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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TREND KOREA  
MAGAZINE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잡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와 정보,  자동차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전문 자동차 매거진  

 현재 미국 월 평균 독자 수 740만명 

 2005년 국내 발행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콘텐츠 잡지에 선정  

 국내 리더들에게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모터트렌드는 독창적인 편집 기사와 글로벌 자동차 소식을 통해  

20~40대 자동차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매거진 <모터트렌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4 우수 콘텐츠 잡지 

• 창간 : 2005년 9월 23일 발행 

• 부수 : 월 평균 50,000부 

• 총 발행국 : 17개국 (미국, 영국, 중국 외)  

• Position : No.1 Automotive Authority  

• 독자 프로필 : 20~40대 트렌드와 자동차, 테크놀로지에 관심 많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주로 30대) 

• 평균 총 페이지 : 220 pages , 평균 광고 페이지 : 50 pages  

• 주요 판매 및 배포처  

-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판매 

     코오롱모터스 VIP 200명 , 한성모터 VIP 200명에게 직접 배포  

     아시아나 항공 미주 및 유럽 퍼스트클래스&비즈니스클래스 비치 ,  

     커피빈 전국 350여개 전체 매장 비치, 전국 수입 자동차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VIP 남성 생활권 

     (서울 시내 호텔 및 고급 휘트니스, 골프장, CEO 모임) 등에 직접 배포  



32% : 20'S 

47% : 30'S 

21% : 40'S 

57% : COLLEGE GRADUATES 

22% : COLLEGE STUDENTS 

16% : POSTGRADUATE OR HIGHER 

5% : HIGH SCHOOL  

35% : 3-5 million  

26% : 5-7 millin  

25% : Above 7 million  

11% : Below 3 million  

나이 
AGE 

교육  
EDUCATION 

젊고 지적이며, 영향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모터트렌드>를 즐겨 봅니다. 

월수입 
MONTHLY 
INCOME 

MOTORTREND KOREA  
READERS PROFILE  

71% : SEOUL & GYEONG GI  

19% : OTHER SIX MAJOR CITIES 
(INCHEON, DAEJEON, DAEGU, BUSAN, 
GWANGJU, ULSAN) 
10% : OTHERS 

생활권  
LIVING 
AREA 



MOTORTREND KOREA  
CONTENT  

글로벌 감각의 고품격 잡지 <모터트렌드>는  

세계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자동차 잡지입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비평, 화려하고 대담한 비주얼로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 보여주는 시승기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해외의 발 빠른 자동차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중심으

로 한 흥미진진한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제공하며  

자동차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TREND 
최신 뉴스와 트렌드에 관한 크리틱  
 
 

TEST & DRIVES 
명확한 주제에서 접근, 정밀한 테스트와 분석으로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 보여주는 국내외 신차 및 빌 모델 비교 시승기, 국내 및 해외 칼럼니
스트가 선보이는 비평 및 분석기사   
 
 

FEATURE & DEPARTMENTS 
최신 트렌드 뉴스와 가십, 오피니언 전문가들의 예리한 비평과 칼럼, 신기술
과 뉴 트렌드에 관한 독특한 접근과 분석. 페이지를 펼치는 것만으로오 흥분
을 일으키는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기획 기사들  



MOTORTRENDKOREA.COM   
2018.10.05 (론칭) 

 

모터 트렌드코리아닷컴은 `자동차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독보적인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컨텐트 제작 및 사이트 운영으로 트래픽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   |  40만명/월    페이지 뷰  |  100만PV/월   주방문자  |  35 -44세 ( 40%) ,  남성 ( 80%)  
                                                                                       ( 2 0 1 9 년  상반기 /  Source: Google Analytics) 
  

 모든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맞게 최적화 되는 반응형 사이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digital-exclusive 컨텐트 제공 

>>> The World`s Most Entertaining Car Magazine 

>>> 수준 높고 전문적인 편집기사 & 시원한 레이아웃 

>>> 글로벌 감각의 현실적인 자동차 매거진 



페이스북  
좋아요 : 6만 명  

 
@motortrendkorea 

 

인스타그램 
팔로워 : 14.1만 명 

 

@motortrendkr 

<모터 트렌드>는 강력한 디지털 Audience를 바탕으로 높은 퀄리티의 자동차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노출을 극대화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팔로워 : 10만 명 

