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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홍보 프로모션 세트

전시 홍보 프로모션 세트

BASIC SET

A

T
BES

세트�상품에는�모두�할인가가�적용되어�있습니다.

APP 푸시

�회

���,���원
(VAT 별도)

BASIC SET

B

���,���원
(VAT 별도)

가격과�효과를�모두�고려한�통합�세트�상품입니다.

APP 배너

+

APP 푸시

SNS 단순이미지�게시

�회

�일

+

�회

APP 팝업

+

�일

전시 홍보 프로모션 세트

PREMIUM SET
���,���원

C

가격과�효과를�모두�고려한�통합�세트�상품입니다.
세트�상품에는�모두�할인가가�적용되어�있습니다.

�회

(VAT 별도)

PREMIUM SET
�,���,���원
(VAT 별도)

D

APP 푸시

SNS 단순이미지�게시

+

+

SNS 전시소개�콘텐츠

Web / APP 통합�배너�세트

�주

�회

+

�회

APP 배너

+

�일

앱�푸시

�회

블로그�포스팅

�회

+

블로그�포스팅

앱�팝업

+

�일

+

�회

연간 결제 안내

BASIC SET

B

or

PREMIUM SET

C

두�가지�세트�중�하나를�선택해 �회 이상�연간�결제하시면

��% 할인된�가격으로�진행됩니다.

이외�아트페어�등의�미술�관련�행사의�경우

biz@art-map.co.kr 로�문의�주시면�별도의�프로모션�세트를�기획해드립니다.

Chapter ��

개별 상품 안내

�. Web / APP 광고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볼드체는�할인�적용된�금액

배너�사이즈 (��� x ��� px)
배너�사이즈 (���� x ��� px)

Web 메인�롤링�배너
�일

��,���원

* 별도의�요청이�없을�경우�기본�포맷�디자인으로�제작되며,
기본�포맷�이외의�디자인을�요청할�시�비용이�추가됩니다.

APP 메인�롤링�배너
�일

��,���원

Web / APP 통합�배너
�일

��,���원

�. Web / APP 광고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볼드체는�할인�적용된�금액

팝업�사이즈 (��� x ��� px)

가로 ��� px 기준으로�비율�조정�가능

휘�휘�수프를�저어 | 공간형

휘�휘�수프를�저어 | 공간형

��.��.�� - ��.��.��

Web 메인�팝업
�일

��,���원

��.��.�� - ��.��.��

APP 메인�팝업
�일

��,���원

Web / APP 통합�팝업
�일

��,���원

�. Web / APP 광고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배너�사이즈 ( ��� x ��� px)
아트맵�추천�전시

APP 푸시알림
�회

���,���원

Web 메인�표출�전시
�일

��,���원

Web 공고�배너 (공고�전용)
�일

��,���원

�. Web / APP 광고

Web 공고�상단�노출
�주

��,���원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Web 큐레이터�픽�메인�배너
�주

��,���원

Web 이번�주�추천�갤러리
�주

��,���원

�. SNS 광고

인스타그램�콘텐츠는�하루 �회�이하로�게시되고�있습니다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게시 채널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게시 채널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단순이미지�게시

전시소개�콘텐츠

추천코스�콘텐츠

전시 전경 및 작품 이미지를 전달받아,

전시 서문 등의 텍스트를 소재로

해당 전시를 메인으로 한

아트맵 인스타그램에 게시합니다.

전시소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회 ���,���원

캡션 및 출처 표기만 완료한 뒤

�회 ���,���원

깔끔하고 세련된 형태의

�회 ���,���원

갤러리 투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합니다.
높은 실방문율을 보이는 콘텐츠입니다.

�. SNS 광고

인스타그램�콘텐츠는�하루 �회�이하로�게시되고�있습니다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게시 채널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초대권�이벤트

�회 ���,���원

제공받은 티켓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높은 참여도와 방문율을 보이는 콘텐츠입니다.
* 세트 상품 선택 시에만 티켓바터로 진행 가능합니다.
* 지류 티켓의 경우 발송 비용이 추가됩니다.

* 이벤트 참여는 인스타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사�소개

�회 ���,���원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의

대형 행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행사�리뷰

�회 ���,���원

아트맵 콘텐츠 에디터가
직접 행사를 방문한 후

리뷰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 출입증 제공 필수

�. SNS 광고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게시 채널 | 카카오채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메시지 발송

카카오푸시 <이�달의�추천�전시>

카카오푸시�일반�발송

매월 진행하는 전시 추천 콘텐츠입니다.

