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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명의방문자, 900,000명의독자들이 함께 하는

코스모폴리탄의 다양한 미디어들은
파트너들에게 최적의 광고효과를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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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이미준비됐다면?

준비된소스로빠른광고집행!

채널형 상품

콘텐츠를만들기원한다면?

코스모가기획~제작을한번에!

제작 및 바이럴 레퍼런스

코스모만의광고상품을원한다면?

브랜드핏하게커스터마이징!

전용 상품

PRINT

DA(모바일, 데스크탑)

SNS

레퍼런스 코피셜

체험단

뷰티어워즈

마케팅 니즈에 맞춰 선택하세요!



콘텐츠가 이미 준비됐다면?
준비된 소스로 빠른 광고 집행!

SNSPRINT DA(MOBILE/DESKTOP)

Chapter 1.
채널형 상품



PRINT COVER

1.  커버 40,000,000 

2. 게이트폴더 40,000,000 

3. 백커버 30,000,000 

D.P.S.(Double Page Spread)

4.  목차전 DPS 20,000,000 

5. 표3 DPS 12,000,000 

SINGLE PAGE

6.  목차대면 SP  8,500,000 

7.  판권전 SP 8,000,000 

8. 판권대면 SP 8,000,000 

9.  왓츠핫대면 SP 6,000,000 

10.  일반내지 5,000,000 

월평균 8만부발행,

평균판매율경쟁매거진대비 15~40% 높음.

2030여성독자비율 62% 차지함.



COVER

[MIX AND MATCH COVER] [ZIP STRIP COVER]



DA - MOBILE 

[FULL]

Click

Click

[TOP]

Click

모바일환경에서

웹사이트배너 5개구역노출가능

DA unit:  SOV 25% / 1week

*Click

▶ 각 배너스펙 (확인하기)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97998e3c399d422986c24595a74f8973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97998e3c399d422986c24595a74f8973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a226dd9a1fb0415ebe35e285ef35d525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a226dd9a1fb0415ebe35e285ef35d525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a226dd9a1fb0415ebe35e285ef35d525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a226dd9a1fb0415ebe35e285ef35d525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97998e3c399d422986c24595a74f8973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97998e3c399d422986c24595a74f8973


DA - DESKTOP

PC 환경에서

웹사이트배너 6개구역노출가능

DA unit:  SOV 25% / 1week

▶ 각 배너스펙확인하기

[SKIN]

[TOP]

Click

Click

https://www.cosmopolitan.co.kr/?key=4c92988aeda84f2c9c05a3857a6a4c16
https://www.cosmopolitan.co.kr/?key=4c92988aeda84f2c9c05a3857a6a4c16
https://www.cosmopolitan.co.kr/?key=cb5b0af804054f51a9bad446f064c100
https://www.cosmopolitan.co.kr/?key=cb5b0af804054f51a9bad446f064c100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cb5b0af804054f51a9bad446f064c100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cb5b0af804054f51a9bad446f064c100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4c92988aeda84f2c9c05a3857a6a4c16
https://www.cosmopolitan.co.kr/preview/ad?key=4c92988aeda84f2c9c05a3857a6a4c16


120만팔로워대상

브랜디드콘텐츠노출가능

평균 PIS: 4~5,000

인스타그램

포스팅 스토리
하이
라이트

Click

https://www.instagram.com/cosmopolitankorea/
https://www.instagram.com/cosmopolitankorea/


유튜브

브랜드광고콘텐츠게재,

오리지널콘텐츠 PPL 통해

유튜브구독자대상브랜드노출가능

[게재형]

[오리지널콘텐츠]

Click

https://www.youtube.com/user/CosmopolitanKorea
https://www.youtube.com/user/Cosmopolitan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qHhSMsJf7DE
https://www.youtube.com/watch?v=qHhSMsJf7DE
https://www.youtube.com/watch?v=qHhSMsJf7DE
https://www.youtube.com/watch?v=qHhSMsJf7DE
https://www.youtube.com/watch?v=nDrMmoAO0ZQ
https://www.youtube.com/watch?v=nDrMmoAO0ZQ


카카오플러스친구 13만명대상

푸시메시지전송이가능한상품

카카오플러스친구

Click

https://pf.kakao.com/_xbxcBnu
https://pf.kakao.com/_xbxcBnu


콘텐츠를 만들기 원한다면?
코스모가 기획부터 제작을 한번에! 

