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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동아닷컴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론지, 동아일보 동아미디어그룹의

디지털 창(窓)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아우르는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공간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 온라인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 매체인 광화문, 서대문,

명동 전광판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높은 광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매체 소개

동아닷컴은 오프라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30~60대 남녀가 주 구독층이며,

전문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저널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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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방문자 연령대

18-24세 25-34세 35-44세 44-54세 55-64세 65세 이상

단위(%)



운영 매체 소개

민족 신문 동아일보

정치 및 사회, 경제 등 심도 깊은 분석기사를 제공하는 월간 신동아 주간 시사 전문 잡지인

주간 동아, 여성 대상의 전문 고품격 월간지 여성 동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분리한 고품격 스포츠 일간지

경제, 부동산, 자동차, IT, 헬스 등 다양한 경제 관련 분야의 최신 기사를 제공하는

경제 전문 채널

메이저리그, 한국 야구 소식 및 뉴스 제공, 갤러리, 칼럼, 동영상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야구 커뮤니티

8개 방송사의 최신, 인기 프로그램을 큐레이션 해주는 TV 캐스트 서비스



트래픽 분석

동아닷컴은 월 방문자 수 1,230만, 월 페이지 뷰 6,000만의 국내 최상위 저널 사이트 입니다.

PC

월 방문자 약 330만 명

월 평균 페이지뷰 약 1,900만 뷰

MOBILE

월 방문자 약 900만 명

월 평균 페이지뷰 약 4,100만 뷰

*출처 : 구글 애널리틱스 2022년 7월 기준



광고 영역 – PC 메인

NO 상품명 사이즈 CPM 단가 파일 형태

1 우측 여백 배너 120*400 1주 1,000만원 GIF/JPG

2 우측 박스 배너 1 300*250 3,500 GIF/JPG

3 우측 박스 배너 2 300*250 3,500 GIF/JPG

4 메인 띠 배너 300*100 고정 상품 GIF/JPG

5 가로 배너 728*90 3,000 GI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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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상품명 사이즈 CPM 단가 파일 형태

1 고정 배너 150*125 1주 500만원 GIF/JPG

2 박스 배너(메인 2번) 300*250 3,500 GIF/JPG

3 박스 배너(메인 2번) 300*250 3,500 GIF/JPG

4 가로 빅 배너 970*250 4,000 GIF/JPG

광고 영역 – PC 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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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 – MOBILE

NO 상품명 사이즈 CPM 단가 파일 형태

1 기사 본문 박스 배너 300*250 4,500 GI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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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안

500만원 예산 안

500만
원 / 월

구분 Section Size Impression CPM Market Cost Budget Type Period

Display
AD

(배너광고)

메인+기사 가로배너 728*90 900,000 3,000 2,700,000

5,000,000

img/gif 기간 내

메인+기사박스 300*250 900,000 3,500 3,150,000 img/gif 기간 내

합계 1,800,000 5,850,000

1,000만원 예산 안

1,000만
원 / 월

구분 Section Size Impression CPM Market Cost Budget Type Perion

Display
AD

(배너광고)

메인 우측 여백 120*400 - - 10,000,000

10,000,000

img/gif 1주 고정

메인+기사박스 300*250 1,000,000 3,500 3,500,000 img/gif 기간 내

메인 가로배너 728*90 1,000,000 3,000 3,000,000 img/gif 기간 내

합계
2,000,000

+ 메인 여백 1주 고정
16,500,000



AD 마케팅팀

이학현 과장
TEL. 02 360-0316

PHONE. 010 8866-1866 E-MAIL. golram85@donga.com

반보경 대리

TEL. 02 360-0324

PHONE. 010 7307-3926 E-MAIL. roadlamp11@donga.com

김희조 사원
TEL. 02 360-0405

PHONE. 010 2755-2863 E-MAIL. hee26@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