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포칩 미디어(All4Chip Media)는 통신, 산업, 의료, 자동차 및 컨슈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온라인 정보 커뮤니티입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과 최신 표준 동향은 물론,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모든 서브 컴포넌트 및 소프트웨어, 설계 툴과 관련 제품 정보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개발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01년 3월에 출범한 올포칩 미디어는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자들에게 
보다 심도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온라인 정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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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Banner AD
올포칩은 다양한 사이즈와 가격대의 배너광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배너광고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Service
올포칩은 관련 기업들이 올포칩 독자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위한 부가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in Top           746 × 340 3,000,000 8,000,000 15,000,000 21,000,000 27,000,000

Main Center 730 × 120 2,000,000 5,000,000 9,000,000 13,000,000 17,000,000

Main Left 730 × 120 1,500,000 4,000,000 8,000,000 11,000,000 13,000,000

Main Right 300 × 266 1,500,000 4,000,000 8,000,000 11,000,000 13,000,000

Skyscraper 120× 450 2,500,000 7,000,000 13,000,000 18,000,000 23,000,000

In the Article 730 × 120 1,000,000 2,500,000 5,000,000 7,000,000 9,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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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orial Event  KRW 2,000,000

업체가 올포칩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제품 가이드나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자료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고를 디자인하여 웹사이트에 일정기간 이상 게재하고, 
올포칩 뉴스레터 메인기사(1회)로 별도의 홍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DM Service  KRW 1,500,000 (1회 발송기준)

기업의 제품 및 각종 홍보활동을 위한 뉴스레터를 올포칩 회원들을 대상으로 eDM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깃 제품 및 세미나 프로모션은 물론, 기술자료 다운로드, 설문조사 등 
각종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유용한 툴입니다. 

Newsletter AD
올포칩 뉴스레터는 주요 기사를 선별하여 통신, 산업, 의료, 자동차 및 컨슈머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독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올포칩 뉴스레터 상의 배너광고 및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Position Pixel size 1month 3month 6month 9month 12month

Banner 1           500 × 85 1,500,000 4,000,000 8,000,000 11,000,000 13,000,000

Banner 2 346 × 97 1,000,000 2,500,000 5,000,000 7,000,000 9,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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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Marketing Service
반도체 및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포칩 마케팅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약속합니다. 

마켓 리서치
기업의 타깃 마켓에 대한 업계 현황 및 시장동향, 정부정책, 국내외 흐름 등을 분석, 종합하여 드립니다. 
또한 주요 타깃 업체(고객)와 경쟁사의 활동동향 및 사업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
세미나 및 각종 이벤트, 전시, 제품 프로모션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대행해 드립니다.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은 물론, 브로셔, 광고/홍보물, EDM 뉴스레터 등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팀의 서브 조직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작업을 담당해 드립니다.

PR 활동 지원
기업에 필요한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본사 보도자료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미디어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특별 취재기사 작성 및 기자 간담회 등의 홍보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미디어와의 관계 구축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활동을 담당합니다.

기술자료 및 보도자료 번역
반도체 및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기자들이 직접 번역 및 교정, 교열을 담당함으로써 
용어 사용이 정확하고, 문장 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료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