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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월간 씨이오앤·  

•발  행  처 (주)시이오파트너스 

•발  행  인 손홍락  

•판         형 국배판(218 x 288mm)    

•발행부수 1만 5천부

•포지셔닝  CEO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혁신적 성공스토리와 폭넓은 경영정보,  

다양한 브랜드 등을 제안하는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지침서

•타         깃 CEO, CTO, CFO 등 기업 C-레벨 계층 

 공공기관장, 협회장, 단체장 / 문화예술 등 비즈니스 오피니언 리더  

 벤처, 이노비즈 성향의 스타트업 CEO   

 CEO를 희망하는 젊고 역동적인 30~40대 직장인

•광고 및 편집 문의  press@ceopartners.co.kr  t.02.2253.1114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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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 Community

· 창간 10년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국내 대표 CEO 1,000여 명 인터뷰

· 기업 회장, 대표이사 임원실, 경제단체, 주요 조찬회 및 주요 골프장 직접 배포로 

‘C-Level’과의 direct 접근 

국내외 경영계 높은 인지도

·  CEO& 비자트 포럼 회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발행되는 기사 및  

아이템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가능

·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부터의 반응 확인 가능 

기업 및 상품, 서비스에 Research 피드백

기업 CEO 및 임원대상 진행 프로그램

· CEO& 비자트 산악회, 요트 행사, CEO& 비자트 아카데미, 오찬 진행, 골프대회

기업 및 상품 주요 타깃 이벤트, 프로모션

·  실제 구매가능 계층 모객을 통한 직접적인 판촉활동 가능, 현장 계약 및 구매사례 다수

    ex) 가평아난티클럽 회원권 분양 등

· 요트, 포르쉐, 벤츠 등 고급 수입 자동차, 명품시계 계약 다수

출판 및 사보 제작 사업

·  한국CEO대탐험 시리즈 출간, 

한국필립모리스 사외보,  

현대요트 사보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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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 ‘말테 100주년’ 

기념행사 후원

2012.12

2010.7~2017.12
월간 씨이오앤 문화행사, 송년자선음악회 진행

2019.10
월간 씨이오앤 10주년 기념 리셉션 

2014~2018
2013 <CEO가 선정하는 브랜드 선호도> 조사

Superbrands Korea 공식미디어  

파트너사 선정

2019. 6
제3회 CEO& 비자트 골프대회 개최

2013.1
힐튼 HHonors 클럽과 업무제휴

2013.5
후원 페르노리카코리아 단행본 <CEO대탐험3> 

출판기념회·CEO& 비자트 창립 포럼 개최
2012.12~8년 연속
2012 대한민국 좋은기업 컨퍼런스, 

조선일보와 공동후원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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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전 세계 31개 국제공항 
대한항공 VIP라운지에 비치되는 
글로벌 미디어! 

  주요 배포처  

· 6,800부 고정 배포(국내), 국제공항 대한항공 VIP라운지 및 면세점(해외)

·  국내 2000대 기업 회장, 사장, 임원실 및 자택•금융권 PB센터,  

전국 골프장, 특급호텔 라운지 및 피트니스센터

· 매월 CEO 조찬행사에 단독 비치

·  KSA(한국표준협회), KMI(강남경제인포럼), KHDI(한국인간개발연구원),  

동반성장포럼, 백강포럼,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한국마케팅협회 등

미주 JFK(존F케네디-뉴욕), LAX(로스엔젤레스-로스엔젤레스), ORD(오헤어-시카고)

유럽
LHR(히드로-런던), FRA(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FCO(레오나르도 다 빈치-로마),  

MXP( 말펜사-밀라노), AMS(스키폴-암스테르담), CDG(샤를 드 골-파리)

일본 FUK(후쿠오카-후쿠오카), KIX(간사이-오사카), NGO(중부-나고야), NRT(나리타-도쿄)

중국
HKG(홍콩-홍콩), XIY(시안 셴양-시안 셴양), CGO(정저우-정저우), SHE(선양 타오시안-선양), 

WUH(우한 천하-우한)

동남아
BKK(수완나품-방콕), BOM(차트라파티 시바지-뭄바이), CGK(수카르노 하타-자카르타),  

DPS(웅우랄라이-덴파사르 발리), HAN(노이바이-하노이), HKT(푸켓-푸켓), SIN(창이-싱가포르)

대양주/괌 GUM(A.B.Won Pat-괌), SYD(킹즈퍼드 스미스-시드니), ROR(아이라이-코로르)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VVO(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토크), TAS(타슈켄트-타슈켄트)

중동/아프리카 TLV(벤 구리온-텔아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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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전세계 31개 국제공항의 대한항공 VIP라운지에 비치됩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독일 프랑크푸르트베를린 테겔

미국 로스엔젤레스

괌공항

미국 괌 미국시카고오헤어

말펜사공항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로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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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간사이 공항

일본 간사이일본 나리타 중국 정저우 중국 선양

일본 나고야 중국 우한 인도네시아 발리

홍콩일본 후쿠오카 태국 방콕 수안나폼인도네시아 웅우라라이

전세계 31개 국제공항의 대한항공 VIP라운지에 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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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이태리 밀라노차트라파티코로르

벤구리온수카르노하타 태국 푸켓 

안드라 프라데시타슈켄트

말펜사공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싱가포르 창이

전세계 31개 국제공항의 대한항공 VIP라운지에 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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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 전세계 VIP공항라운지에서 보내온 CEO들의 인증샷

전세계 31개 국제공항의 대한항공 VIP라운지에 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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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한국 사회, 문화, 경제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EO들을 직접 대면 인터뷰해 경영철학, 기업이슈, 사업방향, 관심사 등을 독자들에 전달한다.

