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한인 포탈 사이트 

구텐탁 코리아 
Media Kit 2020 



구텐탁 코리아 소개 

독일의 소식을 전하고 독일에 사는 우리들의 소식을 나누는  

신개념 한인 온라인 미디어, Guten Tag Korea!  

독일 한인 교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www.gutentagkorea.com 

이실장이 간다 이실장이 간다 

독일 뉴스 독일 뉴스 

구코 TV 구코 TV 

알림 광장 알림 광장 

비지니스 탐방 비지니스 탐방 

구인 구직 구인 구직 

커뮤니티 커뮤니티 

독일 핫 이슈 독일 핫 이슈 



www.gutentagkorea.com 

반응형 웹사이트 

점점 커지고 있는 독일의 한인 교민수에 비해, 모든 한인 교민들의 지적 열망을 채워 줄 미디어,  

그리고 서로간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었습니다.  
 

이에 구텐탁 코리아는 신개념 온라인 한인 미디어로서,  

한국 미디어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생한 독일의 소식을 전하며,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식을 나누는, 친구 같은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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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및 페이지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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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및 페이지뷰 

페이스북 그룹 운영 4개월만에  

2,000명 팔로워 달성 

1주일 간 – 약8,000명에게  

구텐탁 코리아 소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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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소개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독일  

교민들이 독일어를 어려워하고 있고,  

독일 사회의 소식에 관심이 적습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독일 뉴스는 이미 

독일의 모든 한인 교민들에게 생생한 

정보의 플랏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0개 이상의 독일 뉴스 포스팅) 

 

정치, 경제, 사회, 이슈, 이민, 교육 등 

모든 카테고리의 독일 뉴스 제공 
 

 

독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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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소개 

이제는 동영상 시대입니다.  

구텐탁 코리아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독일의 다양한 행사, 여행지,  

사업장, 화제의 인물 등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 이실장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 비지니스 탐방 

비지니스 탐방 게시판에 기업,  

사업장을 홍보 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info@gutentagkorea.com 

M: +49 176 4594 0144 

 
 

 

이실장이 간다! 



www.gutentagkorea.com 

컨텐츠 소개 

이제는 동영상 시대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70명 이상의 

독일 관련 유튜버 채널의 영상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행, 일상, 직장, 교육, 음식, 비지니스,  

독일생활 정보, 문화, 행복 멘트  

 

 
 

 

구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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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소개 

• 구텐탁 코리아는 100% 무료 업소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일 내 모든 서비스업 및 사업장은 무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업소 정보를 등록 후 홈페이지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구코 회원이 업소록 페이지의 연락하기 메뉴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면,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메일이 전송됩니다.  

• 프리미엄 광고를 통해서 광고, 홍보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등록 업소: 271개 업소 등록 완료 

 

• 업소록 메뉴 이용 방법 

1) 기업 회원 등록 후 (구코팀 지원) 

2) 업소 리스트 입력 (구코팀 지원) 

3) 업소록 등록 및 광고 메뉴를 통해   

      - 업소록 정보 수정 및 업데이트 

      - 업소록 프리미엄 광고 실행 

4) 업소록 등록 문의 

    support@gutenta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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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코 아카데미, 여행 정보, 부동산 민박, 자유게시판, 

독일어 질문, 유학일기, 블로그, 클럽&친목 모임, 핫이슈 

독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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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상품명 Media 사이즈(px) 특징 
금액 

(excl. 부가세 19%) 
갯수 

1 탑 배너 PC/Mobile 500 *105 
사이트 내  

모든 페이지 노출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5개 

2 메인 배너 

PC 696*100 
PC/Mobile 
메인 노출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5개 

Mobile 500*155 

3~10 
메인 페이지  
고정 배너 

PC 500*155 
메인 페이지 노출/ 

 고정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1개 
고정 

Mobile 500*105 

12 PC 고정 
PC 고정 

(No Mobile page) 
500*155 

메인 페이지  
고정 노출 

100€/1개월 
1개 
고정 

13 하단 배너 

PC 728*90 
사이트 내  

모든 페이지 노출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5개 

Mobile 500*105 

• 배너 광고 진행 시 비지니스 탐방 영상 촬영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 분기별 1회 홍보 기사 작성을 해 드립니다.  

• 할인 행사 등 광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포스팅 해 드립니다.  

• 필요 시 구텐탁 코리아에서 배너 제작을 해드립니다.  

       - 1개 사이즈: 35EUR 

       - 1개 사이즈 추가 시: 10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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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배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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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상품명 Media 사이즈 특징 
금액 

(excl. 부가세 19%) 
갯수 

12 뉴스 상단 배너 PC/Mobile 696 * 146 px 
모든 뉴스  
페이지 노출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5개 

13 뉴스 하단 배너 PC/Mobile 696 * 146 px 
모든 뉴스  
페이지 노출 

210€/1개월 
150€/6개월 이상 

5개 

14~16 
사이드 배너 
사이드 배너 

PC 500 * 155 px 사이트 모든  
페이지  

사이드 노출 

50€/1개월 8개 

Mobile 500 * 105 px 50€/1개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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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배너 소개 

• 배너 광고 진행 시 비즈니스 탐방 영상 촬영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 분기별 1회 홍보 기사 작성을 해 드립니다.  

• 할인 행사 등 광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포스팅 해 드립니다.  

• 필요 시 구텐탁 코리아에서 배너 제작을 해드립니다.  

       - 1개 사이즈: 35EUR 

       - 1개 사이즈 추가 시: 10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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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광고 

• 구텐탁 코리아는 최상의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기업 리스트 등록은 100% 무료입니다.  

• 기업 구인 광고: 99EUR/ 1개월 

• 업소 구인 광고: 79EUR/ 1개월 (식당 및 자영업, 서비스 업) 

 

• 구텐탁 코리아 회원은 이력서 보내기 클릭 한번 만으로 

기업의 구인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최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즐겨 찾는 기업 구인 

사이트로 자리매김 하려 합니다.   

• 구인 광고 내용은 매주 페이스북 및 뉴스레터를 통해서 

   독일 모든 한인 교민들에게 전달됩니다.  

 

• 기업 구인 페이지 이용 방법 

1) 기업 회원 등록 후 (구코팀 지원) 

2) 기업 리스트 입력 (구코팀 지원) 

3) 구인구직 마이페이지 클릭 

4) 새로운 구인 정보 등록 (손쉽게 신규 구인 광고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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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문의 

 

•  구텐탁 코리아 - 대표 이용주 

•  M: +49 176 4594 0144 

•  Email: info@gutentagkorea.com

   

mailto:info@gutentag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