전시회, 아트페어, 공모, 갤러리 등

�회 ���,���원

�개 전시가 발송되며, ���% 도달을 보장합니다.
* 월 초에 발송되는 정기 콘텐츠로,

전시 시기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 ���,���원

다양한 분야의 홍보가 가능하며

팔로워들에게 ���% 도달을 보장합니다.
* 발송인원에 따라 비용이 변화합니다.

해당 시기 사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SNS 광고

명시된�금액에 VAT 별도�추가
게시 채널 | 네이버 포스트, 브런치, 아트맵 Web 큐레이터 픽

네이버�블로그�포스팅
�회 ��,���원

작가의 작업관, 작가 노트, 평론 등

보다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상위에 랭크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트맵�뉴스레터

단독�아티클 ��,���원
추천전시 �개 ��,���원

�주에 �번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단독 아티클, 추천전시(�개 삽입)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포스트�칼럼 (아트디렉터�작성)
비용�협의

아트맵 아트 디렉터가 직접 방문해
미술 평론을 작성하고,

네이버 포스트/브런치/아트맵 큐레이터 카테고리
�개 채널에 게시합니다.

�. 엘리베이터 TV 광고

별도�상담�후�진행
매체 | 서울생활권 오피스 엘리베이터 TV
포스트�코로나�시대에�대응하여�대중�생활권에�직접�노출되는

����.��.��(Fri) - ��.��(Sun)
COEX HALL A & B

문화콘텐츠�스팟�광고�상품을�새로이�개시하였습니다.

본�상품은�서울�생활권(서울�및�서울�중심�상업지구로�출 · 퇴근이�가능한�서울 · 경기�지역)
오피스�엘리베이터 TV에�직접�광고를�송출합니다.

시장점유율 ��.�%인 (주)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의�제휴를�통해

서울�생활권�오피스�직장인 ���� 세대 ��만여�명에게�노출됩니다.
엘리베이터 TV가�전국적인�범위로�빠르게�설치되고�있는�만큼
art-map.co.kr

나와�가장�가까운�전시�정보
오직�아트맵에서만.

엘리베이터 TV 상세�스펙
�� inch 가로형�디바이스 | LG 디스플레이 FULL HD 패널

바닥면�기준�높이 ��� cm 이상 | 일부�프라임�빌딩�세로형 ��”, ��” inch 서비스

그�효과가�나날이�증대하고�있습니다.

차별성�있는�광고�매체와�독창적인�콘텐츠의�프리미엄�상품을�이용해보세요.

영상�가이드라인
���� x ���� px | Frame Rate �� | 사운드 -��db ~ ��db 적용�필수
배경색�블랙�불가 | 최종 output H.���(.mp�)

* 영상�제작�의뢰�시�견적이�추가됩니다.

�. 영상 광고

별도�상담�후�진행

토크라운지�유튜브�동시�송출

전시�아카이빙

현장스케치

작가와의�대화

아트맵과�파트너십을�맺은�전문�프로듀서가�다양한�분야의�영상을�제작합니다.
원하시는�포맷과�예시, 견적에�따라�별도�상담과�기획�후�진행합니다.
아트맵�공식�유튜브�채널과�네이버 TV에�함께�업로드되어
노출�효과를�높일�수�있습니다.

�. 세트 상품 단가표

구분
전시 홍보
프로모션
세트

구분
연간결제

세트 상품명

* 기준에�따른�기본�금액으로, 연장�시�금액이�추가됩니다.

상품 구성

BASIC 세트 A

APP 푸시 �회 + APP 배너 �일

PREMIUM 세트 C

SNS 단순이미지 게시 �회 + APP 푸시 �회 + APP 배너 �일 + 블로그 포스팅 �회

SNS 단순이미지 �회 + APP 푸시 �회 + APP 팝업 �일

BASIC 세트 B

PREMIUM 세트 D

Web / APP 통합 배너 세트 �주 + SNS 전시소개 콘텐츠 �회 + APP 푸시 �회 + APP 팝업 �일 + 블로그 포스팅 �회

세트 상품명

BASIC 세트 B

(최소 �회)

PREMIUM 세트 C

(최소 �회)

상품 구성

연간결제 시 ��% 할인, �회 이상 선택 시 진행 가능
연간결제 시 ��% 할인, �회 이상 선택 시 진행 가능

비용 (VAT별도)
���,���원
���,���원
���,���원

�,���,���원

비용 (VAT별도)

