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MEDIA KIT 
2022



마리끌레르 사이트 
WWW.MARIECLAIREKOREA.COM

	 			UV:	110	만	
	 			PV:	850만

2021년 7월 GA기준

DIGITAL CHANNEL

KAKAO PLUS FRIENDS
PF.KAKAO.COM/_XLXMXGAZ 

네이버 포스트
M.POST.NAVER.COM/MY.NHN?MEMBERNO=23334075

FACEBOOK
WWW.FACEBOOK.COM/MARIECLAIRE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MARIECLAIREKOREA/ 

TWITTER 
TWITTER.COM/MARIECLAIREKR

YOUTUBE 
WWW.YOUTUBE.COM/USER/MARIECLAIREKR

MARIEVIEW 
WWW.MARIEVIEW.COM

팬수 125,126

팬수 11,834

팬수 
733,208

팬수 
2,230,000

팬수 95,558

팔로워 99,700명  

인플루언서 10,000명  

pf.kakao.com/_xlxmxgAz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3334075
www.facebook.com/marieclairekorea
www.instagram.com/marieclairekorea/
twitter.com/marieclairekr
www.youtube.com/user/marieclairekr
http://www.marieview.com/


MCK	COMMUNITY
MEMBERS 100,000

63.3% 25-44 20% 10%

RETURNING 
VISITORS

명 

유저들이 정기적으로 

즐겨찾는 사이트

AGE 
GROUP

실제 구매력 있는 

유저들이 많이 찾는 디지털 채널

ORGANIC 
SEARCH UV

오직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오가닉 유저가 많은 사이트

THE RATE OF 
OPEN EDM 
푸시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회원 DB 보유

DIGITAL 



FACEBOOK

733,209

YOUTUBE

99,700

INSTAGRAM

2,230,000NAVERPOST

11,834

AFFILIATE 
CHANNEL 

YEAR CIRCULATION

840,000

KAKAOFRIEND

125,126

24,000,000ANNUAL	
VISITORS

DIGITAL  



INFLUENCERS
MISS	MARIE	

BILLIONAIRE	CLUB

10,000 명 

DIGITAL  

http://www.marieview.com/


EMBLEM 
PACKAGE



엠블럼 +
마리끌레르 지면 2P 애드버토리얼

PRICE	:		10,000,000	
(사용기간: 1년,  온/오프라인 사용가능)	

엠블럼 +  영상제작 + 
마리끌레르 인스타그램 포스팅 1회 

PRICE	:		15,000,000

1 2

EMBLEM PACKAGE



DB 
PACKAGE



2018년 3월부터 마리끌레르 · 메종 웹사이트의 

활성 유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모아진 

패션 뷰티 고관심자 
진성 DB 10만명을 대상 (*2021년 11월 기준)

- 여성 74%, 남성 26%

- 24-38 회원의 비중이 55.9%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원

- FASHION, BEAUTY, 

   FOOD&TRAVEL 순의 관심사

- SMS 수신 회원 68%, EDM 수신 회원 59% 

- SMS 클릭율 3.8%, EDM 오픈율 7.5%

는 누구와 함께?

FASHION

24141

18835
14109

10996 11411 10374
6915

9318

BEAUTY FOOD&TRAVEL INTERIOR

DESIGN MOVIE STAR MUSIC & FESTIVAL

서울강남구 경기수원시 서울 서초구 서울강서구 서울노원구 서울동작구 경기안산시 

<19 24-28  34-38  44-48  54-58  64-68

DB PACKAGE



SMS·EDM·카카오플러스친구 PUSH 메시지 발송
마리끌레르 인스타그램 모집 포스팅 게재

이벤트 페이지 통한 신청

신청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통한 쿠폰 자동 발행

쿠폰 내 기재된 신청 매장으로 방문 및 샘플 수령 OR 할인혜택 

SMS·EDM·카카오플러스친구 
PUSH 메시지 발송

회원 대상모집

쿠폰 발행

매장 방문

DB PACKAGE 1 쿠폰 샘플링



회원 대상모집 리포트 제공

매장 방문 쿠폰 발행

DB PACKAGE 1 쿠폰 샘플링



○마리끌레르 웹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 제작

○회원대상 SMS&EDM 각 1회

○카카오플러스친구 PUSH 메시지 1회 

○인스타그램 포스팅 1회

○쿠폰 자동 발송

PRICE	:		
20,000,000

쿠폰 샘플링DB PACKAGE 1



국내 최고의  하이 로열티 액티브 오디언스를 보유한 마리끌레르·메종과 함께하는 프리이빗 품평 
브랜드 경험과 제품 테스팅 기회를 제공하여 브랜드 충성 고객을 만드는 동시에 

