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프로젝트 컴퍼니에이프로젝트 컴퍼니는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세계진출을 위하여

설립된 플랫폼 기업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온라인 뉴스 & 정보제공 플랫폼  K-ARTNOW.COM을 통하여

한국 동시대 미술계의 주요소식을 해외에 알리고

온라인 아카이브 & 아트마켓 플랫폼   K-ARTIST.COM을 통하여

한국 동시대 미술가들의 세계진출을 도모합니다. 



CEO & FOUNDER

김종호는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예술기획을 전공하였다. 

1995년 갤러리서미 큐레이터로 시작하여 카이스갤러리(1996-1997) 기획실장과 국내 
최초의 토탈 아트 컨설팅 컴퍼니인 코팩아트컨설팅(1999-2000)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였다.  

이후 SK에서 설립한 뉴미디어 미술관 아트센터나비(2001-2002) 학예연구팀장(선임연구
원)과 갤러리현대(2004), 덕원갤러리(2005-2006)에서 디렉터로 일하였다. 

1996년부터 <서미아카데미>, <카이스포럼> 등 컬렉터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고,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큐레이터 지망생을 위하여 마련한 ‘큐레이터와 
큐레이팅’(1999), 한전 문화센터에서 미술 애호가를 위한 강좌 프로그램 ‘현대미술의 
감상과 이해’(2003)의 강좌기획과 전임강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국의 젊은 
미술가 45인과의 인터뷰>(김종호/류한승 공저, 2006)가 있다.

2006년 9월 뉴욕 진출 후 아트 컨설턴트 및 딜러로서 현지 갤러리들과 일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가나아트뉴욕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Armory Show, Pulse, ACAF 등 다양한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2008년 두산연강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두산갤러리 서울의 디렉터로 임명된 후 
2009년 7월 두산갤러리 뉴욕 및 두산레지던시 뉴욕을 설립하고 총괄 디렉터로서 뉴욕에 
머물며 2017년 6월까지 한국 동시대 미술가들의 해외활동을 지원하였다.

2017년 7월 귀국하여 교육 컨설팅 에이전시 ART M&C를 설립하고 국내 유수의 대학과 
기업, 컬렉터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미술강의 및 컬렉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21년 6월 한국 동시대미술의 세계진출을 위한 플랫폼 기업 에이프로젝트 컴퍼니를 
설립한 후 2023년 현재까지 K-ARTNOW.COM과 K-ARTIST.COM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호 김종호 
Jay Jongho KimJay Jongho Kim
CEO & Founder



TEAM

박소옥 (So-Ok Park)박소옥 (So-Ok Park)
Researcher & Editor

K-ARTNOW.COM K-ARTNOW.COM 
Person in Charge

경력경력

Editor of
www.arttriangle.org

Special Project Manager of 
AHL Foundation

박종현 (Bell Park)박종현 (Bell Park)
Gallery Manager & Web Manager

K-ARTIST.COM K-ARTIST.COM 
A gallery & A lounge A gallery & A lounge 

Person in Charge

경력경력

Researcher of 
Art M&C

Researcher of
Nefs Paju Project Team

김희조 (Heejo Kim)김희조 (Heejo Kim)
Art Director & Designer

Aproject CompanyAproject Company
Person in Charge of Design

현, 시각예술가 & 현, 시각예술가 & 
우주스튜디오 대표우주스튜디오 대표

경력경력

Arnell Company 
(Creative Development Manager)

Blank Space Gallery (Assosicate Director)

Dobbin St. (Venue Coordinator)

정구현 (Guhyun Jung)정구현 (Guhyun Jung)
Web Designer & Dev.

K-ARTNOW.COM & K-ARTIST.COM K-ARTNOW.COM & K-ARTIST.COM 
Person in Charge of Web Design

현, TypeG Design 대표현, TypeG Design 대표

경력경력

외환은행 본점
D&SHOP 본사
11번가 본사

DNSC (SKT 법인팀)
국민애드 디자인실 실장





Objective K-ARTIST.COM은 선별된 한국 동시대 미술가의 세계 미술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립된 온라인 아카이브 & 아트마켓 플랫폼입니다. 

K-ARTIST.COM은 투명한 작품가격 공개와 합리적인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K-ARTIST.COM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을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하여 선순환적 미술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Sales & Resales
System

K-ARTIST.COM 참여 작가들의 원작을 활용한 판화나 포스터, 

피규어나 굿즈 등 다양한 연계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하므로써 

순수미술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One Source
Multi-Use



지금까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가 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50~100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K-ARTIST.COM 참여작가들에 대해서는

아카이브를 통하여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프로모션을 통하여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세계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Participate Korean Artists 



A galleryA gallery는 K-ARTIST.COM을 통하여 

소개되는 한국 동시대 작가들의 개인전, 

기획전, 상설전을 개최하는 전문 갤러리

입니다. 

또한 K-ARTIST.COM 참여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재판매 전시나 특별 기획전

등을 통하여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A Partial installation view of A gallery Exhibition, March 2023. Artist: Heejo Kim

Open : 10am – 6pm (Mon-Fri)

Venue : 216 Dosan-daero, #B1F, Gangnam-gu, 06047 Seoul, KOREA

Online : @agallery.space

Contact : 0507-1461-7815  aproject.company@gmail.com 



A loungeA lounge는 국내 최초로 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전문 갤러리로서 캐주얼 

다이닝과 수제 프리미엄 맥주를 즐기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각 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컬쳐 스페이스입니다.