상품가 ��% 할인
상품가 ��% 할인

�. 개별 상품 단가표
구분

상품

기준 / 비용

아트맵 웹페이지 메인 화면

�일 / ��,���원

Web / APP 통합 배너

아트맵 웹 / 앱 메인 화면

�일 / ��,���원

APP 메인 팝업

아트맵 앱 메인 화면

APP 푸시 알림

모바일 디바이스 알림창

�회 / ���,���원

Web 중간 공고 배너

아트맵 웹페이지 메인 화면

�일 / ��,���원

Web 이번 주 추천 갤러리

아트맵 웹페이지 갤러리 카테고리 메인 화면

Web 메인 팝업

광고

노출 영역

Web 메인 롤링 배너
APP 메인 롤링 배너

Web / APP

* 기준에�따른�기본�금액으로, 연장�시�금액이�추가됩니다.

Web / APP 통합 팝업

아트맵 앱 메인 화면

아트맵 웹페이지 메인 화면

아트맵 웹 / 앱 메인 화면

Web 메인 표출 전시

아트맵 웹페이지 메인 화면

Web 공고 상단 노출

아트맵 웹페이지 공고 카테고리 메인 화면

큐레이터 칼럼 등록

큐레이터 카테고리 메인 배너

아트맵 웹페이지 큐레이터 카테고리

아트맵 웹페이지 큐레이터 카테고리 메인

�일 / ��,���원

�일 / ��,���원
�일 / ��,���원
�일 / ��,���원

�일 / ��,���원

�주 / ��,���원
�주 / ��,���원

�회 / ��,���원 �원
�주 / ��,���원

(VAT별도)

비고

배너 제작 요청 없을 시
기본 포맷 디자인으로 진행

�. 개별 상품 단가표
구분

상품

인스타그램

추천코스 콘텐츠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행사 소개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초대권 이벤트

행사 리뷰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 삽입 가능)

인스타그램

카카오푸시 일반 발송

카카오채널 / 카카오푸시 발송

아트맵 뉴스레터

아트맵 공식 뉴스레터 메일링

카카오푸시 <이 달의 추천 전시>

카카오채널 / 카카오푸시 발송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아트맵 공식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칼럼

기타

노출 영역

단순이미지 게시
전시소개 콘텐츠

SNS 광고

* 상품별�상세�조건에�따른�금액�변동이�생길�수�있습니다.

엘리베이터 TV 광고
영상 광고

네이버 포스트 / 브런치 / 아트맵 큐레이터 픽
오피스 엘리베이터 TV

아트맵 공식 유튜브 채널 / 네이버 TV 등

기준 / 비용

(VAT별도)

�회 / ���,���원

비고

�회 / ���,���원
�회 / ���,���원

�회 / ���,���원 (지류 티켓의 경우 발송 비용 추가)
�회 / ���,���원

세트 상품 선택 시에만
티켓 바터 협찬으로 진행 가능

�회 / ���,���원
�회 / ��,���원

�회 / ���,���원
�회 / ���,���원
�회 / ��,���원

단독 아티클 �회 / ��,���원
별도 문의
별도 문의
별도 문의

추천 전시(�개 중 �) ��,���원

�주에 �번 발송

Chapter ��

아트맵 PRODUCT

ALL ABOUT ART

아트맵 PRODUCT

미술과�관련된�모든�것, 일단 아트맵에게�의뢰하세요!

아트라벨 ART-LABEL

아트맵에는�미술계�전문가들의�데이터베이스가�갖춰져�있습니다.
전시�도록, 공모�안내를�위한�대량�우편�발송�시에

원하는�기관, 단체, 전문가를�선택해�주소가�기입된�우편라벨을�받아보세요.

아트캡션 ART-CAPTION

촉박한�전시�준비�기간, 대량의�캡션�제작이�필요하다면?
캡션�사이즈와�용지를�선택하고�정보만�입력해주세요!

라벨�용지를�자르거나�수정할�필요가�없으며,

아트맵에�작가�정보를�등록하시면�캡션에 QR코드를�추가해�더�많은�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전시문�번역

빠르고�편리한�아트맵�번역으로�글로벌�미술시장에서도�자유롭게!
논문�초록, 전시�서문에서�미술�평론까지

미술과�관련된�수많은�분야를�의뢰하실�수�있습니다.
* 영문�외�타�언어는�의뢰�불가합니다.

서울시�마포구�양화로 ��� 아일렉스
위워크�홍대 �층 ���호�아트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