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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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진로 선택 입시 정보 제시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입시 준비생들의 올바른 대학 학과 선택을 위한 정확한 입시 정보 제공

▶ 정확한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평가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시 정보 자료 제공

▶ 우수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발굴 집중 홍보

훌륭한 교수진과 폭넓은 장학 제도 등 양질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 홍보

▶ 뷰티미용, 화장품 업계 인재 양성 시스템 집중 홍보

뷰티미용, 화장품 업계의 체계적인 교육 제도와 환경을 홍보해 대외적 이미지 향상 

◆ 제작사 : ㈜코스인 

◆ 제작기간 : 2017년 5~7월(발행 예정일 8월 10일)

◆ 배포 및 유통방법 

1) 뷰티미용, 화장품 계열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 직업전문학교  

2) 대학(2~3년제, 4년제), 사이버대학교 뷰티미용, 화장품학과 

3) 뷰티미용학원, 학점은행제, 뷰티미용 교육기관 입학준비생

4) 관공서, 뷰티미용, 화장품 관련 협회, 학회 등 기관 단체 

5)  전국 대형서점(교보문고, 반디앤루이스, 영풍문고 등), 온라인 전문서점(예스24, 11번

가, 인터파크, 알라딘 등) 

◆ 배포일시 

2017년 8월(하기방학)~11월(수시모집), 2018년 1~2월(정시모집) 

각 대학 하기방학과 수시모집, 정시모집에 홍보 활용   

◆ 발행부수 : 약 10,000부 

◆ 발행면수 : 300P 내외

◆ 판형 : 변형 4*6

2018학년도 대학 입시 핵심 가이드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가는 길

1)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140개) 2018학년도 입시정보 소개 : 무료 게재 

2)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각 대학 홍보PR 소개(2면) : 100만원(VAT 별도)

3) 각 지면별 광고 스폰서 : 광고 스폰시 10권 무료 증정 

면 별 면 수 광고금액(원 / VAT 별도)

표지 4 1 5,000,000

표지 2~3 1 3,000,000

내지 광고 1 1,000,000

기사식 광고 2 1,000,000

광고 
스폰서

발행 배경

제작 개요



* 입시전형 계획 

1)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 

2)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계획 

3) 2018학년도 2~3년제 대학 입학전형 계획

4) 2018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전형계획  

5) 2018학년도 수시, 정시모집 시기별 대학 현황 

* 대학별 핵심 가이드 

1) 2018학년도 전국 대학별 핵심 가이드 

2) 2018학년도 4년제 대학별 핵심 가이드 

3) 2018학년도 2~3년제 대학별 핵심 가이드 

4) 2018학년도 사이버대학교 핵심 가이드

◈ 2018학년도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입시요강 정리, 분석(수시, 정시모집)

◈ 2018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및 특장점 분석 정보

◈ 대학 입시전문가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입시 경향 분석

◈ 뷰티미용, 화장품 산업 산학협력 분석

◈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 특장점 분석 소개

1) 대학 및 학과 소개 : 학과장, 주임교수 인터뷰

2) 해당 대학 졸업생 성공 스토리

◈ 특별 부록(첨부) 

1) 2018학년도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별 입학정보 일람표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2016학년도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별 경쟁률 도표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대학(2~3년, 4년,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주소록 및 학과장, 주임교수 리스트

4) 전국 학점은행제 주소록 및 학과장, 주임교수 리스트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5) 전국 뷰티미용학원 현황 (출처 : 한국학원총연합회)  

6) 전국 뷰티미용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주소록 

7) 전국 뷰티미용, 화장품 관련 협회, 학회 등 단체 현황 및 주소록

1)  화장품 뷰티 대표 신문 “코스인코리아닷컴” 

(www.cosinkorea.com) 대학별 기획특집  

기사 취재보도 서비스 

• 캠퍼스 섹션 : 대학 소식 등 상시 기사 보도

• 기획특집 : “빅 스타트! 뷰티 화장품 대학을 

가다” 대학별 탐방 기사 연재

2) 대학 홍보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 희망 대학 월 1회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제공

부가
서비스

코스인 광고마케팅국

Tel 02)2068-3413     Fax 02)2068-3414     이메일 green3410@cosinkorea.com
제작 및 광고 스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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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뷰티 산업 뉴스

•  업체, 해외, 원료, 부자재(용기, 포장), 임상기관, 

대학, 아카데미, 뷰티미용, 기관 단체, 지자체 등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주관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및 건설팅

•단행본, 사보, 회보 출판 대행

•맞춤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리포트, 도서, 동영상강의

• 화장품 연구개발 기술 전문 저널

•뉴스레터 이메일 마케팅

•컨슈머리뷰 블로거 마케팅

•차이나 마케팅 

웹, 모바일 뉴스 

부대사업

교육센터

코스인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B2C 온라인 마케팅
화장품 뷰티 

대표 신문

정확한 뉴스, 정보 제공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젊은 생각과 창의적인  마인드로 화장품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보와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웹

과  모바일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

나 소통하는 뉴스정보 매체입니다.

열린 시각 앞선 사고로 화장품 뷰티 산업 리더

화장품 뷰티 산업에 필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문

화를 창출하고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전문매체로서 화장

품  뷰티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가교 및 리더 역할에 앞

장서겠습니다.

비즈니스 통합자 지향

도전 열정 혁신을 핵심가치로 삼아 항상 화장품 뷰티 산업

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하는 산업계의 선구자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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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602(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Tel. 02)2068-3413   Fax. 02)2068-3414

(주)코스인  www.cosinkorea.com

 facebook / cosinkoreacom   twitter / cosinkoreacom  •webhard.co.kr ID cosinkorea  PW 12345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요 콘텐츠

뉴스|뷰티|캠퍼스|해외|교육|커뮤니티

토탈|기초|헤어|원료|부자재|컨설팅|게시판

리포터|도서|동영상 교육|코스인몰 안내

유관기관|화장품단체|뷰티단체|학회

세미나|맞춤교육|교육과정|교육뉴스|자료실

리뷰신청|당첨자발표|사용후기|컨슈머리포트

뉴  스

OEM ODM

코스인몰

기관단체

박람회뉴스|박람회일정|박람회관람|박람회동영상|박람회모집박람회

교육센터

컨슈머리뷰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뷰티
대 표  신 문  

코스인코리아닷컴  
www.cosinkorea.com

화장품 연구개발 기술 전문 저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www.fragrancejournal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