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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1st on every month, Monthly / Total 12 books in a year

Magazine Format  223mm * 300mm

Binding Method Perfect Bound

월간 건축문화는 상업성을 가진 본격적인 건축저널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건축전문지입니다. 월간 건축문화는 전세계의 새로운 

건축물 및 건축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전문가 및 학생들에게 

국내·외 건축분야의 트렌드 및 중요 이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협업 작품들도 함께 취재하여 건축에서 

발전한 새로운 분야로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rchitectrue & Culture introduce domestic and oversea projects 

from past to present by its monthly concept. Especially, the detail 

focused on material, detailed photograph, diagram, and interviews 

are consisted of our magazine to help architects’ execution.

발간  매달 1일, 1권 / 연 총 12권

규격  223mm * 300mm

제본  무선 제본



RECORDS 매달 주목받는 행사들을 건축문화 에디터들이 직접 탐방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기사로 전하는 페이지.

The pages that offer issued architects of the month with 

detailed photos by editors of a&c visit for readers.



NEWS & BOOKS 이 달의 건축행사들과 세계 건축행사들, 또한 새롭게 발간된 건축관련 

책소개까지 담겨진 페이지.

The pages that offer the events going in Korea and the world 

as well. Also readers can get new published architecture book 

informations.



DESIGN FOCUS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뉴스를 소개하는 페이지.

A page introducing the various design news that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SKETCH 건축물 스케치와 스케치 도구, 과정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

Arhcitectural sketches and sketching tools, a page introducing 

a process, etc



RECENT PROJECT 국내,외의 최신 건축물을 선정하여 세부정보와 다양한 측면을 담은 

사진을 담은 페이지.

The pages that offer detailed informations like diagram of the 

structures in the world.



MONTHLY ISSUE 매월 정해진 주제에 맞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사진, 도면,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페이지.

The page that selects buildings that theme each month and 

introduce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photos, drawings, 

diagrams, etc.



SERIES 주제별로 다양한 건축 이야기를 소개하는 페이지.(답사, 문화유적 등)

A page that introduces various architectural stories by 

subject(reviews, cultural relics, etc.)



FEILD TRIP 국내에 가볼만한 장소를 답사하고 사진과 글을 통해 

그곳을 소개하는 페이지.

A page that examines places worth visiting in Korea and 

introduces them through photos and writings.



INTERVIEW 건축을 전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페이지.

A page that meets people who major in architecture and work 

in various fields to conduct interviews and introduce their jobs.



월간 건축문화 광고 단가표

광고 사이즈   223 * 300mm

AD Size   223 * 300mm

광고면 면수 단가(원)

표4 1 4,000,000

표3 1 3,000,000

표2, 대면 1 , 1 3,000,000

목차대면 1 , 1 2,000,000

내지 10 800,000 ~ 1,500,000

Page Amount of page Price(KRW)

4th cover 1 4,000,000

3rd cover 1 3,000,000

2nd cover, Faced page 1 , 1 3,000,000

Page faced 1 , 1 2,000,000

Inner pages 10 800,000 ~ 1,500,000

발행부수  
Amount of published book

정기구독자 
Audience of subscription

발행주기 
Period of publication

구독층 
Target

100%

10,000

10,000

DEC

800

0

0

JAN

월간 건축문화와 월간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발행)와의 광고 제휴를 

통해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월간 

건축문화와 월간 건축사에 연계 광고를 게재할 경우, 기존 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광고 제휴 안내

People in Architecture

5,931

10,000



월간 건축사 광고 단가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는 1966년 창간되어 1만 3천 건축사회원과 

50만 건축사사무소 임직원이 함께 보는 건축정론지입니다. 

월간 건축문화는 월간 건축사와의 광고 협약을 통해 보다 폭넓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간 건축사는 매월 발행되며, 건축사, 건축관련 종사자, 관련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 구독하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판형  46배판(188 * 235mm) 

인쇄용 사이즈  194 * 241mm

발행부수  12,000부

페이지  약 200페이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광고면 면수 단가(원)

표4 1 2,500,000

표3, 대면 1 , 1 1,000,000

표2, 대면 1 , 1 1,200,000

내지 - 700,000



프로젝트 제보

국내 건축가분들의 다양한 작업을 저희 월간 건축문화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미 발표된 건축물 프로젝트, 전시 및 행사, 도서 등 건축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업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이나 웹하드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Archi-Lab, 대표자 조배연

편집장  김명규

편집팀  마실와이드

Tel. +82 2 6010 1022       Fax. +82 2 6007 1251       Email. anc@masilwide.com       Web. anc.masilwide.com

[이메일 제보]

anc@masilwide.com

[필요자료]

1. 준공사진: 20장 내외의 고해상도 준공사진(300dpi, 가로 40cm 이상의 사이즈)

2. 다이어그램, 스케치 & 시공사진

3. 설계도면: 건축물의 주요 공간, 재료에 대한 상세도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기본 도면

4. 텍스트

• 설계개요: 설계 개요는 다음 페이지의 샘플을 참고해 작성(영문으로 작성)

• 설계소묘: A4용지 1/2매 이내

월간 건축문화, 마실와이드

[웹하드 업로드]

www.webhard.co.kr 또는 www.webhard.co.k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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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Archi-Lab, Baeyeon Jo, representative

Chief editor  Myungkyu Kim

Editorial team  MasilW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