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RT GUIDE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공간
전시 정보 공유 플랫폼 “코리아 아트 가이드(Korea Art Guide)”입니다.

대한민국 1등 문화플랫폼
코리아 아트 가이드

코리아아트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사용자분석

2018년 11월 오픈
무료 전시 정보 플랫폼 “KOREA ART GUIDE”를 소개합니다.
코리아아트가이드는 창작의 고통을 통해 완성된 예술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미술관과 Gallery에서 실시간으로
전시 정보를 업로드 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술관과 Gallery에서
공유한 지역별 전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오픈 서비스입니다.

Introducing the free exhibition information sharing site
"Korea Art Guide," which opened in November 2018.
The Korea Art Guide provides real-time uploading and
sharing of exhibition information through art galleries and
Gallery., which displays and promotes works of completed
artists through the pain of creation. And for art lovers, it is
an open service that allows you to easily, quickly, and
conveniently check out the exhibition information of each
part of the country shared by art galleries and Gallery.

코리아 아트 가이드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어렵고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친근한 일상의
장소라는 인식을 전달함으로서 미술시장 확대와 관련 기관들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쁘고 지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철학을 탐색하고 공감함으로서 치유되고 위로 받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하며 각박한 현대인의 삶에 여유와 쉼표를
주는 성숙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 하고자 합니다.

The Korea Art Guide aims to expand the art market and
promote the growth of related institutions by conveying the
perception that art galleries and galleries are not difficult
and inconvenient places, but a friendly, everyday place that
can be easily and conveniently used by anyone. In addition, I
hope that people who love art, who are away from busy, tired
and difficult daily life, will have time to be healed and
comforted by exploring and sympathizing with the artist's
thoughts and philosophies in their works through
appreciation of works of art. To provide a mature standard
of living and contribute to making it a bright and health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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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리아 아트 가이드는 가치있는 문화생활을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술인뿐만 아니라
미술을 감상하며 즐길 줄 아는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며, 코리아 아트 가이드와 함께 한다면 최고의 광고 효과를
기대한다.

전시정보는 빠르게, 한 곳에서!
우리나라 전시 정보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빠르고 다양한 지역의 전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
미술 흐름을 파악하기에 쉽고 빠르다.

더 나은 삶, 더 즐거운 미술!
지쳐있는 현대인, 바쁘고 급변하는 시대속에 미술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정적인 미술관적 지식을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며 미술이 우리의 삶에 전하는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한다.

모바일 미술관 코리아 아트가이드!
코리아 아트 가이드는 온라인 / 모바일 미술관의 대표주자로써 대한민국 미술문화의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없는 내손안의 나만을 위한 미술관을 꿈꾸며 편안하고 즐거운 문화를 만든다.

코리아아트가이드
AD PLATFORM

광고구좌 및 광고 가격표
단위: 원(VAT별도)

광고면

단위

메인배너 (PC,Mobile)

1개월

2,000,000원

PC / MOBILE 1000x750

지역메인배너 (PC,Mobile)

1개월

1,500,000원

PC 1000x750
MOBILE 1000x350

카테고리별 상단배너 (PC,Mobile)

1개월

1,000,000원

PC 1260x300
MOBILE 1000x350

1. 메인 화면 배너 광고
* 월 200만원 (Vat별도) / 메인 배너광고 롤링
2. 지역 메인배너 광고
* 월 150만원 (Vat별도) / 지역메인 배너광고 롤링
3. 카테고리 메뉴별 상단배너 광고
* 전시, 공연, 페스티벌 등 카테고리별 : 월100만원(Vat별도)
* 카테고리별 배너광고 롤링

단가

규격(px)

코리아아트가이드
WEB / MOBILE
PLATFORM

[코리아 아트가이드 모바일 이모티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