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생각

판촉물(맞춤책) 제안서



1. 삶의 가치를 전합니다.

사랑, 배려, 소통, 성실, 희망 등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내기 쉬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2.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한 쪽씩 읽는 구성으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없이 볼 수 있습니다.

3.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인, 소설가, 예술가, 과학자, 기업인 등 다양한 전문가가 쓴
글들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4.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와 작가의 말, 격언, 알아 두면 유용한
상식이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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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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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은 읽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책입니다.

1992년 8월 창간 후 지금까지 진실되고

성실한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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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책이란?
「좋은생각」에 귀사(귀하)광고나메시지를삽입해

판촉/선물용으로사용할수있는귀사(귀하) 전용책자제작서비스입니다.

1 전달할수있는정보량이 많습니다.

기본 3면의 전면 광고를 추가 비용 없이 실을 수 있으며, 옵

션 선택 시 내지 광고 총 8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락처 등 단순 정보만 표시하는 일반적인 판촉물과 단숨에

읽히고 버려지는 브로셔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2 배포목적에 따라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간 「좋은생각」, 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월간 「큰글

씨 좋은생각」, 더욱 작고 가벼워져 DM용으로 적합한 「미니

좋은생각」 까지 배포 대상과 목적을 고려 하여 책자를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좋은생각」의 브랜드가 신뢰감을높여줍니다.

「좋은생각」은 지난 28년간 가장 대중적인 잡지 브랜드로 사

랑받아 왔습니다. ‘밝음, 따뜻함, 긍정적, 착함’이 연상되는

「좋은생각」 의 브랜드 이미지로 귀사(귀하)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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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활용사례
교육기관・공공기관부터 대형기업,사업장홍보, 개인대소사까지

다양한곳에서다양한목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1 교육기관・공공기관 행사 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유

치원 등 각종 설명회의 홍보 책자로 활용하세

요. 공공기관의 새 사업을 홍보하거나, 교육생

유치를 위한 방문 활동 물품으로도 유용합니다.

2 기업에서 사용시

회사의 핵심 상품을 안내할 때, 세미나 참석자

에게 배포할 책자가 필요할 때, 지점에 배치할

물품이 필요할 때 고객 관리나 영업·홍보를 위

한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3 사업장 개업 시

병원, 식당, 미용실, 네일샵 등 마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귀 사업장만의 전문성과 특

별함을 알리고 싶을 때,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

로 「좋은생각」을 활용해 보세요.

4 그밖의대소사에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퇴임식 등 대소사를 함

께해 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때, 행사 정보뿐 아니라 소중한 메시지를 더해

특별한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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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책주요고객사
대한민국을대표하는 여러기업(기관)들은 이미

「좋은생각」 맞춤책으로고객과의소통에따뜻함을더하고있습니다.



큰글씨 좋은생각 좋은생각 미니 좋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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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책특징비교
대상고객과용도에따라다양하게출시된맞춤책을만나보세요.

책 크기와 본문 글씨 크기를 키워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읽기 좋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좋은생각」 표준형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의 미니 「좋은생각」은 작
고 가벼운 맞춤책 전용 책자입니다.

• SIZE : 180 x 264mm
• PAGE : 122

• SIZE : 150 x 220mm
• PAGE : 122

• SIZE : 127 x 188mm
• PAGE : 84

• 어르신 대상 기관·협회용 • 금융사·영업직 고객 관리용
• 지점 고객 대기 장소 배치용

• 매달 주기적인 DM 발송용
•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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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책가격단가
「좋은생각」에 광고를더하여저렴하게맞춤제작,활용해보세요.

큰글씨 좋은생각 좋은생각 미니 좋은생각

일반 판매가 4,000원 3,000원 맞춤책 전용(일반판매 X)

300 ~ 900부 3,500원 (13.5% ↓) 2,500원 (16.6% ↓) 2,200원

1,000 ~ 2,999부 3,100원 (22.5% ↓) 2,200원 (26.6% ↓) 2,000원

3,000 ~ 9,999부 2,800원 (30% ↓) 1,900원 (36.6% ↓) 1,700원

10,000부 이상 별도 상담

디자인 제작 대행 : 330,000원(VAT 포함)
① 컨셉 이미지 및 글귀 제공 필수

② 최대 2회까지 수정 요청 가능. 3회부터 추가 요금 발생

내지 광고 추가 옵션
① 두꺼운 종이 2p 추가 : + 200원/권

② 일반 종이 4p 추가 : + 320원/권

③ 일반 종이 8p 추가 : + 640원/권

광고면 기본제공 옵션
① 좋은생각, 큰글씨 좋은생각 : 3P

② 미니 좋은생각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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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프로세스
상담, 견적, 결제, 제작과정안내및관리, 계산서발급등전과정을

직원 1인전담제로실시해책임감을 갖고도와드립니다.

일괄 발송(택배 또는 화물 배송 이용) 또는

고객에게 DM 발송 가능(※ 별도 요금 발생)

파일 사양은 다음 페이지 참조

보내실 곳 : yes@positive.co.kr

전 과정 1인 전담 : 김은석 팀장

02-330-0302 / 010-6621-3992

제작 기간 : 평균 10일 소요

(미니 좋은생각 별도 상담)

상담 및 과정 안내

광고 디자인 파일 전달

인쇄 및 제작

발송(일괄/고객 DM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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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미지사양
이미지파일은 yes@positive.co.kr로 보내주세요.

B. 뒷표지 전면광고 C. 앞표지 내면 광고 D. 뒷표지 내면 광고

좋은생각, 큰글씨 좋은생각 미니 좋은생각

A. 로고 ai 파일

B. 뒷표지 광고 • SIZE : 156 x 226mm(사방 3mm 포함)
• 핵심 내용 : 142 x 212mm 이내
• 컬러 모드 : CMYK 
• 해상도 : 300dpi 이상
• 파일 형식 : ai 또는 PDF 파일

• SIZE : 133 x 194mm(사방 3mm 포함)
• 핵심 내용 : 119 x 180mm 이내
• 컬러 모드 : CMYK 
• 해상도 : 300dpi 이상
• 파일 형식 : ai 또는 PDF 파일

C. 앞표지 내면 광고

D. 뒷표지 내면 광고

A. 로고

★ 디자인 파일 제작 대행 : 330,000원(VAT 포함)

mailto:yes@positive.co.kr


자세한 사항은 www.positive.c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탁상용 명언집 미니 명언집 에코백, 캘린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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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판촉물
좋은생각사람들은 「좋은생각」 맞춤책외에도

선물하기좋은책(기프트북)과 굿즈를만들어판매하고있습니다.

http://www.positive.co.kr/


주소 0399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동교동)     대표번호 02-337-0332 / 080-033-0333     홈페이지 www.positive.co.kr

영업부 김은석 팀장

010-6618-3992
(02) 330-0302

yes@positi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