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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answer를발행하는
I주I해오름커뮤니케이션즈는
어떤회사인가?
20여년의노하우를자랑하는 한민국최고의학원전문광고 행사입니다.
해오름의교육마케팅서비스는전국로컬학원들의비즈니스목표에부합하는
마케팅전략에 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출발하 습니다.
이제, 전국5,000여개의학원네트워크를확보하여명실공히학원마케팅에
한획을그은해오름의안목과노하우로answer를발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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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은왜?
answer에
열광하는가?

교육계CEO 및교육종사자들의마케팅지침서이기때문입니다.

answer는교육계리더들과전국학원장및학원관계자들에게꼭필요한교육시장정보는물론,

트렌드파악, 마케팅지침서의역할을충실히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독자들의눈과귀를넘어소통의장을마련하고사교육계의네트워크형성에도기여하고

있는학원가사람들을위한국내유일무이의학원전문마케팅매거진이기때문입니다.



Theonly > Thebest

>

answer는국내유일의학원CEO를Target으로발간하는매거진입니다.

누구나롤스로이스처럼최고를말하지만고려청자처럼유일함을얘기하지는못합니다.

월간앤써는국내에서유일한학원가사람들을위한경 정보프리미엄매거진입니다. 

학원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경 정보와 교육기업 동향, 사교육시장의 트렌드 파악 및

학원운 마케팅지침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학원장은 물론, 교육기업 종사자 1만 5천여명이 앤써를, 3만여명이 앤써퍼블

릭을구독하고있습니다.



Powerofanswer

20여년의학원노하우가집약된고품격매거진

answer는 지난 20여년간 국내 학원시장을 이끌어 온 ｜주｜해오

름커뮤니케이션즈의 안목과 노하우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최

초의 교육 전문 언론을 표방하는 매거진으로 2004년에 창간 되었

습니다. 

교육계CEO들의경 , 마케팅지침서

answer는 교육계 리더들과 전국 학원장 및 학원관계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시장 정보 제공은 물론, 트렌드 파악, 마케팅 지침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눈과 귀를 넘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종 업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학원가사람들을위한No.1 매거진입니다.

고급화차별화전문화된컨텐츠, 세련된편집디자인

answer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전문 취재기자가 만들어내는 참신

한 기획과 깊이 있는 기사, 안정되고 세련된 편집디자인을 통해 강

한매체력과높은열독률을자랑합니다.

정직한부수투명한배포

answer는 answer public포함, 전국 4만 5천여독자들의눈과귀

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멤버십을 통한 투명한 배포 루트와 충성

도높은독자층은 10여년간 answer를이끌어온힘입니다.



answer's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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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에는오랜친구같은독자들이참많습니다.

혼자 보는 잡지가 아닌 학원의 모든 관리자들이 함께보는 마케팅 전문 서적처럼 오랫동안 보관

하고 보고싶은 매거진이라는 평을 받고있는 국내 유일의 학원 및 교육 마케팅 전문매거진

answer는 교육계 리더들과 전국 학원장 및 학원관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케팅 지침서 역할을

하여한번구독하면계속보게되는중독성을지녔습니다.



Reader'sProfileforanswer
answer는교육전문마케팅매거진이지만독자는무척다양합니다.

answer의 독자는 현재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CEO들과 교육기업 종사자, 학원을 경 하고 있는 학원장,

앞으로 학원을 경 하고자 하는 예비 학원장, 강사 등 학원관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는 교육분야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들이 바로

answer의독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합한수도권독자의비율은52%이며, 그외기타지역의독자는48%를차지합니다. 

