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Licensing은 세계 라이선싱, 머천다이징과 관련된 다방면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했다. 현재, Total Licensing은 글로벌 라이선싱 업계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라이선싱의 각 
분야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전문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Total Brand Licensing은 브랜드와 패션, Total Art Licensing는 아트, 일러스트, 디자인을, Total Licensing UK와 

Total Licensing Australia는 영국과 호주의 각 업계 정보 보도를그리고 Total Licensing Report는 매주  최신 
라이선스 뉴스를 신속하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있다. 
105개국, 84,000명의 라이선스 업계 B2B 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광고주는 세계 

35개국에 달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Total Licensing의 발행물을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 라틴아메리카에 배포 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광고/기사광고 판매 공식 대행사：주식회사 젠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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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호 2017년 겨울호 2018년 봄호 2018년 여름호 

 특집 기사 Key Features 

Brand Licensing 

Europe프리뷰 

노스텔지어（레트로）

라이선싱 

아동 어페럴 분야 

MIPCOM & MIP Junior 

프리뷰 

완구 라이선싱 영화 라이선싱 

비디오게임 라이선싱 

음악 관련 앱 라이선스 

Kidscreen  프리뷰 

아동 타겟 출판계 

각 북 페어 프리뷰 

MIPTV프리뷰 

TV 애니메이션 

Licensing Expo프리뷰 

일본 특집 

음식과 라이선스 

셀럽 라이선스 

라이선스 원탁회의 

주목 지역 Territory Spotlight 

영국(지역매체) 

중국과 홍콩 

인도 

러시아 

중동 

독일 

북유럽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지역 매체) 

일본 

라틴아메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특별 배포처 Bonus Distribution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런던) 

MIPCOM & MIP Junior 

(프랑스) 

라이선싱 마켓(독일) 

중국 라이선싱 엑스포 

재팬 콘텐츠 쇼케이스(도쿄, 

이케부쿠로) 

홍콩 라이선싱쇼 

키즈클린서밋(미국) 

뉴욕 토이페어 

영국 토이&하비페어 

뉘른베르크 토이페어 

영국 봄 기프트쇼 

UK Spring Gift Fair 

라이선싱 월드 러시아 

카자쵸크 라이선싱 

포럼(프랑스) 

볼로냐 아동도서 

페어(이탈리아) 

런던 북페어 

MIP TV(프랑스) 

멜버른 

토이페어(오스트레일리아, 

지역매체) 

라이선싱 엑스포(라스베가스) 

라이선싱 재팬 

한국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영국 가을 기프트쇼 

에이스페어 (한국, 광주)  

한국 광주 ACE Fair 

 

 

마감일, 예정발행일 Deadlines & Planned Publication Dates 

기사 원고 마감일: 2017.8.19 

광고 입고 마감일: 2017.9.5 

디지털 발매일: 2017.10.1 

인쇄지 발매일: 2017.10.6 

기사 원고 마감일: 2017.12.5 

광고 입고 마감일: 2018.1.5 

디지털 발매일: 2018.1.19 

인쇄지 발매일: 2018.1.20 

기사 원고 마감일: 2018.2.22 

광고 입고 마감일: 2018.2.25 

디지털 발매일: 2018.3上旬  

인쇄지 발매일: 2018.3.上旬 

기사 원고 마감일: 2018.4.12 

광고 입고 마감일: 2018.4.28 

디지털 발매일: 2018.5上旬 

인쇄지 발매일: 2018.5上旬 

광고/기사광고 판매 공식 대행사：주식회사 젠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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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Licensing은 

105개국・84,000명 이상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유력한 

글로벌 라이선싱 비즈니스 정보 

계간지입니다. (연 4회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