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I P 제 안 

㈜ 가야미디어  전략기획팀 



VIP  

THE NEIGHBOR VIP란? 

세련된 테이스트와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3,40대  VVIP 멤버로  

브랜드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최강의 매거진 마케팅 툴을 제공합니다. 

 

THE NEIGHBOR VIP의 선정 기준은? 

거주 지역 및 연평균 소득은 물론 쇼핑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등 차별화된 <더네이버>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THE NEIGHBOR VIP 회원은  트렌디한 스타일과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며, 막강한 소비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THE NEIGHBOR VIP의 활동 방향은? 

더네이버 VIP 회원 외에 KB국민은행 강남지점, 아난티 펜트하우스,  차움 메디컬 센터, 반얀트리 클럽앤 스파, 코오롱 모터스 BMW 강남지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사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맞춤형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브랜드의 VIP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Expected Result 



VIP  

MIRAE 

CLUB 
더네이버 VIP 

800명 

PARTNER 
7,800명 

VIP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회원들에게 더네이버 발송 및 회원을 대상으로한  

브랜드와의 클래스 진행, 전시회,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 초청을 통해,지속적으로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300명  / 차움 : 700명  반얀트리: 4,000명  / 아난티   2,000명  /  BMW  :300명 / 베스트 클래스 : 500명)  

VIP 8,600명 

Expected Result 

서울, 수도권  >  거주 지역 및 연평균 소득은 물론 쇼핑 패턴과 라이프스타일 등 차별화된 기준으로 선정된  

                            세련된 취향과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3,40대 VVIP 여성 커뮤니티. 2018년  기준 600명. 

                            (미래회, 고급 주거지 거주자, 백화점 SVIP, 고급 스포츠 클럽 회원 등으로 구성) 

부      산        >  기업가,전문직 200명으로 구성 (차세대 CEO 모임 , 부산 아트페어 컬렉터 모임 회원) 



VIP  Expected Result 

나이 

20~34세   23%     

35~39세   25%    

40~45세   35%   

45~이상  17%   

■ 세련된 취향과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3,40대 VVIP 여성 커뮤니티, 2018년  기준 600명으로 구성 

■ 미래회,고급 주거지 거주자, 백화점 SVIP, 고급 스포츠 클럽 회원 등 

직업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    28.5%     

주부 25%    

회사원   25%   

CEO  7.2%   

기타(프리랜서 등)   14.3%   

거주지 

분당  9%     

도곡/대치  13.7%    

서초/방배  18.4%   

삼성  9%   

압구정/청담  27.2%   

기타  22.7%   

▶ 서울, 수도권 

■ 기업가,전문직 200명으로 구성 

■ 차세대 CEO 모임 , 부산 아트페어 그림 컬렉터 모임 
▶ 부산 

직업 

CEO  40%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    38.5%     

회사원(이사급 이상)   10%   

기타(건물주 등)   11.5%   

성별 
남  39%  

여  61%   
나이 

20~30대 20%    

40대 37.5%   

50대  35.5%   

60대 이상 7%   

* 2019년 말까지 대구 지역 확대 예정 



PARTNERS 
▶ 차움 라이프 센터 VIP  고객 인포메이션   

■ 차병원 그룹이 운영하는 토탈 프리미엄 라이프센터 (주치의와 전담 간호사-Health Consultant-가 평생 건강관리 제공) 
■ 프로그램 및 멤버 전용 피트니스센터(Benefit Center) 운영.  
■ 멤버십 회원 약 700명으로 회원가 1억 7천만원 

성별 
남 65%  

여 35%  

개인회원   60%  

법인회원   40% 

나이 

30대 이하    4%   

30~40대    29%   

50대    33%   

60대 이상 34%   

회원구분 



PARTNERS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VIP  고객 인포메이션   

■ 국내 최초로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과 호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하는 리조트형 호텔. 
■ 멤버십 회원 약 4,000명으로 회원가 1억 3천만원 부터 

성별 
남  49%  

여  51%  
회원분포 

개인    9%  

부부  14%  

가족  56%   

법인  21%   

회원분류 

주요상장법인  52.7%  

국내 100대 그룹  30.6%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7.4%   

교육기관 및 교육법인  5.6%   

문화,예술 및 기타  3.7%  



PARTNERS 
▶ 아난티 펜트 하우스 VIP  고객 인포메이션   

■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골프클럽 & 펜트 하우스 체인 브랜드.  

