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성공 투자의 동반자 

‘월간 ANDA’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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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의 3번째 도전 

2003.4 뉴스핌 창간 
사시 : 정보후생(正報厚生) - 올바른 뉴스로 국민 삶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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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프리미엄 뉴스 ‘ANDA’ 오픈 
‘돈 내고 보고, 돈 낸 만큼 만족하는’ 양질의 기사 서비스·콘텐츠 유료화 

2016.7 오프라인 ‘월간 ANDA’ 창간 
글로벌 시각과 인사이트가 있는 재테크&비즈니스 동반자 

ANDA : 몽골어로 ‘의형제’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의형제처럼 
글로벌 도약과 성장,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월간 ANDA' 창간에 부쳐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
세게 몰려와 산업과 삶을 바꾸고 있고 저금리-저성장이 길어지면서 자산관
리도 세계화되는 추셉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찰력 있는 정보와 분석, 전망이 필요합니다.  

 

뉴스핌은 지난 13년 동안 온라인이라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
다시피 온라인은 신문과 마찬가자로 뉴스의 수명과 호흡이 하루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이로 인해 뉴스핌은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전
망을 품은 긴 호흡의 기사에 목말라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간 ANDA’는 뉴스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독자들의 이런 목마름에 제대로 
응답하는 기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월간 ANDA'가 선보일 핵심 콘텐츠는 자산관리의 세계화 추세에 맞춰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글로벌 재테크 노하우, G2를 넘어 G1을 향해 질주하고 있
는 중국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새로운 비즈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전
망입니다. 여기에 아트 재테크, 문화와 예술이 있는 여행, 스타와 파워 리더
들의 숨은 이야기 등 우리네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다양하고 재밌는 읽
을 거리가 풍성하게 제공됩니다.  

 

5명의 해외 특파원을 포함해 100여명의 뉴스핌 기자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
나갈 ‘월간 ANDA’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인과 
금융인, 투자자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로벌 재테크, 중국, 비즈 트렌드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문의해주세
요. '월간 ANDA'가 전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가 땀 냄새 나고 깊이 있는 심층 
취재를 통해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인, 금융인 그리고 독자 여러
분의 채찍과 성원으로 '월간 ANDA'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뉴스핌 대표이사 민 병 복 

뉴스핌이 ‘월간 ANDA’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주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뉴스핌 콘텐츠 경쟁력 
• 2016년 3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이후 급상승하는 방문자수 

 

 

 

 

 

 

 

 

 

높은 신뢰도 : 통신사 버금가는 뉴스 공급 제휴 
•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코스닥, 24개 증권사, 포털사이트 등 총 40여개 사에 기사 공급. 

탄탄한 국내외 취재 네트워크 
• 뉴욕, 북경, 시드니, 타이베이 등에 특파원 운영 

• 로이터, 블룸버그, 다우존스, 인민일보 인민망, 텐센트재경 등 해외언론사 제휴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기관 출입 

• 대기업, 중소기업, IT스타트업은 물론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커버 

2016년 6월 현재 취재인력과 임직원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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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는 뉴스핌, 세계가 보는 뉴스핌 



‘월간 ANDA’는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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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인터랙션(Interaction)으로 풍부해집니다. 
• 독자가 취재지시 : 독자가 궁금한 것을 취재지시하면 심층 취재합니다. 

• 소통 창구 개방 : 홈페이지·SNS·취재 Network 등 의견을 들을 귀를 활짝 엽니다. 

• 자문위원단 : 글로벌 재테크·차이나·뉴트렌드 3부문에 총 21명 자문위원 위촉. 

                    학계·공공기관·기업·금융 등 전문가 집단 



‘월간 ANDA’ 이런 분께 권합니다 

6 

PB(Private Banker) 그리고 재테크와 글로벌 뉴트렌드에 
관심있는 기업·금융인 
• 재산관리 뿐 아니라 세무·법률·상속 등까지 서비스하는 PB. 

•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인과 투자자. 

• 글로벌 뉴트렌드를 알고 싶은 기업·금융인. 

• 세계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전략이 궁금한 투자자.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캐피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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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3가지 핵심 콘텐츠 

글로벌 재테크 – GAM(Global Asset Management) 
주식·채권·통화 등 자산별 투자비중과 선진국·신흥국 등 지역별 분산 투자 전략. 단기·중기·장기 기간별 전망. 