지역별독자구성분포도



Generalizationofanswer

월간앤써
평균발행부수
및배포형태

정기구독

6,300부

교육기업판매

3,700부

증정

2,500부

서점등기타판매

2,500부

발행인

발행일

발행부수

판 형

페 이 지

가 격

배포방법

월간김무현

2004년6월매월27일

15,000부

5×7배판변형(220×275mm) 

총 156페이지(표지4면포함) 

권당12,000원 (정기구독120,000원/년)

I주I해오름커뮤니케이션즈(Since1994)

유료구독자/ 전국중, 형학원및교육관련기업체

판매및기증/ 서점판매

answer

창 간

발행사

간 별



answer사외편집위원

고려 학교 교육 학원 강선보 원장
고려 학교 교육 학원 계숙희 교수
연세 학교 교육 학원 한준상 교수
(주)능률교육 김준희 표이사
(주)동성아카데미 강성진 표이사
(주) 우스교육 송 성 표이사
(주)디지털 성 최진 표이사
(주)CMS에듀케이션 이충국 표이사
(주)리딩타운어학원 김종호 표이사
(주)비상교육 양태회 표이사
(주)오메가포인트 이충기 표이사
(주)올림피아드교육 양환주 표이사
(주)엘피스교육 이응교 회장
(주)에듀언스 하태윤 표이사

(주) 어회화센터 WSA 서주석 표이사
와이즈멘토(유) 조진표 표이사
토피아에듀케이션(주) 김석환 표이사
(주)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표이사
(주)파인만 김범 표이사
(주)하늘교육 임성호 입시전략연구소장
한국UPI학원 조 환 표이사
훈장마을 이철훈 표이사
(주)휴넷 조 탁 표이사
(주)DYB최선어학원 송오현 표이사
(주)TMD교육그룹 고봉익 표이사
어교육전문가 김종춘 교수

(주)예국디자인 이철수 표이사
디토디자인 김성우 표이사

answer는검증된교육전문가들이함께만들어갑니다.

answer의사외편집위원들은 각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최고의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실제편집방향설정과양질의컨텐츠구성에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RemarkableMagazine

Magazine answer

Magazine answer public 신문

학원운 포털사이트answerzone.co.kr 

answer의주요기사와모든광고는세개의매체에동시에노출됩니다.

세상에Purple Cow(보라색소)가있다면아무리많은무리속에있어도쉽게눈에띌것입니다.
answer의 기사와 광고의 노출형태를 보면 Remarkable한 Magazine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answer의 주요 기사와 모든 광고는 2만부를 발행하여 전국학원에 랜덤으로 배포하고 있는 무가지
Magazine answer public판과 학원운 정보 포털사이트앤써존(answerzone.co.kr)에 동시에 노출
되어전국의교육경 CEO들과전국학원장및학원관계자들에게핵심정보를제공합니다.



Magazineanswerpublic판

answer public 신문은3만부가발행됩니다.
answer public 신문은 answer의 중요기사를 실은 월간 신문으로 전국 중, 소형학원에

매월3만부가무가지로배포됩니다.

answer 매거진의 독자와 answer public 신문의 독자를 합하면 4만 5천의 독자들이

answer의기사와광고를보고있습니다.

●간별 : 월간●사이즈 : 일간신문동일(신문용지) ●발행일 : 매월 1일●발행부수 : 3만부



학원정보포털사이트앤써존

answerzone.co.kr(2012.하반기現在학원회원15,702명)

학원경 , 마케팅, 교육정책, 커뮤니티등학원운 에필요한모든정보를 한민국최초

학원운 정보사이트앤써존이제공합니다.

앤써존이제공하는Remarkable한정보

●최신교육이슈에 한각분야전문가들의
방향제시및교육정책을제공합니다.

●전국100여개학원의성공스토리및학원
프랜차이즈사업정보를제공합니다.

●학원운 에 한전반적인마케팅및
효과적인광고전략을제공합니다.

●학원세무, 법무, 노무관련상담과학원운 에
필요한각종문서및서식류를제공합니다.

●학원을운 하고있는전국의학원장들과
다양한의견을주고받을수있는커뮤니티
공간을제공합니다.



광고로만도배된무가지보다3배더효과적인answer3단계광고효과
�합리적인비용으로answer와 answer public, answerzone 세개의매체에광고가동시게재됩니다.

�answer는전국 4만여명의학원장및학원관계자들에 한타깃마케팅이가능한최고의마케팅툴입니다

�20년간학원의마케팅파트너역할을해온 (주)해오름커뮤니케이션즈만의다양한네트워크를활용한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제시합니다. 

