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쥬 매거진이 만든 또 하나의 육아 바이블

MEDIA KIT



트렌드를 아는 노블맘을 위한 임신 축하 선물

앙쥬가 만들어 믿고 보는 육아 바이블 <앙쥬백과>
대한민국 대표 임신출산육아 전문 매거진 <앙쥬>의 24년 노하우로 제작된 <앙쥬백과>는 임신

부터 육아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한 권에 쏙 담은 육아백과입니다. 예비맘에게 특별한 선물

이 될 <앙쥬백과>는 매거진 <앙쥬>가 자랑하는 독보적인 무가 배포 시스템을 통해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의 주요 산부인과 17곳에서 Special Gift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CONCEPT

타깃 : 선호도 및 방문자수 1위 산부인과의 초진 임산부1.
발행 : 계간지 형태(1·4·7·10월 연 4회), 계간 3만 부2.
배본처 :  미래와희망산부인과•강서미즈메디병원•포미즈여성병원•현산부인과•허유재

병원•에스더산부인과•분당제일여성병원•곽여성병원•시온여성병원•W여성

병원•미래여성병원•미즈맘병원•에덴병원•미래로병원•프라우메디병원•아이

투비산부인과•강동미즈여성병원

3.

업무
협약식

육아백과 
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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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쥬 
WEB 페이지 

이미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멀티 마케팅 솔루션 제공
<앙쥬백과>는 지정된 산부인과를 통한 선물 증정과 함께 오프라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

으며, 온라인 E-BOOK으로도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통

해 포털 사이트 앙쥬(www.ange.co.kr)에 접속하면 광고를 포함한 <앙쥬백과> 전 페이지를 언

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쇼핑 카트의 모든 브랜드 제품이 해당 사이

트에 바로 링크되도록 기획해 검색과 연동 효율성을 높이고, 노출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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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바이블

앙쥬백과 2023년 1호



쇼핑카트
페이지

외계엄마
가볍고 실용적인 임신출산육아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육아 잡지로 

유명한 앙쥬에서 분기별로 육아백과를 

출간하고 있었네요. 저 같은 직장맘에겐 

들고 다닐 만큼 가벼운 책이 딱 좋더라고요!

‘백과’라는 말 그대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필수 정보들을 압축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임신 

초기부터 육아 초보 시기까지, 일단 마음의 

준비나 개념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샤이니희
조그마한 책이 어찌나 알찬 내용으로 꽉꽉 찼는지, 

예전에 패션 잡지 두 눈 부릅뜨고 정독하던 때처럼 

집중 또 집중해서 읽었네요. 책 크기도 작고 무겁지 

않아서, 배가 부른 임산부도 침대에 기대 편하게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었어요.

튼튼맘제니

앙쥬맘 서평

편의성 높인 콤팩트 사이즈의

스마트한 육아백과

<앙쥬백과>는 기존의 두껍고 무거운 육아백과 대신 임신부가 가볍게 들고 다니며 언제 어

디서나 손쉽게 펼쳐볼 수 있는 실용서입니다. 편의성을 높인 단행본 판형, 타깃 마케팅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콘텐츠로 스마트한 육아백과를 지향합니다. 월별 임신 건강 가이드, 태

교 요령, 출산 준비, 육아용품 소개 등 임신부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가 가득합니다. 특히 트

렌디한 육아용품 브랜드를 카테고리별로 소개하는 쇼핑 가이드는 출산용품 구매를 앞둔 예

비맘에게 최신 육아용품 정보와 쇼핑 팁을 제공하고, 광고주에게는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자사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CONCEPT

단
행

본
 사

이
즈

단행본 사이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펼쳐 보는 앙쥬백과

차별화된 콘텐츠
필수 육아정보 및

트렌디한 육아용품 브랜드 함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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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RATES (KRW) PAGE

표2 / 대면 8,000,000 2

표3 / 대면 7,000,000 2

표4 8,000,000 1

각 카테고리 앞 6,000,000 2

4~10 page 6,000,000 2

11~20 page 5,000,000 2

일반내지 4,000,000 2

V.A.T 별도제공

표 2

표 3

표 4

표 1

표 2 대면

*광고형태 : 앙쥬백과 지면 배열 상의 문제로 스프레드 광고만 게재

A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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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INFORMATION

제호    앙쥬백과(육아백과)

판형    165mm X 220mm / 300page

발행처    (주)무크하우스 04069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55 앙쥬빌딩

발행일    2014년 7월 1일 창간, 계간지(1·4·7·10월, 해당 월 1일 발행)

발행 부수    분기별 30,000부

배본처    

광고 마감    3, 6, 9, 12월 19일 / 웹하드 ID mookhouse, PW 1004 / 게스트폴더 > 육아백과

광고 문의    (02)333-4650 / ange@ange.co.kr

판매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 

     (권당 판매가 18,000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강서미즈메디병원•포미즈여성병원•현산부인과•

허유재병원•에스더산부인과•분당제일여성병원•곽여성병원•시온여성

병원•W여성병원•미래여성병원•미즈맘병원•에덴병원•미래로병원• 

프라우메디병원•아이투비산부인과•강동미즈여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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