식의 가치 증대 

- 우수핚 인터넷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위상과 인터넷전문 인력의 자긍심 고취 

 

나. 연감 소개 

    - 2018년 우수 인터넷서비스 및 스마트앱 수상작 소개 

    - 각 분야별 우수 인터넷서비스들의 구축사례 및 기술 트렊드를 통핚 인터넷 발전사례 소개 

    - 인터넷 트렊드 정보공유를 통핚 인터넷 산업의 현재와 미래전망 

 

다. 연감개요(공통) 

- 판형: 231mm X 281mm 

    - 인쇄: All Color (C.M.Y.K) 

    - 부수: 웹코리아 2018 연감(30,000부), 스마트앱 2018 연감(30,000부)  

    - 배포: ㆍ 유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앱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장 또는 책임자 

ㆍ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E-biz, 홍보 및 마케팅 부서 책임자  

ㆍ 관련 대학의 학과 사무실 및 교수, 도서관  

ㆍ 관련 언롞사 및 기자 

ㆍ 어워드 우수 평가위원단 및 회원사(인터넷서비스 기업) 

 

라. 수록내용(공통) 

    - 정부 및 인터넷 유관 단체장의 축사 및 발갂사 

    -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및 스마트앱어워드 2017 시상식 소개 

    - 분야별 각계 전문가 칼럼 수록 

    -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및 스마트앱어워드 2017 대상, 최우수상 수상작 소개 및 서비스 구 

축기 수록 

    - 2018 유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앱 트렊드 리포트 수록 

- 2018 HOT 및 글로벌 동향분석 수록 

- 인터넷 혁싞기업 소개(기업 디렉토리) 

    * 웹코리아 연감과 스마트앱 연감은 별도 제작되며,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광고후원 참여시 기대효과 

    - 국내 주요 인터넷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 및 핵심경쟁력 강화 

    - 기업의 혁싞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핚 비즈니스 기회제공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미래 지향적 기업으로의 기반조성 및 핵심 전문인력 유입 

2018 연감발행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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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 2018 연감 광고유형별 단가표 (광고 참여시, 웹코리아 및 스마트앱 연감에 모두 게재) 

 

○ 전면광고(목차 이전에 수록) 

 광고사이즈: 231mm*281mm(예정) 

타입 유형 단가(VAT 별도) 내용 총 광고지면 

독립 

이미지 

A형 800만원  표4 광고 각 1P(총 2P) 

B형 600만원  표지2 / 표지3 / 내지1중 택1 광고  각 1P(총 2P) 

C형 200만원  내지 스프레드(양면) 광고 각 2P(총 4P) 

D형 150만원  내지(우수) 광고 각 1P(총 2P) 

E형 100만원  내지(좌수) 광고 각 1P(총 2P) 

 

 

나. 광고후원 신청 방법 

  ○ 마  감 : 2018년 3월 5일(월 18:00까지) 

  ○ 이메일 : donggreen@kipfa.or.kr 로 원하는 지면 선택 후 메일로 싞청 

             ☞ 별첨1: 2018 연감광고 후원 신청서 참조 

  ○ 전  화 : 지면 선택 후 사무국 담당자에게 싞청 

  ○ 원  고 : 싞청접수 후 개별공지 및 제작가이드 안내 

  ○ 결  제 : 싞청접수 후 개별공지 및 계산서 발송 (결제방식 - 무통장 입금) 

 

다. 광고후원 문의 

  ○ 담당자 : 핚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 싞동철 부장 

  ○ 전  화 : 070-8672-6611 (F.02-874-8738) 

  ○ 이메일 : donggreen@kipfa.or.kr 

 

 

2018 연감광고 유형별 상세(안) 

mailto:donggreen@kip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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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8 연감 전면광고 유형별 상세내용 (웹코리아 및 스마트앱 연감 타입 동일) 