Chapter 2.
제작및바이럴레퍼런스

바이럴셀럽섭외 콘텐츠촬영



삼성전자 갤럭시 S10 런칭 기념커버/화보촬영

S시리즈의변화된제품 비주얼을

20대여성타깃에게강조하기위해

코스모와커버, 패션화보진행

19년 6월호

갤럭시 S10 출시프린트광고 진행

커버 + 화보 3P

SNS 1회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X헤이즐’ 콜라보레이션패션화보

신제품 Z플립 출시홍보를 위해

패션유튜버 ‘헤이즐’과 협업.

모델의하루를보여주는컨셉 통해

제품 USP 및 사용성전달

화보 16P

북인북

영상제작

SNS 9회

유튜브 1회

카플친 1회 발송

브랜드에이미지납품(SNS 활용)

@samsung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YihV-b_5PCY
https://www.youtube.com/watch?v=YihV-b_5PCY
https://www.instagram.com/p/B9yLfl7pvFK/


지그재그

여성쇼핑몰 앱 <지그재그>가

업계최초 매거진과협업한

기획전프로젝트

With 

강민경, (아이들)수진, 송해나, 

이청아, 홍현희

화보 20P

SNS 7회

영상제작 5개

*모든 콘텐츠지그재그앱에서

기획전콘텐츠로활용됨

화보&영상기획전

Click

라이더재킷과청바지트위드재킷과블라우스 트렌치코트와화이트셔츠 수트와블랙드레스데님과원피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Pd72nYDl_eDa7fUJICh4HtNtltHoIco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Pd72nYDl_eDa7fUJICh4HtNtltHoIco


어반디케이 #FFF뷰티챌린지

어반디케이의크리에이터선발

서바이벌미션프로젝트!

3번의챌린지미션을통한

TOP3와 함께 LA본사방문

투표를통해 최종 1인 우승자와

코스모뷰티 콘텐츠제작

타이업 2P

웹기사 1회

SNS 7회

영상제작

▶ 이미지 클릭 시 영상 확인 가능

Click

https://www.instagram.com/p/BvjFcjGgPjL/
https://www.instagram.com/p/BvjFcjGgPjL/
https://www.instagram.com/p/BzH5iP6HD1u/
https://www.instagram.com/p/BzH5iP6HD1u/
https://www.instagram.com/p/BwL0ZIynN0b/
https://www.instagram.com/p/BwL0ZIynN0b/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2889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2889


탄탄 ‘소셜파티’

데이팅앱 ‘탄탄’

X

공유오피스 ‘위워크’

와 함께한연말소셜 파티

진행: 칼럼니스트곽정은

코스모에디터

청중:위워크직원&인플루언서

연애코칭토크프로그램기획/진행

곽정은섭외

SNS 4회

유튜브 1회

웹 애드버 1회

네이버포스트 1회

요즘연애어떻게들하세요?

Clic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57&v=DkXtF_8gqI8&feature=emb_logo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57&v=DkXtF_8gqI8&feature=emb_logo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3957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3957


매일두유 #21일자신감다이어리

500인의챌린저선발 및

21일 미션프로젝트!

화보 6P

북인북제작

디지털캠페인

- 총 4,470명지원

- 좋아요 47만 / 댓글 5,200개

인플루언서 50명

시티포레스티벌內 페북라이브 진행

OOH(옥외광고) 진행

REPORT

Total Impressions : 95,247,380

영상 보러가기

기사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324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https://www.youtube.com/watch?v=qs-U9p1kaUY


SK-II(에스케이투) #INEVEREXPIRE 캠페인

REPORT

Total Impressions : 52,407,844

브랜드가지향하는타깃,

주체적인삶을사는 여성을응원하기

위한대규모 디지털프로젝트

15명의셀럽 영상제작

SNS 40회

네이버포스트 2회

인플루언서 200명

별책 52P, 브로셔 4P 별도제작

기사 보러가기

Click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555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555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555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0555
https://www.instagram.com/p/BW7GdEagApG/?igshid=1cfayxzjj2quy
https://www.instagram.com/p/BW7GdEagApG/?igshid=1cfayxzjj2quy


코스모만의특화상품으로

브랜드에맞는기획이가능한상시광고상품

코스모 광고상품을 원한다면?
브랜드 핏하게 커스터마이징!

Chapter 3.