�퀄리티높은기획기사와높은인지도의파트너사들이많은answer의광고는기업이나학원의격을한단계더끌어올립니다.

answer본지 answerPUBLIC신문 answerzone.co.kr

“answer에광고를게재하면3개매체에동시에광고가노출됩니다.”

answer광고효과

+ +



합리적인비용으로answer와answer public, answerzone.co.kr 

세개의매체에광고가동시게재됩니다.

answer광고가격

〈VAT별도, 단위원〉

※매거진<앤써>와신문<앤써퍼블릭>, 포털<앤써존> 동시게재금액입니다. (단, <앤써퍼블릭> 1면하단과전면광고비는별도) 

※월간신문<앤써퍼블릭> 별도광고는50만원부터시작됩니다.

※3개월이상장기계약시많은할인혜택을드립니다.

구분 페이지 가격(원/1개월)

표지

기사시작전

전반부

기사성광고

표4 6,000,000

표2 5,000,000

표3 4,000,000

3P-표2  면 4,000,000

4~5P 3,000,000

6~7P 3,000,000

8P~15P 2,000,000

16P~기타내지 1,500,000

3페이지기사 2,000,000

4페이지기사 2,500,000



무가신문answerpublic 광고가격

3만부가발행되는answer public신문별도광고가격
※매거진<앤써> 광고주는<앤써>광고금액에따라별도의부담없이앤써퍼블릭에도광고를게재해드립니다. 

●간별 : 월간 ●사이즈 : 2절일간신문과동일사이즈(신문용지)  ●지면 : 16면●발행일 : 매월 1일 ●발행부수 : 3만부

〈VAT별도, 단위원〉

※3개월이상장기계약시할인혜택을드립니다.

구분 페이지 가격(원/1개월)

표지

내지

5단광고 3,000,000

표4(16P) 전면광고 4,000,000

내지전면광고 2,000,000

내지9단21 광고 1,500,000

신문1/4 광고 1,000,000



월간신문<앤써퍼블릭> 부록이란?
앤써퍼블릭발송때귀사만의4p섹션을제작, 동봉하여발송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섹션은앤써에서사진및기사작성, 인쇄제작, 발송까지모두책임지는Turnkey Base방식입니다.

기 효과

광고효과의극 화매월업데이트되는전국학원들의최신DB를바탕으로공신력있는매체인
앤써퍼블릭과함께발송되어광고효과를극 화할수있습니다.

업무의효율성취재와편집, 인쇄, 봉투작업에서발송까지Turnkey Base로서비스해드립니다.

활용범위섹션은발송분외에추가제작해드리므로사업설명회나지사모집에활용할수있습니다.

제작사이즈신문4면섹션형태로홍보물표지에“answer 부록”이라고표기해드립니다.

발송매월3~7일. 특정지역별발송도가능합니다.

부록광고비용

answerpublic부록광고

〈VAT별도, 단위원〉

구분 배포수량 가격

부록광고 6,000,000원30,000부

(취재, 제작, 발송비용포함)



월간신문<앤써퍼블릭> DM이란?
앤써퍼블릭발송시DM홍보물(초청장,리플렛,브로셔등)을동봉하여발송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기 효과

광고효과의극 화매월업데이트되는전국학원들의최신DB를바탕으로공신력있는매체인
앤써퍼블릭과함께발송되어광고효과를극 화할수있습니다.

업무의효율성완성된제작물만주시면앤써에서봉투작업부터발송까지서비스해드립니다.

활용범위홍보용리플렛/ 브로슈어/ 사업설명회초청장/ 각종행사안내장발송

제작사이즈 170×239mm / 55g 이내로제작해야하며홍보물표지에“answer 부록”표기

발송매월3~7일. 특정지역별발송도가능합니다.

광고DM 발송비용

answerpublicDM광고

〈VAT별도, 단위원〉

구분 DM 수량 가격

answer public
DM

10,000부

20,000부

4,000,000원

6,000,000원

(광고제작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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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시장의판도변화

김샘학원이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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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경 정보신문 <앤써퍼블릭>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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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바로그

수학학원

드디어
찾습니다

.�

수학학원의판도변화

김샘학원이주도합니다

15년전
김샘은생

각했습니
다.

학생개개
인에맞는

맞춤형수
업을시작

하자.

주변에선
모두말도

안된다웃
었지만

이제는수
준별맞춤

형수업이
보편화되

었습니다
.

