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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광고 분류 광고단가
한국일보 그룹 통합광고 

풀 커버 패키지 
(50% Off)

스탠다드 패키지 
40% Off

디지털 패키지 
40% Off

라디오 패키지  
20% Off

HankookTV

VOD

메인광고(셋탑Only) $2,000 

프리롤(Pre Roll), 사
전광고

$2,000 ○ ○ ○

기획광고 $2,000 

실시간

실시간채널광고 $1,500 

실시간기획광고 $2,000 

보이는 라디오 $1,000 ○

자막광고 $500 ○

웹/모바일 Display (배너) 광고 $2,000 

Koreatimes.
com

Display
970x250 / 
160x600

$5,250 ○ ○ ○

Display 300x250 $4,200 

Mobile App
Display Full + Bottom $6,000 ○ ○

Push Alram $1,000 

신문

6x15(Full), 주 1회, 월 4회 $5,754 ○ ○

6x7(Half) $2,688 

6x5(5단) $1,919 

H매거진
Full $1,180 ○

Half $630 

RadioSeoul
30 Sec, 1회/일, 30회/월 $250 ○ ○ ○

안내광고 $200 

한국일보 그룹 통합광고 단가/월 $10,000 $8,000+자막 $7,000 $1,500 

할인 전 금액
$10,202 

($20,404 - 50%)
$7,934.40 

($13,224 - 40%)
$7,650 

($12,750 - 40%)
$1,760 

($2,20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