A Partial view of A lounge Exhibition, March 2023. Artist: Ji Yongho, Hong Kyoungtack

Open : 10am – 6pm (Mon-Sat)

Venue : 216 Dosan-daero, 3F, Gangnam-gu, 06047 Seoul, KOREA

Online : @alounge.space

Contact : 0507-1461-7815  aproject.company@gmail.com 





Objective K-ARTNOW.COM은 한국 동시대 미술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전달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아트 뉴스 및 정보제공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 문화와 동시대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K-ARTNOW.COM은 한국 동시대 미술에 대한 주요 소식과 세계 

미술의 현장을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매주 2-3회 뉴스레터로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약 500개의 한글과 영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1,500개 이상의

컨텐츠와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Posting & 
Newsletter

한국,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에 

약 2,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간 약 700회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ubscribers



Advertising  Kit 2023

플랫폼 오픈일 : 2021. 11. 1

첫 뉴스레터 발송일 : 2021. 11. 1

등록된 컨텐츠 수 : 한글 250개 / 영어 250개 

총방문객수 20,000 명 이상 (2023. 3. 15 기준) 

총방문횟수 : 50,000 회 이상 (2023. 3. 15 기준) 

Traffic Report

Traffic by countries Top Referring Countries



PREMIUM
AD PLACEMENTS

메인 배너메인 배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슬라이드로서, 모든 페이지의 최상단에서
볼 수 있기때문에 노출도가 가장 많아 광고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일1일 30일 이상/ 중장기계약

5 만원5 만원 가격 문의

광고비용광고비용  (부가세별도)

PC 1,140(폭) x 400(높이) px JPG 
or

PNGMobile 400(폭) x 400(높이) px

이미지 크기 및 형식이미지 크기 및 형식

기한 3일전까지 제출

이메일 kartnow.com@gmail.com

제출 및 기한제출 및 기한



SPECIAL
AD PLACEMENTS

PC 사이드 배너 & Mobile 아티클 배너PC 사이드 배너 & Mobile 아티클 배너
제일 큰 사이즈의 사이드 배너와 매주 전 세계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의 
모든 아티클에 삽입되는 단 3개의 광고 증 하나의 배너입니다. 

1일1일 30일 이상/ 중장기계약

4 만원4 만원 가격 문의

광고비용광고비용  (부가세별도)

PC 500(폭) x 600(높이) px JPG 
or

PNGMobile 500(폭) x 100(높이) px

이미지 크기 및 형식이미지 크기 및 형식

기한 3일전까지 제출

이메일 kartnow.com@gmail.com

제출 및 기한제출 및 기한



EFFECTIVE
AD PLACEMENTS

메인 배너 아래 박스 광고메인 배너 아래 박스 광고
모든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박스 배너로서 비용에 비해 높은 
노출 빈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일1일 30일 이상/ 중장기계약

3 만원3 만원 가격 문의

광고비용광고비용  (부가세별도)

PC
500(폭) x 100(높이) px

JPG 
or

PNGMobile

이미지 크기 및 형식이미지 크기 및 형식

기한 3일전까지 제출

이메일 kartnow.com@gmail.com

제출 및 기한제출 및 기한



STANDARD
AD PLACEMENTS

사이드 배너사이드 배너
컴퓨터 화면의 메인 페이지와 각 아티클 우측에 항상 노출되며 
모바일에서는 모든 화면과 메인 아티클의 아래 부분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1일1일 30일 이상/ 중장기계약

2 만원2 만원 가격 문의

광고비용광고비용  (부가세별도)

PC 500(폭) x 500(높이) px JPG 
or

PNGMobile 500(폭) x 100(높이) px

이미지 크기 및 형식이미지 크기 및 형식

기한 3일전까지 제출

이메일 kartnow.com@gmail.com

제출 및 기한제출 및 기한



ECONOMY
AD PLACEMENTS

사이드 배너사이드 배너
컴퓨터 화면 메인 페이지와 각 아티클의 우측에 항상 노출되지만 
스탠다드 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모바일에서는 모든 화면과 메인 
아티클의 아래 부분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1일1일 30일 이상/ 중장기계약

1 만원1 만원 가격 문의

광고비용광고비용  (부가세별도)

PC 500(폭) x 350(높이) px JPG 
or

PNGMobile 500(폭) x 100(높이) px

이미지 크기 및 형식이미지 크기 및 형식

기한 3일전까지 제출

이메일 kartnow.com@gmail.com

제출 및 기한제출 및 기한



Contact & Bank Information

K-ARTNOW.COM 의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문의광고문의

은행 : 국민은행

예금주 : (주) 에이프로젝트컴퍼니

계좌번호 : 096301-04-091970

입금계좌안내입금계좌안내

담 당 : 김종호

전 화 : 010 3208 0106

이메일 : kartnow.com@gmail.com

연락처연락처

Contact & Bank Information



에이프로젝트 컴퍼니는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설립된 플랫폼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