15년전
김샘은생

각했습니
다.

학생개개
인에특성

에맞는
교재를직

접만들자
.

주변에선
너무힘들

다고포기
하라고했

지만

지금은9
00여종의

수학교재
로수업을

합니다.

김샘은2
0여년을

내다보는
과학적이

고체계적
인

수학교육
으로학생

들의수학
실력을책

임져왔습
니다.�

이제,김샘의15년 노하우를함께나누고싶습니다.

수학프랜차이즈의새로운패러다임을찾고계신다면

김샘학원의강력한수학엔진을만나보십시오!

ikimsam.com

김샘학원
파트너십

설명회

원장님을초 합니다

■일시 :�2011년
4월26일(화)11:00

■장소 : 코엑스(서울삼성동소재)�컨퍼런스(남)�318호

※죄송합니다.�모든 원장님을 모시고 싶지만 올여름 FC�5개
,�CP�1

0개 학원 원장님만 모시겠습니다.ikimsam.com에서 예약 하여주십시오.�조기에 마감될수 있습니다.

본설명회
에참석하

시고가맹
신청서를

작성하신
원장님중

실제정식
FC�가맹

하신경우
파격적인

가맹비할
인혜택을

드립니다
!�

설명회 예약 문의 :�1566
-2849



15,000여명의학원장정보창고앤써존(answerzone.co.kr) 배너광고가격
※매거진<앤써> 광고주는<앤써> 광고지면에따라별도의부담없이앤써존에광고를게재해드립니다. 

answerzone배너광고

�규격504×112 
�본지광고300만원시무료
�앤써존2,000,000원/월

�규격230×230
�본지광고200만원시무료
�앤써존1,000,000원/월

※주단위게재는월단위단가의n/4입니다.

※3개월이상시많은할인혜택을드립니다.

�규격200×200
�본지광고150만원시무료
�앤써존1,000,000원/월

�규격200×60
�본지광고100만원시무료
�앤써존300,000원/월



앤써존1만5천여회원DB와해오름1만여회원DB를활용한이메일서비스

기 효과
�매주발송되는앤써위클리의회원들께발송되므로높은클릭율과오픈율로광고효과극 화기

�정확한유효타깃만을 상으로하는Pin Point marketing이가능

�사업설명회일정안내, FC 모집안내, 각종행사안내등발빠른전달이필요할때활용가능

answerzonemailing광고

발송비용 (15,000회원기준)

1회당50만원(vat별도)



앤써스페셜광고로앤써광고에포스티잇, 인덱스별도광고부착서비스

기 효과
�일반광고에포스티잇또는인덱스광고가부착되어있어주목률이두배이상올라갑니다.

�사업설명회초 장전달, 각종행사일정안내등쌍방향프로모션등필요할때효과적입니다.

answerSpecial광고

포스트잇형광고비용(vat별도)

기사시작전반부내지300만원
(내지광고비별도/ 포스트잇제작, 부착비용포함)

인덱스형광고비용(vat별도)

기사시작전반부내지300만원
(내지광고비별도/ 인덱스제작, 부착비용포함)

정
말

좋
은

어
프
로
그
램
에

초
합
니
다
.



이성호중앙 학교교수

김명기 (주)아발론교육 표

박경실 (주)파고다교육 표 하태윤 (주)에듀언스 표

문상주前전국학원총연합회회장 김석환 (주)토피아교육 표

김 천진주교육 학교교수 이길호 (주)타임교육 표

정철교육그룹정철 표

양태회 (주)비상에듀 표 강성진전국인문교육협의회회장 한준상 연세 학교교수 최진 (주)디지털 성 표

이재환전국보습협의회회장 김우일 (주)김샘교육 표 이철훈 훈장마을 표최 호안양시장, 前필탑학원 표

김형태서울시교육의원 백일우연세 학교교수양환주 (주)올림피아드교육 표 허용석정상JSL 교육원장

answer's Supporters



answer's Partners



이제,프러포즈할시간입니다.
“answer 와함께교육사업의

밝은미래를만들어보지않으시겠습니까?”

광고문의마케팅본부장박용훈

Tel.02.2269.3134(내선119번)

Mobile.010.261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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