CEO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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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월례 조찬회(한국표준협회, 인간개발연구원, 한국마케팅협회, 강남경제인포럼 등)  •CEO& 비자트 포럼 정기 오찬·디너 및 골프, 등산, 요트 등

CEO  
Network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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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ifestyle

Contents

• 패션, 시계, 자동차, 레스토랑, 공연, 관광, 주류 브랜드 등 소개  •CSR 메세나 활동 소개  •기타 Advertorial



월간 씨이오앤·

13 | 25

Target Audience Analysis

타깃 독자 분석표

•매월 15,000부 발행

• 월간 독자 및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회원 80% 이상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국내 3,000대 기업 회장,  

대표, 임원 등 C-레벨로 구성

  (C-레벨 분석 :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매력 및 최신 이슈와 정보에 대한 

높은 니즈 보유)

• 명확한 소구 계층을 보유한  

매체 차별성 보장

기타 5%

20대 5%

40%

25% 25%
연령별

50대
30대

40대

지역별

55%

15%
경기

서울

경상 

9%

호남 8%

충청 

8%

강원/제주 

5%

연령대별 독자 분포

적극적인 소비 경향과 강력한 구매 결정권이 있는 30~50대 남녀가 

독자층 연령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확실한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지역별 독자 분포

트렌드와 이슈의 중심지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독자

의 70%가 분포해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적 아젠다를 선도

하는 핵심 독자층이 많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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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위별

최고경영자

12%
임원

회사원 

8%

기타 

10%

70%

Target Audience Analysis

소득별
(연)

36%
40%

1억 2천~ 
2억 4천만원

2억 4천~
3억 6천만원

1억원 이하 

9%

직업 및 지위별 독자 분포

CEO 대상의 라이프스타일 경영매거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최고경

영자가 70%, 임원급을 포함하면 80% 이상의 오피니언 리더가 독자층을 형성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구독 중입니다.

소득별 독자 분포 

30~50대가 주요 독자인 만큼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독자

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동적인 의사에 따라 

활발한 소비문화를 향유하는 독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3억 6천만원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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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포털에 데일리 뉴스 릴리즈

월간 씨이오앤· 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 인터넷 포털의 확산력

상시 릴리즈되는 온라인 버전 [월간 CEO&] 데일리 뉴스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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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Marketing

•네이버 공식 블로그, 네이버 공식 포스트로 선정

•블로그 월 조회수 5만 회 이상

•포스트 팔로워 3,000명 이상

•CEO Network를 통한 Micro Targeting

   실 유입수 < 노출효과

검색포털 1위 네이버 공식 블로그 & 공식 포스트 CEO 네트워크의 중심, 월간 씨이오앤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공식 블로그, 공식 포스트 /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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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PC)

우측 

메인배너

하단 

메인배너

기사 

상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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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Mobile)

메인 

하단배너
메인배너

기사 

상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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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Digital Signage)

월간 씨이오앤이 제안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솔루션 패키지

AUTO PLAZA 영상광고송출 디스플레이

총 1400곳 서비스센터의 방문고객들을 타깃팅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디지털 사이니지 

수도권 24점 122대에 디스플레이 광고 

청담동,압구정동 뷰티살롱 27개 매장 470대에 

디스플레이 광고송출 

기아오토큐 800개소

르노삼성 300개소

GM 3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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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PPL

SBS
일일 드라마 
수상한 장모 
99회 
2019.10.07 
방영분

SBS
일일 드라마 
수상한 장모 
99회 
2019.10.07 
방영분

SBS
수목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 
9회 
2019.10.24 
방영분

MBC
일일 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 60 회 
2019.10.07 
방영분

인기 드라마 노출 통한 매체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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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Rate Card

지면구분 PAGE DPS SP  –POSITION AD RATE(원) 비  고

표지 1 O  Front Cover 15,000,000 
DPS_Double Page Spread 

(양면페이지/2p)

표2 | 표2대면 2 O  1st DPS 12,000,000 SP_Single Page (단면페이지/1p)

내지 2번째 양면 페이지 2 O  2nd DPS 10,000,000 

내지 3번째 양면 페이지 2 O  3rd DPS 8,000,000 

내지 4번째 양면 페이지 2 O  4th DPS 7,000,000 

목차 3 O  Table of Content 5,000,000 

판권 1 O  Mast Head 5,000,000 

0.5 O  Mast Head_Vertical Ad 2,000,000 

발행인편지 1 O  Letter 4,500,000 

칼럼 1 O  Column 

4,000,000 
에세이 1 O  Essay 

메시지 1 O  Message 

아이템 5 O  Item 

일반기사 대면 1 O  Single Page Facing Article 3,000,000 

기사성 광고 2 O  Advertorial 3,000,000 

표3 | 표3 대면 2 O  Inside Back Cover DPS 7,000,000 

표3 1 O  Inside Back Cover Single Page 4,000,000 

표4 1 O  Outside Back Cover 15,000,000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프린트미디어 
광고단가표

월간 씨이오앤· 의 광고는  

품격있는 전세계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합니다.  

