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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패션 매거진

유저들이
정기적으로 즐겨찾는 사이트

실제 구매력 있는 유저들이
많이 찾는 디지털 채널

오직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오가닉 유저가 많은 사이트

푸시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회원 DB 보유

오픈율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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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 Instagram

*팔로워수 : 약 810,000
*예상 노출수 : 35,000
*단가 : 3,500,000원 (1회 기준)

*팔로워수 : 약 1,440,000
*예상 노출수 : 40,000
*단가 : 3,500,000원 (1회 기준)



Marie Gate Video

*1주일에 3가지 콘텐츠가 모두 노출되며 단독 브랜드로만 진행 가능.

1

월요일 아침 고정 코너
#월요병퇴치짤

에디터가 소개하는 맛집콘텐
츠 #마리슐랭

2 3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마리피트니스

마리끌레르 인스타그램의 3가지 이슈 콘텐츠 앞에 3초짜리 브랜드 영상을 노출시키는 상품

- Instagram Only



Highlight Story

*브랜드 제공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업로드

이미지 또는 영상* 총 5회 업로드**하이라이트 1주일 고정

더 보기>

웹사이트 or 커머스 랜딩 연결

- Instagram Only



IGTV

5분 이내 영상* 업로드 + 스토리 24시간 노출

*브랜드 제공 영상으로 업로드

- Instagram Only



Horoscope

주간 별자리 하이라이트 배경화면** 별자리 웹기사 상단 브랜드 제품 노출

*매주 일요일 카카오톡 푸시메시지가 나가는 마리끌레르 인기 콘텐츠

**배경 이미지는 마리끌레르 톤앤매너에 맞게 디자인 후 업로드

- Instagram Only



Rate Card

상품 금액(원)

Marie Gate Video - 풀영상 1회 포스팅 + 3초 3회 포스팅 5,000,000

Highlight Story – 이미지 또는 영상 총 5회 업로드 / 1주일 고정 5,000,000

IGTV – 5분 영상 업로드 + 스토리 24시간 노출 3,000,000

Horoscope – 주간 별자리 배경화면 + 별자리 웹기사 상단 제품 노출 10,000,000



02



Kakao Plus PKG

Advertorial
마리끌레르 웹사이트 애드버토리얼
Price : \4,000,000 

Kakao 플러스친구 푸시메시지
(약 16만통 발송 / 예상 클릭수 35,000)
Price : \7,000,000 

Package Price : \10,000,000

Advertorial



Naver Post PKG

모바일 광고 PC 광고

네이버 패션뷰티판 컨텐츠형 광고
이미지 썸네일 + 카피 + 광고주명
+ AD 버튼으로 구성
마리끌레르 네이버 포스트로 랜딩
예상 노출수 : 900,000view
예상 CTR : 0.7%

마리끌레르 SNS
마리끌레르 Instagram 1회 포스팅

Price : \10,000,000 



OK Cashbag PKG

OK Cashbag 잡지보고 적립하기
OK Cashbag App 내에 Branded 
Contents 노출
예상 노출수 : 450,000view
20만 아웃링크 게런티
Price : \7,000,000 (1주 기준)   

마리끌레르 SNS
마리끌레르 Instagram 1회 포스팅

Price :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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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l Video - Beauty

#바르다마선생

내용

에디터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통한 제품력 확실히 어필 가능.

클로즈업 촬영으로 사용법이 특이하거나 제형, 컬러가 독특한

경우 제품에 관한 이미지 정확히 전달 가능.

타겟

제품의 하우투를 어필하고 싶은 뷰티 브랜드.

바이럴

30초 내외 영상.

동영상 조회수 1만 보장.

#1주1리뷰

영상 제작 + 인스타그램 1회 포스팅

Price : \ 5,000,000*

*영상팀 제작시 제작비 별도



Viral Video - Fashion

내용

마리끌레르 스타 컬럼인 101 컬럼을 통한 2배 바이럴 효과
제품을 이용한 화보 룩 + 제품 누끼 지면 노출
제품을 바르고 사용하거나 스타일링한 모습을 담은 메이킹 영상

타겟

지면과 동시에 SNS 영상 진행을 원하는 패션&뷰티 브랜드

바이럴

30초 내외 영상.
동영상 조회수 1만 보장.

#101IDEAS 영상

지면 2P + 영상 제작(모델섭외비포함)*

+ 인스타그램 1회 포스팅
Price : \20,000,000 

*2차 활용시 비용 협의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le

내용

에디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간 듯한 느낌의 카메라 촬영법
으로 주목도 높임
현장 인터뷰와 음악을 어우러지게 담아 현장감을 어필가능
인스타 스토리 혹은 라이브로도 진행 가능

타겟

에디터 취재력+현장감+실시간 라이브를 담은 행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이럴하고 싶은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이럴

30초 내외 영상.
동영상 조회수 1만 보장.

#마리가간다

영상 제작* + 인스타그램 1회 포스팅
Price : \5,000,000*

*영상팀 제작시 제작비 별도



04



�
�

Full Banner

FULL BANNER

노출지면 모바일 메인/서브

사이즈 750 X 1200

용량 300kb 이하

포맷 JPG

단가(1주)
7,000,000원

(SOV 50%기준)



�
�

Top Banner

노출지면
PC/모바일
메인/서브

사이즈 980 X Max. 200

포맷 JPG 용량 300kb 이하

단가(1주) 4,000,000원 (SOV 50%기준)

비고 -

TOP BANNER
TOP BANNER



�
�

Sky Banner

노출지면
PC/모바일
메인/서브

사이즈 980 X Max. 200

포맷 JPG 용량 300kb 이하

단가(1주) 4,000,000원 (SOV 50%기준)

비고 서브지면은 첫번째 기사 하단 노출

SKY BANNERSKY BA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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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anner

노출지면 PC/모바일 메인 사이즈 1920 X760

포맷 JPG 용량 300kb 이하

단가(1주) 3,000,000원 (SOV 50%기준)

비고 고정형

MAIN BANNER
MAIN BANNER



�
�

Pop Up Banner

노출지면 PC 서브 사이즈 570 X 381

포맷 JPG 용량 300kb 이하

단가(1주) 2,000,000원 (SOV 50%기준)

비고 -

POP UP 
BANNER



�
�

Road Block PKG

Section Size SOV E.Impression E.CTR(%) Rate(KRW) 

PC
Main/Sub

Top Banner 980*200

50%

14,000 0.5%
6,000,000 Sky Banner 980*200 10,000 0.3%

Main Only Main Banner 1920*760 6,000 0.3%

Mobile
Main/Sub

Full Banner 750*1200 140,000 1.8%

14,000,000 
Top Banner 980*200 125,000 0.4%

Sky Banner 980*200 125,000 0.3%

Main Only Main Banner 1920*760 30,000 0.3%

PC
Main/Sub

Top Banner 980*200

100%

28,000 0.5%
12,000,000 Sky Banner 980*200 20,000 0.3%

Main Only Main Banner 1920*760 12,000 0.3%

Mobile
Main/Sub

Full Banner 750*1200 280,000 1.8%

26,000,000 
Top Banner 980*200 250,000 0.4%
Sky Banner 980*200 250,000 0.3%

Main Only Main Banner 1920*760 70,000 0.3%

*배너 위약금 (가부킹/확정부킹 구분X)
라이브 3주전~1주전 취소 : 진행 금액의 50% 청구
라이브 6일전~당일 취소 : 진행 금액의 100% 청구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