전담 에디터와 함께 명확하고 날카로운 품평의 결과를 도출, 향후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품평 결과는 지면 기사 뿐 아니라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 

바이럴 되어 효율 높은 광고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디지털 품평
2021

마리 프라이빗 품평단
0000000000 만족도 

브랜드명  
제품명  

96%

DB PACKAGE 2

디지털 품평



SMS&EDM PUSH 메시지 발송(2021 SMS 평균 클릭률 3.8%)
마리끌레르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 통한 신청

인구통계학적/ 관심사별/ 콘텐츠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 적용 후 선정

우편 발송에 의한 개별 테스팅 

오감에 의한 관능 평가지 시트 
(GOOGLE 서베이 연동을 통한 편의성, 추가 독려)

품평 모집 및 신청

품평단 선정

제품 테스팅

품평 리뷰

디지털 품평DB PACKAGE 2



품평 이벤트 
페이지 오픈 

회원 대상모집 및 
선정

테스팅 후 
서베이 진행

결과 노출
지면 + SNS

엠블럼 + 리포트 
제공

2021

마리 프라이빗 품평단
0000000000 만족도 

브랜드명  
제품명  

96%

디지털 품평DB PACKAGE 2



○마리끌레르 웹사이트 내 

품평 페이지 제작

○회원대상 SMS&EDM 1회

○개별 품평 진행(택배)

○앰블럼 제공

○지면 4P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포스팅 1회

○리포트 제공 

품평단 100명 

PRICE	:	20,000,000	
품평단 1,000명

PRICE	:	30,000,000
품평단 3,000명

PRICE	:	70,000,000
품평단 5,000명

PRICE	:	100,000,000	
(100명당 200만원 추가)

디지털 품평DB PACKAGE 2



서베이 
페이지 개설 

카카오플친
메세지 전송 

회원 대상
SMS 발송 

서베이 
참여

결과 리포트
작성 

인포그래픽 
제작 

온라인 서베이 DB PACKAGE 3

PRICE	:		
15,000,000



온라인 서베이 DB PACKAGE 3

경쟁사의 제품 비교 평가 

특정 브랜드에 치우치지 않는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소비자와 연결 

조사 대상이 막연할 때  

맞춤 리쿠르팅 제안을 통한
주요고객의 평가 기능 

신제품 출시 전 고객 반응을 
얻고 싶을떼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디테일한 리뷰 획득 

15,000,000

3,800,000

18,800,000
15,000,000

서베이 기획 7 DAY 설문 대상, 조사 규모 및 문항 제작 

 MAX. 5,000

고도화 작업 포함 

선택옵션 

7 DAY

3 DAY

7 DAY

7 DAY

서베이 웹 페이지 제작 / 문항 입력 및 테스트 

결과 리포트 작성 

인포그래픽 제작 (선택)

서베이 오픈 
(카카오 플러스 친구 메세지 / 회원대상는 SMS 발송) 

합 계 

스페셜 제안가 (VAT별도) - 20% 할인특가 

(VAT별도)



MARIE VIEW 
PACKAGE



미스 마리(MISS MARIE)

마리끌레르의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에 

적극적인 로열티 높고 스타일리시 한 

10,000명의 독자 커뮤니티

수십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파워 

인플루언서부터 취향과 감각이 

좋은 20-30대 감도 좋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47%

25%

42%

49%

22%

21%
9% 29%

15%

6%

5%
3%

9%

9%

4%
4%4%

2%

2%

14%

17%

4%

25-30세 

회사원 

기타  

서울 

19-24세 

학생 

11%
기타 

MD/VMD
100-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300-
400만원 

미만 

홍보 & 마케팅 

프리랜서 

디자이너 

교육 공무원 

개인사업 

전문직 

예술계 
종사자

37%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31-35세 

10%
36-41세 

기타 

<미스마리>연령 분포도 

직업 

거주 지역 

소득 수준 

WHO IS MISS MARIE 

마리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arieview.com/


미스마리 클래스
○미스마리 20명 클래스 

(케이터링 포함, 사옥 진행 기준)