차이나(China) 
서양의 시각만이 아닌 

중국 현지의 시각으로 

정보가치와 품격이 다른 중국 뉴스 제공. 

뉴 트렌드(New Trend) 
가상현실(VR), 드론(Drone),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새 먹거리, 새 성장동력 탐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연구실의 땀냄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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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3가지 핵심 콘텐츠 

한국인 브라질국채 
투자시점 

전저점에서 
반등하는 
환율 

글로벌 재테크 – GAM(Global Asset Management) 
•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돕는 동반자가 '월간 ANDA'입니다.  

• Global : 선진국의 안정성과 개도국의 성장성을 동시에 봅니다 

• Asset Management : 한 건의 대박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 Core Issue : 세계 경제와 시장을 좌우할 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 Insight :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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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3가지 핵심 콘텐츠 

중국을 한 눈에, '월간 ANDA' 차이나. 
• 유용성과 가치가 확 다른 중국 비즈니스 투자정보와 알면 알수록 흥미가 

더해지는 다양한 얼굴의 중국을 소개합니다.  

• 중국 정책과 투자환경, 마켓의 추세 변화와 경제 산업 분야 뉴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깊이있게 분석 전달합니다.   

• 중국을 움직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 인물들의 속깊은 이야기
를 전합니다. 

• 넓은 중국, 하지만 ANDA 차이나와 함께하면 현미경처럼 선명하고 정확
하게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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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3가지 핵심 콘텐츠 

뉴 트렌드(New Trend) 
• AI(인공지능)와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

업혁명의 주역과 새로운 물결을 집중 탐구합니다.  

• 글로벌 현장취재 :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현장에 달

려가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 파워인터뷰 :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CEO와 개

발자, 석학 등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각과 비전을 전합니다. 

• 스타트업 & 스마트기기 :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 대한민

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심 있는 스마트기기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한 셀럽(celebrity)을 만납니다. 
파워리더 :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경제 정치 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을 만납니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

고 시행하는 주인공들을 만나 What, Why, How를 묻고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라이징 스타 : 가까운 미래에 주역이 될 젊은 인재를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

해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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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콘텐츠 - CEO & PEOPLE 



혁신하는 금융,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자양분. 
성장 스토리 :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 진출과 해외자금조달 성공 사례. 

혁신 스토리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인물 스토리 : 금융사 CEO, 스타 PB, 주식고수 등 금융인. 

상품 스토리 : 돈 되는 보험 펀드 예금 등 소개 및 관련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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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콘텐츠 - Finance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은 존재 이유가 아니다.” 



알아두면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신 쇼핑, 라이프 스타일, 명품의 New Trend 

알고 마시면 맛있는 술 이야기, 맛집. 

건강한 생활, 세대별 체형별 맞춤 건강관리 백서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예술·여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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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콘텐츠 - LIFE·생활경제 



중국을 호령하는 한류스타와 
떠오르는 대세 연예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스타인터뷰 : 스크린과 안방극장, 화려한 무대 뒤 스타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직접 전하는  

                      흥미만점 에피스드와 일상 속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테이스티맵 : 스타들은 다 아는 그들만의 핫 플레이스로 안내합니다. 끝내주는 분위기는 기본!  

                      맛과 멋을 모두 담은 스타들의 아지트로 초대합니다. 

컬처프리뷰 : 매달 쏟아지는 영화와 뮤지컬, 골라보기 힘드시죠? 이제 컬처프리뷰에서 놓치면  

                      후회할 명작들만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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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ANDA’ 콘텐츠 - Entertainment 



‘월간 ANDA’ 광고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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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면 가 격 

Inside front cover Double Page Spread 
(표지 2면,대면광고) 

15,000,000 

Second Double Page spread 
(첫번째 양면광고) 

14,000,000 

Third Double Page spread 13,000,000 

Fourth Double Page spread 12,000,000 

Fifth Double Page spread 11,000,000 

Single Page Facing(목차대면) 7,000,000 

Double Page spread(내지양면) 8,000,000 

Single Page(일반내지) 2,000,000 

Inside Back Cover(표지 3면) 9,000,000 

Outside Back Cover(표지 4면) 16,000,0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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