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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 현황

1)회사소개

“정보와소통의�問을�여는�이웃같은�신문!”을 표방하며 2000년�창간한
‘아이디위클리’은 21년간�밝고�건강한�사회문화�정보를�제공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불황을�타개하기�위해
온라인마케팅사업,�모바일�지역커뮤니티�사업�등�
사업�다각화를�실현하고�있습니다.

21년�역사의�‘아이디위클리’은
지역사회발전과나눔을최고의덕목으로생각하는
따뜻한기업입니다.

가슴이�따뜻한�기업�㈜아이디위클리와�함께�하십시오!

information�doors� �정보의門�
idweekly

interactive�doors�����소통의�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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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 현황

▶�2014년�~�2017년
∙모바일지역커뮤니티 ‘온타임분당맘’ 앱 개발/운영
∙ 5월, 10월 2014년성남시청온누리홀 5월 ‘청소년무료멘토링특강’ 2회 개최
∙ 2월디지털광고매체인 ‘디지털미디어보드(DMB)’ 사업런칭

▶�2012~2013년�
∙성남시청�온누리홀�5월�‘청소년�무료멘토링특강’�연간�2회�개최
∙지역�프리미엄�업체�정보사이트�오렌지99(orange99.co.kr) 오픈

▶ 2011년
∙�11월�,12월�용인여성회관�‘명품자녀교육�특강’�개최
∙�10월�성남시청�‘청소년을위한�멘토링특강’�개최
∙�10월�‘스마트시대�스마트판형으로!’�슬로건으로아이디위클리�리뉴얼
∙�3월�아이디위클리�모바일�홈페이지�오픈

▶�2010년�(아이디위클리�창간 10주년)
∙ 12월 팩토리670 ‘소외된이웃을위한자선음악회’개최
∙ 1월지역주민을위한 [id_BC 기업카드] 런칭 , 카드사업부신설

▶�2009년
∙�12월�성남�최초�‘서울시립교향악단�앙상블팀’�자선음악회�주최
∙�10월�BC카드�VIP�쿠폰북�발행

2)회사연혁



< 4 >

1.�회사 현황

2)회사연혁

▶ 1999년~2006년
∙ 2006년 12월�(주)베이직네트웍스�설립.�교육전문지�‘엔터스터디’ 創刊
∙ 2006년 10월�BMW컨소시엄매거진 cafe b창간
∙ 2006년 06월�독일월드컵�한국�대 토고전�상영및�응원전개최��(분당구청잔디밭광장)�
∙ 2006년 06월�[제6회�가족영화축제]�개최
∙ 2006년 04월�[id강남,서초]�창간

∙ 2005년 03월웹사이트 idweekly.com 오픈
∙ 2005년 02월 [id수지], [id죽전] 창간

∙ 2004년 06월 '제5회가족영화축제' 개최
∙ 2003년 06월�'제4회가족영화축제'�개최

∙ 2002년 09월�삼성플라자�멤버십매거진[LIFE�NEW]창간
∙ 2002년 06월�한ㆍ일�월드컵한국 VS 포르투갈전상영및��응원전개최
∙ 2002년 06월�'제3회가족영화축제'�개최

∙ 2001년 10월�'제2회가족영화축제'�'가을밤의�재즈콘서트'�개최
∙ 2001년 09월�일산�신도시�진출,�[id일산]�창간
∙ 2001년 06월�지역문화정착을�위해�'가족영화축제', 개최
∙ 2001년 06월�'DIY�가구만들기'�행사�무료�개최

∙ 2000년 10월�고품격�생활문화�주간신문�[id분당]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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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 현황

광고
마케팅팀

광고
마케팅팀

편집팀

전략기획팀

기존�오프라인�매체및�온라인홈페이지를�통합하여�
최적의지역밀착마케팅�전략�수립및�실행

사보등
제작의뢰
기획물

대표이사 : 정권수

3)회사�조직도

아이디위클리
닷컴

디자인팀

바이럴마케팅

디지털미디어

버스정류장
쉘터광고
대행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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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소개

▶돈을쏟아부을때만매출이발생하는스팟광고, 키워드광고는

지양해야합니다.

▶아이디위클리는고객사의브랜드력을만들어내는매체입니다.

��중상위�계층을�대상으로�지역�프리미엄�정보를�제공합니다.

��지역의�최상위�업체와협력마케팅을�진행합니다.�

▶�최상위�계층�커뮤니티와�함께합니다.

▶�지역�최고의�맛집들은아이디와�함께�성장해왔습니다.

▶�지역�1등�브랜드�병원은�아이디와�함께�성장해왔습니다.

���� 진정성있는�스토리텔링컨텐츠�생산에�탁월합니다.

1.�분당�프리미엄�생활문화신문�<아이디위클리>

▶�아이디위클리의�주요독자층은�지역의중상위�계층�이상입니다.

▶�지역�소비생활�중심에�있는이들은�유학, 레스토랑�정보,�피부&성형�등

자신의�라이프�스타일에�맞는지역�프리미엄지를�선호합니다.

▶ idweekly.co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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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소개

2.�사보,�뉴스레터,�서적�제작�

▶�아이디위클리,�엔터스터디�제작을�통해�다양하고�수준높은�교육정보를�제공해�온
�� 것을�인정받아�교육기업의�사보,�뉴스레터,�서적등을�제작하고�있습니다.
��
��-�성인회화영어전문학원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사보
��-�사고력�수학페르마�사보
- 사고력수학시매쓰뉴스레터
- DYB최선어학원사보
- 화상영어전문기업엠스터디뉴스레터
��-�토론수학�뉴스터디�사보
��-�분당수이학원�뉴스레터外
��-�중소기업진흥공단이�의뢰한� 인재경영�성공사례집/�농공단지�성공사례집�제작
��-�동대문상인연합회가�의뢰한�동대문�패션타운�홍보서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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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1.�아이디위클리분당(주간신문)

규격�&가격�안내

Page Size 횟수 단가

표지(1p) 상단 50*50mm 1 1,200,000

표지(1p) 하단 210*80~150mm 1 3,000,000

2p 전면 210*297mm 1 1,800,000

19p 전면 210*297mm 1 1,500,000

뒷표지(20p) 전면 210*297mm 1 2,500,000

내지(7, 9, 11, 

13, 15, 17p)

전면 210*297mm

하단 210*80~150mm

1

1

700,000

500,000

-�디자인/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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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고

2.�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규격�&가격�안내

Page(화면) Size(픽셀) 기간*횟수 단가

Main 상단좌우탑배너 328*75 1개월 1,000,000

Main 중앙중단1 배너 800*∞ 1개월 1,400,000

Main 중앙중단2 배너 800*∞ 1개월 1,200,000

Main 우측중간 배너 300*∞ 1개월 9,000,000

Main 우측하단 배너 300*∞ 1개월 700,000

Sub 우측중간 배너 300*∞ 1개월 500,000

Main 팝업 400*∞ 15일 1,200,000

Main 팝업 400*∞ 1개월 2,200,000

- 디자인/VAT별도



구독신청서

*�작성�후 사진을�찍으신�후�카톡, 텔레그램,�문자메시지�전송(010-5506-7610)�
��또는�FAX(0504-189-7610)로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금액 100,000원 X ( )부수

지불
□�현금�□ 카드

□입금(국민은행 270901-04-212966)

신청일 20 . . (신청일로부터 1년)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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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doors���정보의門�
idweekly

interactive�doors�����소통의�門��

최고의선택

최적의가격�

최고의광고효과

보답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