■  모든 객실이 펜트 하우스만으로 구성되어  Private 회원제로 운영.  
■  멤버십 회원 약 2,000명으로 회원가 1억5천~3억 9천만원 (무기명은 6~8억대) 
 

성별 
남   45%  

여   55%   나이 

30대 이하     6%    

30대    30%   

40대    31%   

50대    29%  

60대 이상    4%   

거주지 

서울   80%    

경기   17.5%   

기타   2.5%   



거주지 

서울   63.7%  

경기  23.2%   

기타  13.1%   

PARTNERS 
▶ 코오롱 모터스 BMW 강남지점 VIP  고객 인포메이션   

■ 코오롱 모터스 BMW 강남지점 고객 300명으로 구성 

■  BMW M시리즈, 7시리즈 이상 구매 고객 

※ 특이사항 : 일부 탑클래스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포함  

성별 
남  78.7%  

여  21.3%   
나이 

20대  7.5%    

30대  41.5%   

40대  33.5%   

50대  13.2%   

60대 이상  4.3%   



직업 

CEO 36%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    40%     

후계자  4%   

기타(건물주 등)  20%   

PARTNERS 
▶ 베스트 클래스 

■ 미혼 남녀 매칭 서비스 기업 , 구매력이 높은 싱글 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 

■ 현금자산 5억 이상,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 직계가족 자산 20억 이상 

(소득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 통장잔고증명서, 주식잔고증명 등으로 인증절차 거침) 

성별 
남  65%  

여  35%   
나이 

20대 6%    

30대 85%   

40대  8%   

50대 이상 1%   



Selected Target 에 최적 노출 Mass Target에 노출효과 

매거진 내 행사 커버리지 + 디지털  
VIP 로 구성된 

THE NEIGHBOR 회원 대상 1:1모객 

브랜드 체험 VIP   
Feedback  

STEP4 
사후홍보 

STEP3 
행사 

Brand Concept 및 제품 홍보 

타깃 접점에서 강력한 
Brand Experience를 제공 

<THE NEIGHBOR> 
회원 대상 모객 진행 

STEP2  

모객  

행사 및 브랜드 주요 이슈 
Media Coverage 

‘단계별 Promotion’ 집행으로 브랜드 홍보 효과 극대화 

VIP Event & Media Coverage Plan VIP  

더 네이버와 브랜드간의 
콜라보  

STEP1  

행사기획 

VIP 행사 기획 및 
최적의 공간 섭외 진행 

THE NEIGHBOR의 파트너사 활용 



Previous THE NEIGHBOR EVENT  VIP  
■ 날짜: 2018.08.30  

■ 내용: 쿠션 런칭 행사 

■ 장소: 모스 스튜디오 

■ 인원: 더네이버 VIP10명 

▶ 끌레드뽀 보떼 

■ 날짜: 날짜: 2018.10.16 

■ 내용: 뷰티 클래스 

■ 장소: 차움3F 레트로아 

■ 인원: 차움 회원 15명  

▶ 데코르테 

■ 날짜: 201810.19 

■ 내용: 조세핀 컬렉션 프라이빗 뷰잉  

■ 장소: 사운즈 한남 

■ 인원: 더네이버 VIP 20명 (2세션) 

