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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D I A

K I T

INTRODUCTION

하이클래스 멤버십 매거진 <더 네이버>
●한국 최초의 하이클래스 멤버십 매거진
●하이 클래스 독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인사이드 스토리와 럭셔리 브랜드의 다채로운 소식을 소개
●실생활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VIP 전용 			
프라이빗 클럽 THE NEIGHBOR MEMBERSHIP 운영
<THE NEIGHBOR>는 ‘가야미디어’의 20년 이상의 잡지 제작 및 유통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High Class 매거진 시장에서 Top을 달리고 있습니다.
컨템포러리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Advisor로 거듭난 <THE NEIGHBOR>는 패션,
시계 & 쥬얼리, 뷰티, 라이프스타일, 컬쳐에 대한 풍부한 컨텐츠를 소개하며 독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옴니 채널로 강화된 디지털 플랫폼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한 기존 매거진의 약점을
보완하여 VIP 층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매거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창간 1996년 8월
발행 부수 월 평균 50,000부
주요 판매 및 배포처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VIP회원 (8,650명) 직접 발송
■스타벅스 전국 1,300여 매장 및 커피빈 전국 350여 매장 전체 비치
■아시아나 항공 미주 및 유럽노선 퍼스트클래스&비즈니스클래스 비치
■국내 고급 주거지 발송 및 직접 전달
■수도권지역 특급호텔 비치, 전국 주요 지역 컨트리 클럽 및 펜트 하우스 비치
■VIP 생활권 배포(금융권, 병원, 고급레스토랑, 카페, VIP 라운지 등)

READERS
●Hedonistic · Bohemian · Intelligent · Well-travelled · Upper-class
●패션, 뷰티, 문화 생활에 관심이 높으며 소비력이 강한 20-40대 여성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의 어퍼-클래스. 그들은 세계를 누비는 노마드이며 예술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헤미안이자 세련된 취향의 소비자입니다.

Women:Men

■60.0% WOMEN
■40.0% MEN

Income

■12.7% BELOW 5 MILLION
■39.2% 5~10 MILLION
■48.1% MORE THAN 10 MILLION

Education

■3.0% HIGH SCHOOL GRADUATES
■9.5% 2-YEAR COLLEGE GRADUATES
■62.4% UNDERGRADUATES
■25.1% SCHOOL AND BEYOND GRADUATES

Occupation

■4.7% TOP 500 CORPORATE HEAD & CEO
■26.1% MID-SIZED CORPORATE OWNER & EXECUTIVE
■29.3% LAWYER, INVESTMENT BANKER, CPA, DOCTOR
■16.2% PROFESSOR, JOURNALIST, ARTIST
■23.7% STUDENT, HOUSEWIFE, ETC.

Age

■34.9%
■39.1%
■15.7%
■10.3%

20’S
30’S
40’S
50’S

Region

■60.0% SEOUL & GYEONGGI
■15.0% BUSAN
■5.0% JEJU
■20.0% OTHER

CONTENT

A FRESH PERSPECTIVE
ON LUXURY LIFE
THE NEIGHBOR 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이웃을 위한 잡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좋은 취향이란 무엇일까요?
THE NEIGHBOR 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컬처 전반에 걸친 취재와 편집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 갑니다.

FASHION, WATCH & JEWELRY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할 줄 아는 사람들. THE NEIGHBOR 는 그들을 위한
패션을 이야기합니다. 선별된 아이템, 그 속에 깃든 이야기, 감식안으로 풀어낸
화보와 심층 트렌드 리포트가 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BEAUTY
THE NEIGHBOR 뷰티는 아름다움이라는 유희를 즐기는 모든 여성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쇼핑 아이템부터 리포트와 화보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즐거움을 담았습니다.

LIFESTYLE
세계를 여행하는 노마드, 감식안의 소유자, 격조 있는 소비자, 까다로운
독자드릐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THE NEIGHBOR 는 디자인, 여행, 미식,
자동차 기사를 더욱 세심하게 연마합니다.

