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MEMBERSHIP
FORUM

거기에 멤버십을 합해 브랜드와 미디어 그리고 엔드 유저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삼차원적인 플랫폼을 이룩하여 페이퍼 (Paper)와 디지털 (Digital)
그리고 엔드 유저 (End User)의 윈윈을 지향합니다.

매월 52,000부가 발행되는 NEIGHBOR는
1. VIP DB를 통해 9,600부 직접 발송
2.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판매
3. 전국 스타벅스(STARBUCKS), 탐앤탐스(TOMNTOMS), 커피빈(COFFEE BEAN) 라운지에 비치
4. 아시아나 (Asiana) 전 노선의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 비치
5. 최고급 주거지에 직접 발송
6. 수도권 지역의 특급 호텔, 컨트리 클럽 및 펜트하우스에 비치
7. VIP 생활권 배포 (금융권, 병원, 레스토랑,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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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창간된 NEIGHBOR는 국내 최초로 매거진에 소셜 미디어를 더하고

VIP란?
가야 미디어는 멤버십 매거진 최초로 30-40대의 세련된 회원들로 구성된
VVIP 멤버십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목적은 브랜드와 네이버 VVIP 멤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브랜드와 VVIP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미디어는 브랜드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VVIP 멤버는 브랜드의
특별한 고객이 됨으로써 브랜드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VIP 멤버의 구성은 서울과 부산의 회원을 합해서
총 94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VIP 멤버 외 아난티 펜트하우스, 2,000명, 차움 메디컬센터 700명,
파라다이스 시티 300명,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4,000명, BMW(코오롱 모터스) 300명
KB 국민은행 강남 지점 300명, 베스트클래스 500명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서로 VIP 고객을 공유하여
브랜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준, 네이버 VIP와 파트너 VIP를 합하여 총 9,040명의 VIP 멤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야 미디어는 브랜드에 최적화된 행사 기획과 이에 적합한 그리고 적극적인 성향의 멤버들을
초대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유도합니다.

STEP1

STEP3

브랜드의 맞춤 행사를
검토 및 기획

참여자들에게 제품 홍보 및
브랜드 경험 제공

STEP2
최적 회원과 인원을 결정 후
브랜드에게 전달

STEP4
위 이벤트에 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브랜드의
활동이 대중에게도
노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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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AND MEDIA COVERAGE

쇼메

데코르테

일시 2018. 10. 19
장소 사운즈 한남
내용 조세핀컬렉션 프라이빗 뷰잉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20명

일시 2018. 10. 16
장소 차움
내용 뷰티클래스
인원 차움 VIP회원 15명

라프레리

예거 르쿨트르

라펠라

일시 2018. 11. 29
장소 메종 라프레리
내용 스파 체험 행사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10명

일시 2018. 11. 16
장소 시그니엘 로열 스위트 룸
내용 와치 프라이빗 뷰잉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6명

일시 2019. 02. 25
장소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내용 MTM 드레스 컬렉션 뷰잉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5명

끌레드뽀 보떼

BMW X 앨리슨정 주얼리

일시 2018. 08. 30
장소 모스 스튜디오
내용 쿠션 런칭 행사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10명

일시 2018. 11. 14
장소 코오롱모터스 BMW강남전시장
내용 BMW + 앨리슨정 주얼리 콜라보
인원 더네이버, BMW VIP회원 100명

바이오인스

랑콤

에르메스

일시 2018. 12, 20
장소 하나은행 PB센터 명동
내용 100세 시대 건강 강좌
인원 하나금융 VIP 회원 40명

일시 2019. 02. 21
장소 아름지기
내용 압솔뤼 신제품 출시 이벤트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60명

일시 2019. 02.19 ~ 20
장소 에르메스 도산 메종
내용 시계 모티브 전시 행사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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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EVENTS

부쉐론
일시 2019. 03. 13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내용 les salons 1 to 1 뷰잉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8명

바쉐론콘스탄틴 X ODE

버버리

일시 2019. 03. 04~05
장소 오드메종 내용 빈티지 시계 뷰잉 외
인원 더네이버, 바쉐론콘스탄틴,
오드 VIP회원 70명

일시 2019.09.27
장소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
내용 2019 F/W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20명

마이팔레트

랑콤

일시 2019. 04, 17
장소 차움 메디컬센터
내용 아트 체험 클래스
인원 차움 VIP회원 15명

일시 2019. 03. 27
장소 차움 메디컬센터
내용 뷰티클래스
인원 차움 VIP회원 24명

크리스챤디올 뷰티
일시 2019. 09.06
장소 샤롯데 스위트
내용 퍼퓸클래스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스타일멤버 20명

막스마라

라프레리

0914

일시 2019. 10. 15~16
장소 막스마라 플래그십 스토어
내용 스타일링 클래스
인원 더네이버 VIP 회원 7명

일시 2019. 09. 30
장소 메종 라프레리
내용 스파체험
인원 더네이버 VIP회원 10명

일시 2019. 10. 17
장소 0914 플래그십 스토어
내용 스타일링 클래스
인원 더네이버 VIP 회원 24명

MONTHLY CIRCULATION: 52,000
23년 멤버십 매거진의 노하우를 담은 배포 시스템!

구분

배포처

배포 부수

배포 방법

VIP발송

<THE NEIGHBOR> VIP MEMBER
아난티 펜트하우스 VIP회원, BMW(코오롱모터스)VIP회원
반얀트리클럽앤스파VIP회원, 차움라이프센터VIP회원
KB국민은행강남스타PB센터 VIP회원, 미래회회원, CEO모임,
백화점VIP회원 등

9,600

매월직접발송

특급호텔,
멤버십클럽등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하얏트호텔, 신라호텔, 임페리얼팰리스호텔,
강릉씨마크호텔, 아난티펜트하우스, 힐튼호텔등

1 ,200

객장 및
휘트니스센터등
비치

고급주거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를 비롯하여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방배동,
동부이촌동, 잠원동, 한남동, 도곡동, 대치동 등 국내 최고급 주거지

9,400

직접 전달 및 우편
발송

아시아나항공

전 노선 퍼스트클래스 및
비지니스클래스 비치

1,000

매월비치

부산지역

부산지역 VIP회원 290명 매월 발송,
부산지사를 통하여 VIP생활권에 직접 배본
(해운대지역 고급주거지, 금융권, 고급레스토랑, 특급호텔, 휘트니스센터등)

2,890

VIP직접발송
직접전달 및 비치

스타벅스, 커피빈
탐앤탐스 등

스타벅스, 커피빈, 탐앤탐스 전국 매장에 매월 비치

2,150

매월비치

컨트리클럽,
수입자동차전시장

전국 주요 컨트리클럽, 수입자동차 전시장/ 서비스센터

1,100

매월 발송 / 비치

VIP 생활권

서울 및 수도권지역 성형외과, 피부과등 병원, 금융권, 고급레스토랑 및
카페, VIP라운지, 휘트니스클럽등

20,500

매월 직접 전달 및
우편발송 / 비치

서점 및 정기구독,
기타

전국 주요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VIP정기구독, 기타

2,160

판매/ 발송/ 기타

CONTACT
VIP 마케팅

광고팀

명수진 과장 02-317-4891 | sujin1011@kayamedia.com

신문선 부장 02-317-4871 | sunnypop@kayamedia.com

강주원 과장 02- 317-4806 | jwkang@kayamedia.com

김수진 부장 02-317-4874 | kimsoojin@kayamedia.com
권지환 차장 02-317-4840 | kjh@kay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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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IGHBOR>는 투명한 부수 공개와 더불어 정확하고 폭 넓은 배포를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