○클래스 스케치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포스팅 1회 

○바이럴(미스마리 개별포스팅)

PRICE	:		
20,000,000

WHO IS MISS MARIE 



스킨 제작 하이라이트 내
수집 후 바이럴 

진행 내용
마리끌레르

인스타 바이럴 

스토리 생성 및 
개별 시딩 

시딩 인원 및
개별 참여 

마리끌레르
인스타 내

하이라이트 생성  

INSTAGRAM STORY SKIN - Instagram Only

스킨 제작  + 인스타그램 포스팅 +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고정 및 스토리 + 미스마리 시딩 20인 

PRICE	:		20,000,000 	



SNS
PACKAGE



팔로워수 : 약 733,209
예상 노출수 : 35,000

PRICE	:		4,000,000 

(1회 기준)	

팔로워수 : 약 2,230,000
예상 노출수 : 50,000

PRICE	:		4,000,000 

(1회 기준)	

팔로워수 : 약 99,700
예상 노출수 : 20,000

PRICE	:		3,500,000 

(1회 기준)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하이라이트 1주일 
고정

이미지 또는 영상
(총 5회 업로드)

브랜드 제공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업로드 + 인스타그램 스토리 
5회 포스팅(더보기 버튼 설정) + 하이라이트 1주일 고정

PRICE	:		5,000,000 	

HIGHLIGHT STORY - Instagram Only



VIDEO
PACKAGE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e

제품 컷 & 비주얼 제품 영상 &

손 모델 제품 영상 촬영으로

웰 메이드 영상 촬영 진행

◦ 제품 촬영

◦ 제품 영상

◦ 제품 & 손 모델 영상

*2차 활용 진행시 협의 필요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예시로 이동합니다.

제품 콘텐츠

PRICE	:		
5,000,000	-	8,000,000

https://www.instagram.com/p/CN4BH5Fl7DV/
https://www.instagram.com/p/B7aqUaRhJif/
https://www.instagram.com/p/CLbHcaBBsDt/
https://www.instagram.com/p/CH_3Jo0AH59/?igshid=1pl3ut3d5wcg5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e

인터뷰 영상 콘텐츠는 제품의 정보를 

인물을 통하여 노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느낌과 신뢰하는 

인물의 등장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전달 할 수 있다

◦ 셀럽 영상

◦ 인플루언서 영상

◦ 모델 영상

(VAT 제외)

*모델비 제외,2차 활용 진행시 협의 필요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예시로 이동합니다.

제품 콘텐츠

PRICE	:		
7,000,000	-	10,000,000

https://www.instagram.com/p/CMlhJX7hPyz/
https://www.instagram.com/p/COuTeOghEAp/
https://www.instagram.com/p/CJ5g4rqhtks/
https://www.instagram.com/p/COuu_jRFsG-/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e

비주얼 제품 영상 & 모델 제품 영상 촬영 

진행 으로 웰 메이드 영상 촬영 진행 

◦ 제품 기획 영상

◦ 모델&제품 기획 영상

*2차 활용 진행시 협의 필요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예시로 이동합니다.

비주얼 기획 콘텐츠

PRICE	:		
12,000,000	-	15,000,000

https://www.instagram.com/p/BqwpNydHePh/
https://www.instagram.com/p/COM8BKFj8b7/
https://www.instagram.com/p/CIfnyaFHZwM/?igshid=ez4a2d6u3371
https://www.instagram.com/p/CCIdL3anvf_/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e

타겟
에디터 취재력과 현장감을 담은 행사 영상

이벤트를 실시간 바이럴하고 싶은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내용
○  에디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간

 카메라 촬영법으로 주목도 높임

○  현장 인터뷰와 음악을 어우러지게 담아  

현장감을 어필가능

○ 인스타 스토리 혹은 라이브로도 진행 가능 

바이럴
○ 30초 내외 영상

○ 동영상 조회수 2만 보장

*영상팀 제작시 300만원 추가 

#마리가간다

영상 제작* + 인스타그램 1회 포스팅

PRICE	:		7,000,000 	



VIRAL VIDEO - Fashion · Beauty · Lifestye

타겟
신제품 소개를 위한 간단한 바이럴 영상제작을 

원하는 패션·뷰티 브랜드

내용
○  뷰티 - 에디터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통한 제품력 어필. 클로즈업 촬영으로

 제품 이미지 정확히 전달 

○  패션 -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담은 영상. 에디터의 일주일간 

착장 컷으로 스타일리쉬하면서 편안함 어필.   