CULTURE
THE NEIGHBOR는 현대미술, 건축, 문학, 인문학 기사를 통해 독자들과 문화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거장들의 인터뷰, 신인 작가들의 생각, 걸작의 공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MAGAZINE DISTRIBUTION
DIGITAL DISTRIBUTION

MAGAZINE DISTRIBUTION

MONTHLY CIRCULATION: 50,000
22년 멤버십 매거진의 노하우를 담은 배포 시스템! THE NEIGHBOR는 투명한
부수 공개와 더불어 정확하고 폭넓은 배포를 약속합니다. 기존 멤버십 매거진의
배포처인 VVIP 대상 배포처는 물론, 구매력이 있는 서브 타깃 독자들까지
커버하는 배본으로 배본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구분

배포처

배포 부수

배포 방법

호텔

<THE NEIGHBOR>VIP MEMBER,
아난티 펜트하우스 VIP회원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VIP회원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VIP고객
차움 라이프센터 VIP고객,
코오롱 모터스 BMW강남지점 VIP고객
(7 SERIES, M SERIES이상고객)
미래회 회원, CEO모임 회원 등

9,600

직접발송

특급호텔,
멤버십클럽등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강릉씨마크 호텔, 힐튼 호텔 등

3,200

객장 및
휘트니스센터등
비치

고급주거지

서초동트라움하우스를 비롯 청담동,
삼성동,신사동, 서초동,도곡동, 대치동,
방배동, 동부이촌동 등

9,400

직접전달

아시아나항공

미주 및 유럽노선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비치

1,000

매월비치

부산지역

부산지사를통하여 VIP생활권 직접 배본
(해운대지역고급주거지,부산은행등 금융권,
고급레스토랑,특급호텔, 휘트니스센터등)

1,600

직접전달 및 비치

스타벅스

전국1,300여 매장

1,500

매월비치

전국컨트리클럽 및 수입자동차 전시장/
서비스센터

1,100

발송 / 비치

VIP 생활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성형외과등
병원, 금융권, 고급레스토랑및 카페,
VIP라운지,휘트니스클럽 등

20,500

매월 직접 전달
및 우편발송/비치

서점 및 정기구독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
VIP정기구독 , 기타

2,100

판매/발송

컨트리클럽,
수입자동차전시장

DIGITAL DISTRIBUTION
럭셔리 라이프를 색다른 시각에서 조명하며,
패션, 시계 & 쥬얼리, 뷰티, 라이프스타일, 컬쳐에 대해 풍부하게 제작된
<더 네이버>의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유포, 확산됩니다.

더네이버
매거진

더네이버
웹/모바일사이트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기타 미디어

Naver 매거진 포스트

카카오 플러스친구

허니스크린

ZUM.COM / 뉴스

Facebook
Instagram
Youtube

THENEIGHBOR.CO.KR
THE NEIGHBOR SOCIAL MEDIA

IMAGAZINEKOREA.COM (THENEIGHBOR.CO.KR)

Since 2001, 국내최초패션매거진 웹사이트
www.imagazinekorea.com / m.imagazinekorea.com

일평균 방문자 수
10,000~15,000명
일평균 페이지 뷰
30,000 PV
월평균 방문자 30만 명
월평균 페이지뷰 100만 PV

SOCIAL MEDIA

<더 네이버>는 강력한 디지털 사용자를 바탕으로
감각적인 영상을 포함한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통해 노출을 극대화

INSTAGRAM + FACE BOOK + KAKAO PLUS FRIENDS

인스타그램
팔로워 : 19만 7천명
@neighbormag

페이스북
좋아요 : 3만 8천명
@theneighbormagazine

카카오 플러스친구
친구 : 1만
@아이매거진

VIP MEMBERS
STYLE MEMBERS

THE NEIGHBOR VIP

THE NEIGHBOR VIP란?
세련된 테이스트와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3,40대 VVIP 멤버로 브랜드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최강의 매거진 마케팅 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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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이버 VIP 회원 외에 KB국민은행 강남지점, 아난티 펜트하우스,
차움 메디컬 센터, 반얀트리 클럽앤 스파, 코오롱 모터스 BMW
강남지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사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의 VIP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 수도권 > 거주 지역 및 연평균 소득은 물론 쇼핑 패턴과

더네이버 VIP
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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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명으로 구성 (차세대 CEO 모임 ,

PARTNER
7,800명

부산 아트페어 컬렉터 모임 회원)
(KB국민은행 : 300명 / 차움 : 700명 반얀트리: 4,000명 /
아난티 2,000명 / BMW :300명 / 베스트 클래스 : 500명)

total

8,650명

MAGAZINE RATE CARD
WEB & MOBILE RATE CARD

STYLE MEMBER

STYLE MEMBER란?
●경제력과 소비력, 그리고 SNS 영향력까지 갖춘 Follower 수가 1만 명 이상인 SNS Influencer로 구성된 멤버
●“Style Member”의 SNS를 활용하여Fashion, Beauty, Living 등의 컨텐츠 홍보						
관련 행사에 초청하여 브랜드 홍보 및 참가자 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소수 정예 멤버 운영, max 30명)