지면광고에 모바일과 블로그 광고를 패키지로  

결합한 마케팅 풀 패키지는 월간 씨이오앤· 

 만의 특화된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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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배 너 단 가 사 양 랜딩페이지 비 고

BANNER

A Top Banner  3,000,000 600px x 300px

1개월 기준
B Middle Banner  2,600,000 600px x 300px

C Middle Banner  2,600,000 600px x 300px

D Bottom Banner  2,600,000 600px x 300px

POST
A 1회 포스팅  400,000 

B 4회 포스팅 패키지  1,600,000 

BLOG
A 1회 포스팅  400,000 

B 4회 포스팅 패키지  1,600,000 

(단위 : 원, 부가세별도)

디지털광고 광고단가표

Advertisement Rate Card

• 1개월 게재기준 단가 

색도 Color 올컬러, All Color C.M.Y.K

인쇄 Printing 오프셋 인쇄, Off set Printing

편집페이지 Editorial 평균 130페이지 - 기사100p + 광고30p

기사 마감 Editorial Deadline 매달 15일, 15th of each month 온라인 뉴스, 데일리 포스팅 가능

광고 마감 Advertisement Deadline 매달 18일, 18th of each month

발행부수 Circulation 1만 5천부 / 15,000 Copies/Month

발행일 Publishing Date 매달 25일, 25th of each month

발행인 Publisher 손홍락, Son Hong Lag

발행사 Publishing Company 씨이오파트너스, CEO Partners

제작사양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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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Rate Card

광고문의 Ad Inquiry

T. 82(0)2-2253-1114    F. 82(0)2-2232-0277
조운희 상무                        M. 82(0)10-3739-2319    E-mail. good@ceopartners.co.kr        

편집문의 Editorial Inquiry

T. 82(0)2-2253-1114    F. 82(0)2-2232-0277
손홍락 편집국장                  M. 82(0)10-4215-0825    E-mail. true@ceopartners.co.kr    

주소 Address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KCC IT 빌딩 5층 (주)시이오파트너스

판형 Size of Magazine  

단면/1page 

정사이즈 

Trimming Size

218 X 288 mm

재단여유선 포함 

Full Page 
(Including Bleed line)

224 X 294 mm

양면/2Page 436 X 288 mm 442 X 294 mm

세로형 1/2Page 109 X 288 mm 115 X 294 mm

가로형 1/2 page 218 X 144 mm 224 X 150 mm

재단여유선 상하좌우 각3mm추가 Add 3mm Up,Down,Left,Right

해상도 300 DPI (Dot Per Inch), 인쇄용 데이터는 해상도 300 DPI 유지해주십시오 

파일형태 File Format 인쇄용 AI (Adobe Illust File)  어도비일러스트 파일 1개, 확인용 PDF (Portable Document File) 피디에프파일 1개, 총2개를 올려주십시오.

웹하드 안내 (ID /Pass Word) (ID) ceopt  (PW) 1220   

데이터 저장 경로 게스트폴더 / 올리기전용 / 광고폴더 /폴더생성 후 데이터 저장바랍니다.

홈페이지 Homepage www.ceopartners.co.kr 디지털매거진 Digital Magazine Srook.co.kr

네이버,다음 검색 제휴 서비스 naver.com / daum.net 포스트 Post www.post.naver.com/shl3631   

블로그 Blog www.blog.naver.com/shl3631   페이스북 Facebook www.facebook.com/ceoand 

인스타그램 Instagram www.insta.com/ceoand        밴드 Band www.band.com   

유튜브 youtube www.youtube.com

제작사양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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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월간 씨이오앤· 은 최신 경영 정보 및  

이슈를 제공하고, CEO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매거진입니다.  

월간 씨이오앤· 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공식포스트 발행 등  

꾸준한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뉴스검색을 통해  

월간 씨이오앤· 과  데일리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와 에서도 

월간 씨이오앤· 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색월간 CEO&

월간 CEO&

·홈페이지 www.ceopartners.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eoand  

·블  로  그 www.blog.naver.com/shl3631  

·포  스  트 www.post.naver.com/shl3631

·스       룩 www.srook.net (검색창에 월간 CEO& 입력)

News Search



Thank you

월간 씨이오앤 | (주)CEO파트너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갈월동) KCC IT빌딩 5층  t.02.2253.1114 www.ceopartn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