 
@모터트렌드  

네이버 포스트 
팔로워 : 11,000명 

조회수 : 171만 7천 /월 
@모터트렌드  

Motor Trend 
Social Media  

Total Social Audience | 31만 명 

※ 2019년 3월 기준 

FACE BOOK + INSTAGRAM + Kakao Plus Friends + Naver Post 



모터트렌드 매거진  

모터트렌드 웹/모바일사이트  
motortrendkorea.com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기타 미디어 

Naver 포스트 

Daum 자동차  

카카오 플러스친구  

Facebook  

Instagram 

허니스크린 

캐시 슬라이드 

국내 최고 자동차 콘텐츠 전문가 그룹이 직접 제작하는  
<모터트렌드>의 전문적이고 유익한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에서 유포, 확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ZUM.com / 뉴스 

YouTube 

MOTORTREND KOREA 
DIGITAL DISTRIBUTION 



- PRINT + DIGITAL PACKAGE 는 별도 문의  
- 2017년 평균 환율 기준 U$=KRW 1,150 산정 | EXCHANGE RATE : U$ = KRW 1,150 
- Rate card는 현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변동하는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OSITION LOCAL RATE USD   

COVER 

표 4  ₩                 14,000,000   US$                12,200.00  Back Cover 

Z-게이트 폴더  ₩                 16,000,000   US$                13,900.00  Z-GATE FOLDER 

표 2 + 양면  ₩                 14,000,000   US$                12,200.00  First special double-page spread (DPS)  

표 3  ₩                   4,000,000   US$                 3,500.00  Inside back cover 

표 3 + 양면  ₩                   8,000,000   US$                 7,000.00  Inside back cover double-page spread  

게이트 폴더   ₩                 24,000,000   US$                20,900.00  Gate Folder 

PREMIUM 

두 번째 양면  ₩                 13,000,000   US$                11,300.00  Second special DPS 

세 번째 양면  ₩                 12,000,000   US$                10,400.00  Special DPS before Contents 

Editor's Letter 대면  ₩                   4,500,000   US$                 3,900.00  Single page facing Editor's Letter 

목차 대면  ₩                   6,000,000   US$                 5,200.00  Single page facing Contents 

Copyright 대면  ₩                   5,500,000   US$                 4,800.00  Single page facing Copyright 

Contributors 대면  ₩                   4,500,000   US$                 3,900.00  Single page facing Contributors 

Reader's Letter 대면  ₩                   5,000,000   US$                 4,300.00  Single page facing Reader's Letters 

Main 

메인 기사 전 양면  ₩                   9,000,000   US$                 7,800.00  Spread pages before Main article 

Main article 대면  ₩                   4,000,000   US$                 3,500.00  Single page facing Main article  

Style Guide 대면  ₩                   3,500,000   US$                 3,000.00  Single page facing Style Guide 

ADVERTORIAL 기사식 광고 한면   ₩                   5,000,000   US$                 4,400.00  Single page advertorial  

MOTORTREND KOREA 
PRINT RATE CARD 



1) 예상 노출량(E.IMP)은 "예상" 수치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 플러스 친구 푸시 메시지 집행 시 별도 협의. 

3) 네이버 포스트 애드버토리얼 제작 시 별도 협의. 

※ PRINT + DIGITAL PACKAGE 는 별도 문의  

매체  노출영역 상품 기간 SOV E.IMP 1) 예상 CTR 단가 (원) 

motortrendkorea.com 

 메인/서브/전체페이지 TOP 

1week 

100%            200,000  0.45%      2,000,000  

 메인/서브/전체페이지 TOP Expandable 100%            200,000  0.70%      2,000,000  

 메인/서브 PPL 100%            100,000  1.10%      2,000,000  

 메인/서브/전체페이지 MIDDLE 100%            200,000  0.60%      2,000,000  

 메인, TV메인 TV 100%            100,000  n/a      1,500,000  

 모바일 (Only) Full POP UP 100%            200,000  1.10%   4,000,000  

 사이트  Advertorial 1회 ㅡ ㅡ n/a      2,000,000  

 Facebook Posting 1회 ㅡ  Fan / 6만  n/a      2,000,000  

 Instagram Posting 1회 ㅡ  Fan / 14만 n/a      2,000,000  

 플러스친구 2) Posting 1회 ㅡ   Fan / 10만  n/a   3,000,000 

 네이버 포스트 3) Posting 1회 ㅡ Fan / 1만  n/a   3,000,000 

MOTORTREND KOREA 
DIGITAL AD RATE CARD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