바이럴
○ 30초 내외 영상

○ 동영상 조회수 2만 보장

*영상팀 제작시 300만원 추가 

#바르다마선생 - 뷰티 #1주1리뷰 - 패션

영상 제작* + 인스타그램 1회 포스팅

PRICE	:		7,000,000 	



ADVERTORIAL
PACKAGE



ADVERTORIAL
마리끌레르 웹사이트 애드버토리얼

	

KAKAO 플러스친구 푸시메시지 

(약 12만통 발송 / 예상 클릭수 36,000)

	
PACKAGE	PRICE	:		

10,000,000

KAKAO PLUS - PACKAGE



 OK CASHBAG 잡지보고 적립하기
 OK CASHBAG APP 내에 BRANDED CONTENTS 노출
 예상 노출수 : 450,000VIEW / 20만 아웃링크 게런티

 (1주 기준)  

 마리끌레르 SNS
  마리끌레르 

INSTAGRAM 1회 포스팅

		

PACKAGE	PRICE	:		10,000,000

OK CASHBAG - PACKAGE



DISPLAY
AD.



노출지면

사이즈

용량

포맷

단가(1주)

모바일 메인/서브

750 X 1200

300KB 이하

JPG

7,000,000원 

(SOV 50%기준)

FULL BANNER

FULL BANNER



TOP BANNER

TOP BANNER

TOP BANNER

노출지면 사이즈

포맷

단가(1주)

비고

4,000,000원 (SOV 50%기준)

 

용량

PC/모바일   메인/서브 980 X MAX. 200

JPG 300KB 이하



SKY BANNER

노출지면 사이즈

포맷

단가(1주)

비고

4,000,000원 (SOV 50%기준)

서브지면은 첫번째 기사 하단 노출

용량

PC/모바일   메인/서브 980 X MAX. 200

JPG 300KB 이하

SKY BANNER
SKY BANNER



MAIN BANNER

노출지면 사이즈

포맷

단가(1주)

비고

3,000,000원 (SOV 50%기준)

고정형

용량

PC/모바일 메인 1920 X760

JPG 300KB 이하

MAIN BANNER

SKY BANNER



POP UP BANNER

노출지면 사이즈

포맷

단가(1주)

비고

2,000,000원 (SOV 50%기준)

 

용량

PC 서브 570 X 381

JPG 300KB 이하

MAIN BANNER

POP UP BANNER



ROAD BLOCK  PACKAGE  

*배너 위약금 (가부킹/확정부킹 구분X)

  라이브 3주전~1주전 취소 : 진행 금액의 50% 청구           라이브 6일전~당일 취소 : 진행 금액의 100% 청구

SECTION

PC 6,000,000

MOBILE 14,000,000

PC 12,000,000

MOBILE 26,000,000

SIZE

TOP BANNER 14,000

SKY BANNER 10,000

MAIN BANNER 6,000

FULL BANNER 180,000

TOP BANNER 150,000

SKY BANNER 140,000

MAIN BANNER 50,000

TOP BANNER 28,000

SKY BANNER 20,000

MAIN BANNER 12,000

FULL BANNER 360,000

TOP BANNER 300,000

SKY BANNER 280,000

MAIN BANNER 100,000

980*200 0.50%

980*200 0.30%

1920*760 0.30%

750*1200 1.60%

980*200 0.40%

980*200 0.30%

1920*760 0.30%

980*200 0.50%

980*200 0.30%

1920*760 0.30%

750*1200 1.60%

980*200 0.40%

980*200 0.30%

1920*760 0.30%

MAIN ONLY

MAIN/SUB

MAIN/SUB

MAIN ONLY

MAIN ONLY

MAIN ONLY

MAIN/SUB

MAIN/SUB

E.IMPRESSIONSOV

50%

100%

E.CTR(%)  RATE(KRW)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