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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www.metroseoul.co.kr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 남궁  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문로2가 1-141 

창 간 일 : 2002년 5월31일 

자 본 금 : 6,034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206-81-60793 

사업영역 : 신문발행업/광고업/출판인쇄업/공연문화             



2 

07. (주)메트로서울홀딩스 설립 

11. Metro International S.A (MISA) 

    합작사업 MOU 체결 

02. (주)메트로신문사 사명 변경 

08. 메트로신문 부산지사 설립 

03. 종로세무서 – 우수납세업체 표창  

05. IOS(아이폰) 뉴스 App 서비스   

08. 제2회 ‘희망드림콘서트’ 주최   

2006 

2003 

2010 

05. 제3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인터넷신문협회 가입 

09. 포털사이트 ZUM 모바일 뉴스 제공 

     구글뉴스스탠드  App 제공 계약 

12. 송년음악회 개최 

     온라인 사이트 운영 관리 자체 개발 

2001 

05. 청계천 걷기대회 개최 

12. 송년음악회 개최       

2007 

2011 

2001~2005 

2006~2009 

2010~2013 

2014 

2013 

2012 
05. MISA 와 신문 발행 계약 체결 

     메트로신문 창간 

06. 한국ABC협회 가입 

2002 

2004 

2005 

03. 중앙일보 전략적 제휴 

07. MISA 지분 투자(5%) 

06. 양재미디어 CTS 도입 

09. MISA 지분 투자(24.99%) 

11. 국내 최초 신문중철(stitchiing) 실시 

2008 

06. 국내최초 독일월드컵 기간 중 

     스포츠섹션 특별판형 

11. 세계 최대 글로벌 신문  

     기네스 인증 

04. 신문로 사옥 이전 

05. 창간6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2008 러브스토리 해피투게더’ 

09. 스타 사진전 개최 

12. 송년음악회 개최 

2009 

03. 정명훈 서울시향 

     제1회 ‘희망드림콘서트’ 주최 

05. 가정희망음악회 공연 개최 

     ‘러브스토리해피투게더’ 

09. 영화 아바타 프로모션 진행 

12. 송년음악회 개최 

03. Café Ato 오픈 

09. 제1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10. 제1회 ‘마당음악회’ 개최 

03. 제2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06. 창간 10주년 가족사랑  

     건강 달리기 대회 개회 

06. 창간 10주년 기념음악회  

     예술의 전당 IBK채임버홀 

10. 뉴미디어국 신설(온라인강화) 

회사연혁 

01.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03. 강원도 인제군 ‘캠핑빌리지 조성’ 계약 

05. 창간 11주년 ‘힐링음악회’ 개최 

     부산모터쇼 특별판 발행 

06. 브라질 월드법 특별판 발행 

09. 구글뉴스스탠드 베타 서비스 시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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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메트로는 편집국, 뉴미디어국, 통합마케팅국 
경영기획실 등 80명의 직원이 1년 365일  
하루도빠짐없이 독자에게 뉴스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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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생산량 

월 전체기사량(연예기사량) 자체기사량 1일 평균기사량 

6월 7,779(1,549) 6,145 259 

7월 8,454(1,755) 6,425 273 

8월 7,768(1,694) 5,826 251 

  2014년 6~8월 전체기사 생산량 및 자체기사 비중   



5 

  전국 70개 종합지 중 점유율 8위 

     201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위원회 

  지하철 출퇴근자 열독율 3위(조선, 중앙) 

     2013년 2월 한국리서치 무료신문 열독율 조사결과 

  일 독자 전국 약 54만명 / 서울 약 50만명 

     Media index 2012년 ¾분기 

  발행부수, 전국 종합지 6위 /무료신문 1위 

     2010년 10~12월 ABC협회 보고서 

  전국 대학생 이구동성 부동의 1위 

    2012년 10월 한국대학신문 전국주요대학생 조사 

지면 신문 소개 

 세계 최대 무료 종합일간지로서 정치,경제,사회,산업,IT,라이프,연예,스포츠 등 국내  
일반뉴스 및 기획취재뉴스와 함께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27개국 220여  
도시에서 활동하는 2000여명의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글로벌메트로'의 최신 이슈 및   
트렌드를 독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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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업계 최초 해상도 반응형 홈페이지 적용 

실시간에 기사 업데이트에 맞춘 UI 구성 

일 300건 기사 생산 / 일 평균 방문자 10만 

일 평균 15만 페이지뷰 이상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이벤트 진행 

지속적인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 상승 

20~60대 남녀노소 방문자(현재 회원 26만명) 



7 

배너광고 상품 소개(메인) 

1. 메인 탑 배너 

사이즈 350 * 75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1 2 

3 

4 

2. 메인 탑 우측 배너 

사이즈 200 * 77 / 300k 

노출 Rolling CPM 2,500 

3. 메인 중앙 배너 

사이즈 300 * 170 / 300k 

노출 Rolling CPM 4,000 

4. 메인 좌측 하단 배너 

사이즈 658 * 130 / 300k 

노출 Rolling CPM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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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뷰 탑 배너 

사이즈 350 * 75 / 300k 

노출 Rolling CPM 4,000 

1 2 

3 
2. 기사 탑 우측 배너 

사이즈 200 * 77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3. 기사뷰 중앙 배너 

사이즈 250 * 250 / 300k 

노출 Rolling CPM 5,000 

4. 기사뷰 중앙 하단 배너 

사이즈 250 * 150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4 

배너광고 상품 소개(기사뷰)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1 메트로신문사 

뉴미디어국  김재현 부장  

TEL 02-721-9858 / Mobile 010-6423-5821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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