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er

Updated: 2019.04.17

1. 사용언어: 영어
2. 발행구분: 국제 금융 전문 월간지 (1926년 창간)
3. 발 행 국: 영국
4. 배포지역: 전세계
5. 발행부수: 28,430부 (Readership: 90,313)
6. 매체특성:
The Banker는 영국의 The Financial Times Ltd. 에서 발행하고 있는 은행 및 금융 전문지로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금융 업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Banker 리서치 팀은 세계 4,000여 개의 은행으로부터 은행 분석 및
자본 구성, 실적 등의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매년 세계 1,000대 은행(Top 1000 World Bank Ranking)을 비롯하여 최우수 은행 (Bank of
the Year Awards)을 선정하며, 그 외 Top 500 Banking Brands, 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Deals of The Year, Investment Banking Awards, Technology Rankings을 발표합니다.
Annual top 1000 World Bank Rankings (July Issue): 매년 7월 발행되며 기본자금 (Tier 1
capital / 총 자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1000대 은행을 발표합니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 업계에서 세계적인 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The
Banker 독자들은 적어도 1년 동안 본 이슈를 소유하며 세계 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최신의 참
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7. 지역별 구독자수
글로벌

유럽

북미/남미

아시아

90,313

50,572 (55%)

22,595 (14%)

9,222 (22%)

아프리카 및 중동

8. 광고요금 (2019, GBP 기준, Gross 금액)
Size

1 회 단가 기준

Full Page

GBP 13,450

Double Page Spread

GBP 22,950

9. 원고마감: 발행일 20일 전
* The Banker에 대한 추가 문의는 media@doobee.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924 (9%)

EUROMONEY

Updated: 2019.04.17

1. 사용언어: 영어
2. 발행구분: 국제 금융 전문 월간지 (1969년 창간)
3. 발 행 국: 영국
4. 배포지역: 전세계
5. 발행부수: 24,400부
6. 매체특성:
Euromoney는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돈 즉 국제금융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1969년 창간된
세계 최고 권 위의 월간 국제 금융 전문지임.
유로마켓은 70-80년대 국제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자본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음. 본지는 유로마켓의 동향을 심층 진단 보도 하면서 성장해
이 분야의 최고 위치 를 선점하였고, 이제는 세계 자본시장의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에게 없어서
는 안 될 귀중한 정보원으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본지는 경쟁지인 Institutional Investor까지 흡수하여 상호를 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Plc.로 개명하 였고, 대주주는 영국의 언론 그룹인 Daily Mail & General Trust사로서 안정적인 경
영을 할 수 있어 매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국제 자본 및 주식, 외환 시장의 흐름은 물론 Euro Bond, 신디케이트, 단자 시장에 대한 정
보와 기업 금융 의 현황 및 자산, 투자 관리, M&A 및 합작 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
공하여 금융 전문가, 기관 투자가, 은행가, 기업의 재무 담당 이사, 정보 분석가 등 세계의 각종
금융인들에게 최적의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7. 광고요금 (2019, USD 기준)
Size

1 회 단가 기준

Full Page

USD 42,656

Double Page Spread

USD 82,600

8. 원고마감: 발행 월 기준, 전달 20일까지
* Euromoney에 대한 추가 문의는 media@doobee.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