 ※ 후원혜택은 광고집행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 A형 광고후원 

구분 내    용 

광고지면  표4 (겉표지 뒷면) 

후원단가  8,000,000원 

후원내용  기업 브랜딩 광고(독립 이미지형) 

후원혜택 

- KIPFA 웹사이트 메인화면에 기업배너 제공 (1개월) 

- KIPFA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무료초대권 3인 (행사선택 사용가능) 

- KIPFA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등록대에 홍보 부스제공 

- KIPFA 뉴스레터 배너 무료게재 (2개월, 총 8회) 

- KIPFA 뉴스레터 프리미엄 구인배너 제공 (3개월) 

- KIPFA 뉴스레터에 대표자 칼럼 게재 (형식은 별도 안내)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 후원업체에 로고 및 기업명 소개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시 3권 제공 

광고후원 예시 

 

표4 겉표지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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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타입 광고후원        

   

구분 내   용 

광고지면  표지2 / 표지3 / 내지1 중 택1 

후원단가  6,000,000원 

후원내용  기업 브랜딩 광고(독립 이미지형) 

후원혜택 

- KFIPA 웹사이트 메인화면에 기업배너 제공 (1개월) 

- KIPFA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무료초대권 3인 (행사선택 사용가능) 

- KIPFA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등록대에 홍보부스 제공 

- KIPFA 뉴스레터 배너 무료게재 (2개월, 총 8회) 

- KIPFA 뉴스레터 프리미엄 구인배너 제공 (2개월) 

- KIPFA 뉴스레터에 대표자 칼럼 게재 (형식은 별도 안내)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 후원업체에 로고 및 기업명 소개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시 3권 제공 

광고후원 예시 

 

 

 

 

표2(좌) 겉표지(앞) 안쪽 지면 내지 1면(우) 겉표지 넘겨 내지 첫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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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타입 광고후원   

 

구분 내   용 

광고지면 내지 스프레드(양면) 광고 

후원단가 2,000,000 원 

후원내용  기업 브랜딩 광고(독립 이미지형)  

후원혜택 

- KIPFA 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무료초대권 3 인 (행사선택 사용가능) 

- KIPFA 뉴스레터 배너 무료게재 (1 개월, 총 2 회) 

- KIPFA 뉴스레터 프리미엄 구인배너 제공 (1 개월) 

- KIPFA 뉴스레터에 대표자 칼럼 게재 (형식은 별도 안내)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 후원업체에 로고 및 기업명 소개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시 3 권 제공 

광고후원 예시 

 

내지 스프레드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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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타입 광고후원 

 

구분 내   용 

광고지면  내지(우수) 광고  

후원단가  1,500,000 원 

후원내용  기업 브랜딩 광고 

후원혜택 

- KIPFA 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무료초대권 2 인 (행사선택 사용가능) 

- KIPFA 뉴스레터 배너 무료게재 (1 개월, 총 2 회) 

- KIPFA 뉴스레터 프리미엄 구인배너 제공 (1 개월) 

- KIPFA 뉴스레터에 대표자 칼럼 게재 (형식은 별도 안내)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 후원업체에 로고 및 기업명 소개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시 2 권 제공 

광고후원 예시 

 

내지 우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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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타입 광고후원 

   

구분 내  용 

광고지면  내지(좌수) 광고 

후원단가  1,000,000 원 

후원내용  기업 브랜딩 광고 

후원혜택 

- KIPFA주관 세미나/컨퍼런스 무료초대권 2인 (행사선택 사용가능)  

- KIPFA 뉴스레터 배너 무료게재 (1 개월, 총 2 회) 

- KIPFA 뉴스레터 프리미엄 구인배너 제공 (1 개월) 

- KIPFA 뉴스레터에 대표자 칼럼 게재 (형식은 별도 안내)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 후원업체에 로고 및 기업명 소개 

- 웹코리아 2018 연감 발갂시 2 권 제공 

광고후원 예시 

 

내지 좌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