▶ 쇼메 

■ 날짜: 2018.11.8~9  

■ 내용: 유색보석 컬렉션 뷰잉 

■ 장소: 신세계 강남 

■ 인원: 더네이버 VIP 6명 

▶ 다미아니 

■ 날짜: 2018.11.14 

■ 내용: 앨리슨 정 주얼리 전시 

■ 장소: 코오롱 모터스 BMW 강남지점  

■ 인원: BMW VIP 100명 

▶ 앨리슨 정 X BMW 

■ 날짜: 2018.11.15 

■ 내용: 펜디 MTO 피카푸 백 컬렉션 

■ 장소: 알부스 갤러리 

■ 인원: 더네이버 VIP 20명 

▶ 펜디 



Previous THE NEIGHBOR EVENT  VIP  
■ 날짜: 2018.11.16 

■ 내용: 시계 프라이빗 뷰잉 

■ 장소: 시그니엘 로열 스위트 

■ 인원: 더네이버 VIP 6명 

▶ 예거 르쿨트르 

■ 날짜: 2018.12.20 

■ 내용: 100세 시대 건강 강좌 

■ 장소: 하나은행 PB센터 명동 

■ 인원: 하나금융 VIP  40명 

▶ 바이오인스 

■ 날짜: 2019.02.19~20  

■ 내용: 시계 모티브 전시 행사 

■ 장소: 에르메스 도산 

■ 인원: 더네이버 VIP 20명 

▶ 에르메스 

■ 날짜: 2018.12.14 

■ 내용: 크리스마스 컬렉션 1to1뷰잉  

■ 장소: 신라호텔 그라프 살롱 

■ 인원: 더네이버 VIP 6명 

▶ 그라프 

■ 날짜: 2018.11.21 

■ 내용: 조세핀 컬렉션 1to1뷰잉 

■ 장소: 워커힐 호텔 애스톤 하우스 

■ 인원: 더네이버 VIP 5명 

▶ 다미아니 

■ 날짜: 2018.11.29 

■ 내용: 스파 체험 행사 

■ 장소: 메종 라프레리  

■ 인원: 더네이버 VIP 10명 

▶ 라프레리 



■ 날짜: 2019.3.8 

■ 내용: 뷰티 클래스 

■ 장소: 아난티 청담 

■ 인원: 아난티 회원 40명 

▶ 끌레드뽀 보떼 

■ 날짜: 2019.03.13 

■ 내용: les salons 1to1뷰잉 

■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 인원: 더네이버 VIP 8명 

▶ 부쉐론 

Previous THE NEIGHBOR EVENT  VIP  

■ 날짜: 2019.02.21 

■ 내용: 뷰티 클래스 

■ 장소: 차움3F 레트로아 

■ 인원: 차움 회원 15명  

▶ 데코르테 ▶ 랑콤 

■ 날짜: 2019.02.21 

■ 내용: 압솔뤼 신제품 출시 이벤트 

■ 장소: 아름지기 

■ 인원: 더네이버 VIP 60명 

■ 날짜: 2019.02.25 

■ 내용: MTM 드레스 컬렉션 뷰잉 

■ 장소: 갤러리아 

■ 인원: 더네이버 VIP  5명 

▶ 라펠라 

■ 날짜: 2019.03.04~05 

■ 내용: 빈티지 시계 뷰잉 

■ 장소: 오드메종 

■ 인원: 더네이버 VIP  5명 

바쉐론 콘스탄틴 



■ 날짜: 2019.03.18 

■ 내용: 스파 체험 행사 

■ 장소: 메종 라프레리  

■ 인원: 더네이버 VIP 15명 

▶ 라프레리 

Previous THE NEIGHBOR EVENT  VIP  

■ 날짜: 2019.3.27 

■ 내용: 뷰티 클래스 

■ 장소: 차움3F 레트로아 

■ 인원: 차움회원 24명 

▶ 랑콤 

■ 날짜: 2019.04.17 

■ 내용: 아트 체험 클래스 

■ 장소: 차움 3F 미팅룸 

■ 인원: 차움 회원 15명 

▶ 마이팔레트  



정확한 Target에게 
Off-line을 통한 

Brand Exposure 

미디어 홍보를 통한  
Media Impression 

                 만의 독보적인 
VIP 데이터베이스 

 “ VIP 고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Media를 통해 Broad한 Marketing 효과를 기대 가능 “ 

“Brand ” 

Special Proposal : Expected Result VIP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