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PROPOSAL

에디터가 추천하는 이달의 베스트 뷰티 아이템 소개



상품소개

엘르 에디터스픽은

엘르만의 뷰티 전문 에디터가 추천하는 이달의 뷰티 아이템을 소개하는 콘텐츠 입니

다.

에디터가 검증한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브랜드의 진성고객 뿐 아니라 잠재된 소비자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 입니다.



제품 기사 (ELLE PICK) 제품 타이업 2P 웹 애드버토리얼
PC + MOBILE 노

출

엘르 인스타그램 & 페이스
북

포스팅

엠블럼 3개월 사용가능

EDITORIAL TIE-UP
INSTAGRAM & 

FACEBOOK
INFLUENCERSHORT FILM WEB ADVERT

제품 숏 필름 제작

상품 소개 상품구성

엘르 인플루언서(ELLA)
팔로워 10만 이상 5명

시딩 포스팅 1회



엘르 에디터가 이 달의 ‘PICK’한
베스트 아이템 중 엘르 엠블럼 삽입 노
출.

여러 아이템들 중 가장 베스트 아이템으
로
돋보일 수 있는 콘텐츠.

제품기사

상품 소개



에디터가 ‘PICK’한
제품 단독 기사 제작을 통한
8만명의 독자들에게 노출.

제품

상품 소개



상품 소개

*이미지 클릭 시 각 콘텐츠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반영한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
엘르 에디터가 추천한 아이템을
디지털 내 바이럴.

제품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실 제작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Bua8ezVgcM4/
https://www.instagram.com/p/Bua8ezVgcM4/
https://www.instagram.com/p/BTpJ7J0BnCy/?igshid=1uyasy081vjel
https://www.instagram.com/p/BTpJ7J0BnCy/?igshid=1uyasy081vjel
https://www.instagram.com/p/BF1cRnsmcmi/?igshid=izj7io4f4iyn
https://www.instagram.com/p/BF1cRnsmcmi/?igshid=izj7io4f4iyn


상품 소개

*UV : 1.1M  PV : 12M (MONTHLY) 

브랜드 제품의 내용을 반영한
웹 기사 제작을 통해 바이럴.

엘르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상품 소개

*IG FOLLOWER : 160만명 +  
*FB FOLLOWER : 108만명 +

제작된 제품 숏 필름을 엘르 채널을 통
하여 총 260만명 이상에게 노출.

엘르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https://www.elle.co.kr/article/22731
https://www.facebook.com/ellemagazine.kr
https://www.facebook.com/ellemagazine.kr
https://www.instagram.com/ellekorea/
https://www.instagram.com/ellekorea/


상품 소개

*브랜드단독포스팅 1회 / 5명

10만명 팔로워 이상인
엘르 인플루언서인 ‘엘리’와 함께
동시 콘텐츠 노출을 통하여 바이럴 극대화.

엘르인플루언서



상품 소개

KAKAO Push Message
친구 만명

ELLESHOP

엘르 체험단

NAVERPOST
팔로워 만명

인스타그래머 100명
팔로워 보장 없음
리포트 불가 상품

https://pf.kakao.com/_NPBnu
https://pf.kakao.com/_NPBnu
https://pf.kakao.com/_NPBnu
https://pf.kakao.com/_NPBnu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2504201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2504201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2504201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2504201


상품 소개

DIVISION ITEM QUANTITY E.Imps PRICE REMARK

PRINT
EDITORIAL -

8만부 10,000,000
제품 기사 ‘엘르 픽‘ 콘텐츠 (브랜드 통합 구성)

TIE-UP 2p 제품 단독 노출

DIGITAL
SHORT FILM 5-10초 이내 3,000,000 2차 활용 시 추가비용 발생 (리그램만 가능)

WEB ADVERTORIAL 1회 Pv 12만 4,000,000 제품 온라인 기사

VIRAL

INSTAGRAM 1회 160만명+ 5,000,000
숏필름 영상 게재

FACEBOOK 1회 108만명+ 5,000,000

ELLEA 5명 팔로워 10만 이상 1,500,000
팔로워 10만 이상의 엘르 인플루언서

제품 체험 1인 1포스팅

EMBLEM 3개월 5,000,000 온/오프 사용 가능

OPTION

KAKAO Push Message 1회 6만 3,000,000 엘르 플러스 친구 대상 푸쉬 메시지 1회 발송

NAVERPOST 1회 2.1만+ 4,000,000 제품 기사

ELLESHOP 1회 2,000,000
엘르샵 크리에이터 직접 제작

엘르샵 인스타그램 노출

엘르 체험단 100명 2,000,000
*인스타그래머 100명 / 팔로워 보장 없음

/ 리포트 불가 상품

TOTAL 44,500,000

제안가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