1   코피셜

2   체험단

3   뷰티어워즈

전용상품



“COSMOPOLITAN+OFFICIAL”

코스모폴리탄이 매주수요일

MZ세대들에게 질문을 던져 그들의 생각을 체크한다.

신제품 이슈 or 트렌드 반응 등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코스모와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코피셜

서베이 콘텐츠
Click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999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999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999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999


[코피셜진행과정]

주제선정

MZ세대가주목하는이슈,

선호하는인물과아이템,

사회적으로알아야 하는주제

서베이오픈

인스타그램&웹동시 오픈

결과공개및 당첨자선정

인스타그램통한 결과공개

10명 내 당첨자경품제공

매주
취업, 건강 등

소셜에서 인기 끌고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



[코피셜콘텐츠노출영역]

사전질문, 사후결과콘텐츠를웹사이트, SNS를통해노출

총 7개영역노출가능

사전_서베이오픈 사후_결과공개

[SNS][웹&모바일] [모바일배너] [SNS]



[코피셜제안가]

구분 채널 광고내역 단가(원) 비고

사전
(서베이오픈)

Website 코피셜서베이페이지 5,000,000 모바일기사내인리드배너노출

Instagram
코피셜홍보 포스팅 5,000,000

코피셜홍보 스토리 2,000,000 서베이페이지로랜딩

Facebook 코피셜홍보 포스팅 5,000,000

Twitter 코피셜홍보 포스팅 - 링크형게시물

결과
Instagram 코피셜결과 포스팅 5,000,000

Facebook 코피셜결과 포스팅 5,000,000

총합계 27,000,000

제안가 10,000,000

총 2,700만원 VALUE 

1,000만원



코스모리뷰하는언니들

인플루언서+일반인들의 리얼 제품 체험/후기가 궁금하다면

‘코리언’ 상품을 활용해보자. *최소 100명부터가능

체험단 ‘코리언’

체험단 모집

Click

https://www.instagram.com/p/B_60F7aH64q/
https://www.instagram.com/p/B_60F7aH64q/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883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46883


[체험단진행과정및노출]

모집및 선발(웹&인스타)

인플루언서 – 직접 섭외

일반인 – 모집&선발

리뷰포스팅및 서베이

인플루언서 20명포스팅

일반인 80명(개런티 80%)

제품관련 모바일서베이진행

서베이결과기사제작및

엠블럼증정

프린트 2p + 웹 애드버

엠블럼사용기간 6개월



[체험단제안가]

모집인원수에따라제안가상이

100명

2,000만원

1,000명

4,000만원

1,000명~

4,000만원+

구분 채널 광고내역 상세내역 단가(원) 비고

모집
Website 이벤트페이지 체험단모집안내

5,000,000
이벤트페이지디자인컨펌

Instagram 포스팅 체험단모집홍보 최소 1회

운영

인플루언서 20명 포스팅 20회/(1인 1회 포스팅기준) 6,000,000 기본: 팔로워 10K이상

당첨자(80명) 선정및발표 + 리뷰업로드관리(보장불가) 3,000,000
80% 이상업로드목표관리,
마케팅활용 사전동의

설문조사 (체험단전원에게문자발송) 3,000,000
최대 10개문항,

마케팅활용사전 동의

제품포장및배송 - 브랜드측배송

결과

Print 애드버토리얼 리뷰활용한기사제작 3,000,000

담당에디터와협의Website 웹애드버토리얼
리뷰활용한 SNS 콘텐츠/ 기사제작 5,000,000

Instagram 포스팅

ON/OFFLINE 엠블럼 6개월사용 - 캠페인종료후 전달

총합계 3,400만원

제안가 2,000만원

*

*4,000명이상 진행시 담당자와단가협의必



*체험단진행사례

<AHC 쉐어박스캠페인> <Fresh 로즈딥세럼신제품체험> <바이탈뷰티메타그린슬림체험>

*이미지클릭 시 모집포스팅확인 가능

https://www.instagram.com/p/B-Wa4nGHqZe/
https://www.instagram.com/p/B-Wa4nGHqZe/
https://www.instagram.com/p/B_60F7aH64q/
https://www.instagram.com/p/B_60F7aH64q/
https://www.instagram.com/p/B_jrdcqHVso/
https://www.instagram.com/p/B_jrdcqHVso/
https://www.cosmopolitan.co.kr/event/detail/166?preview=
https://www.cosmopolitan.co.kr/event/detail/166?preview=


*코스모폴리탄인플루언서활용법

코스모폴리탄이섭외하고

인플루언서가콘텐츠를만들다!