MAGAZINE RATE CARD

COVER

PREMIUM

INSIDE

TIE-UP

■PRINT+DIGITAL PACKAGE 는 별도 문의

Position

Local Rate

USD

표1 + 커버스토리 (8p)

₩50,000,000

US$50,000

Front cover + cover story (8p)

게이트폴더

₩36,000,000

US$36,000

Gate fold

표4

₩30,000,000

US$30,000

Back cover

표3+대면

₩15,000,000

US$15,000

Inside back cover (DPS)

백게이트

₩25,000,000

US$25,000

Inside back cover gate fold

1번째 양면

₩22,000,000

US$22,000

Front special double page spread (DPS)

2번째 양면

₩21,000,000

US$21,000

2nd DPS

3번째 양면

₩20,000,000

US$20,000

3rd DPS

4번째 양면

₩19,000,000

US$19,000

4th DPS

5번째 양면

₩18,000,000

US$18,000

5th DPS

6번째 양면

₩17,000,000

US$17,000

6th DPS

7번째 양면

₩16,000,000

US$16,000

7th DPS

8번째 양면

₩15,000,000

US$15,000

8th DPS

9번째 양면

₩14,000,000

US$14,000

9th DPS

10번째 양면

₩13,000,000

US$13,000

10th DPS

11-15번째 양면

₩12,000,000

US$12,000

11-15th DPS

16-23번째 양면

₩11,000,000

US$11,000

16-23th DPS

목차 사이 양면

₩10,000,000

US$10,000

DPS between Table of contents

목차 전 싱글

₩8,000,000

US$8,000

Single-page before Table of contents

목차 대면

₩7,000,000

US$7,000

Single-page facing Table of contents

Copyright 대면

₩6,000,000

US$6,000

Single-page facing Copyright

Copyright 옆 1/2p

₩3,000,000

US$3,000

Half-page on Copyright

Copyright duv 1/2p + 대면 1p - 패키지

₩7,000,000

US$7,000

Copyright 이후 싱글 1st - 10th

₩5,000,000

US$5,000

Single-page after Copyright within 10th

내지 양면

₩8,000,000

US$8,000

DPS

기사 대면

₩4,000,000

US$4,000

Single-page facing Article

기사식 광고(1p)

₩4,000,000

US$4,000

Advertorial (1p)

별지 (1p)

₩6,000,000

US$6,000

Insert Single (1p)

화보 (1p. *4p 이상 진행 가능)

₩6,000,000

US$6,000

Pictorial (1p, *minimum 4 pages)

Half-page on Copyright + Full-page facing Copyright

■환율 기준 1$=KRW 1,000 산정				
EXCHANGE RATE : $1USD = 1,000 KRW
■변동하는 환율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 있음

WEB & MOBILE RATE CARD
Media

Location
SKIN banner

Size

E.IMP

Period

CTR

Value

246*1032

600,000

1주

1.30%

10,000,000

1213*200

600,000

1주

1.00%

6,000,000

280*443

600,000

1주

1.00%

6,000,000

468*354

컨텐츠 영역

1주

컨텐츠 영역

5,000,000

640*600

1,000,000

1주

1.00%

12,000,000

500,000

1주

1.20%

7,000,000

좌 / 우측에 이미지 노출
All Page exposure (럭셔리 가이드 제외)
각 매체별 페이지 제외
Top flash banner
All Page exposure (럭셔리 가이드 제외)
각 매체별 페이지 제외
imagazinekorea.com

진행 시 고정
Right flash banner
All Page exposure (럭셔리 가이드 제외)
각 매체별 페이지 제외
진행 시 고정
Main Center banner
1/4 구좌 롤링, 진행 시 독점노출
독점광고 진행 시 패키지 상품 / 해당 상품 제외하고 타 제품 구성 불가
진행 시 고정
m.imagazinekorea.com > 상단배너
imagazinekorea.com 모바일 페이지
진행 시 고정
m.imagazinekorea.com > 메인 팝업배너

m.imagazinekorea.com

이미지 640*1027
동영상 640*550

사이트 접속 시 풀 팝업배너 형태로 노출
이미지 or 동영상 중 진행
진행 시 고정 / 1구좌
instagram posting
the Neighbor
■패키지 구성 또는 디지털 광고용 콘텐츠 제작 의뢰 시 상기 광고 단가에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협의 가능
■PRINT + DIGITAL PACKAGE 는 별도 문의

포스팅

1회

3,000,000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