바이럴목적에따라 3가지유형진행

기본단가: 30만원

Basic

자사 DB 내 여성인플루언서

(팔로워 10K 이상)

Special

타깃, 니즈에 맞는별도 섭외
(특정 집업군, 취향 등의콘텐츠가

필요할경우브랜드요청 하에진행)

시딩/리뷰형 행사 초대형 모델형

신제품체험

캠페인참여

브랜드콘텐츠홍보

브랜드행사초대

오픈및매장홍보

타이업및 영상촬영

브랜디드콘텐츠촬영

단독클래스진행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뷰티 빅테이터 분석!

파워 인플루언서 포함 독자 1만명 이상이

올해 최고의 뷰티 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공신력있는 대규모 뷰티 프로젝트

뷰티어워즈 2020

*10월 별도 광고상품 제안 예정



RATE



PRINT

1.  커버 40,000,000 

2. 게이트 폴더 40,000,000 

3. 백커버 30,000,000 

4.  목차 전 DPS 20,000,000 

5. 표3 DPS 12,000,000 

6.  목차 대면 SP  8,500,000 

7.  판권 전 SP 8,000,000 

8. 판권 대면 SP 8,000,000 

9.  왓츠핫 대면 SP 6,000,000 

10.  일반 내지 5,000,000 

DA – DESKTOP (SOV25%/1week)

SKIN 6,000,000

TOP 3,000,000

TOP VIDEO 4,000,000

FULL 5,000,000

FOOTER 4,000,000

IN-READ 3,000,000

INR-READ VIDEO 4,000,000

POP-UP 5,000,000

SNS

FACEBOOK 게시물 포스팅 (일반 / 이벤트형/ 링크형) 5,000,000

INSTAGRAM

포스팅 (FEED) 5,000,000

STORY 1~3 건 포스팅 (24시간) 2,000,000

STORY 4~5 건 포스팅 3,000,000

STORY 6~20 건 포스팅 5,000,000

STORY + HIGHLIGHT  1~3건 포스팅 7,000,000

STORY + HIGHLIGHT  4~5 건 포스팅 8,000,000

STORY + HIGHLIGHT  6~20건 포스팅 10,000,000

IGTV POST 4,000,000

YOUTUBE 게시물 포스팅 3,000,000

PAID AD FB, IG, STORY - SPONSORED AD  20% FEE

NAVER POST 웹 애드버토리얼 집행 시 포스팅 가능 7,000,000

KAKAO STORY 웹 애드버토리얼 집행 시 포스팅 가능 5,000,000

KAKAO PLUS FRIEND 팔로워 대상 푸시 메세지 발송 5,000,000

INFLUENCER 1 명당 1 게시물 포스팅 300,000

STAR INFLUENCER 팔로워 수에 따라 추가 섭외비 발생 -

WEB ADVERTORIAL 

NORMAL ADVERT 브랜드 소스 제공 5,000,000

NATIVE ADVERT 화보/영상 유형에 따라 제작비 상이 9,000,000

BRAND SITE 원브랜드 마이크로 사이트 10,000,000

코스모 광고상품

코피셜 서베이 콘텐츠 10,000,000

체험단 100명 리뷰포스팅 및 서베이 20,000,000

뷰티어워즈 2020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뷰티브랜드 빅테이터 분석 -
*실 집행 단가 및 패키지 할인율은 영업담당자에게 문의必
*제작 포함(이미지 4장 이상) 2차 바이럴 시 비용 별도 협의

DA– MOBILE (SOV25%/1week)

TOP 5,000,000

TOP VIDEO 6,000,000

FULL 6,000,000

FOOTER 5,000,000

IN-READ 4,000,000

INR-READ VIDEO 5,000,000

POP-UP 6,000,000



감사합니다.

Advertising

정명동사업팀장
Jung.myoungdong@joins.com
02-3017-2440

정찬봉차장
Jung.chanbong@joins.com
02-3017-2431

김진만차장
Kim.jinman@joins.com
02-3017-2433

황승현차장
hwang.seunghyun@joins.com 
02-3017-2385

Marketing

임은정기획팀장
lim.eunjeong@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