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KIT

취향 그대로의 가치,
큐레이션 플랫폼 <Y>
타인의 시선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 가치를 추구하는 MZ세대를
위한 큐레이션 플랫폼 <Y>

<Y>는 풍부한 감성에 창의적인 시도를 더해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소개하는 감도 높은 패션 매거진입니다

YOUTH IS
YOURS
FOREVER YOUNG

WHY Y?
하이엔드 패션과 예술적 영감, 스트리트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며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스타들과 함께 찰나와 같은 유행을 불멸의
아름다움으로 기록하고, 발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전달합니다

<Y> is CURATION PLATFORM

WHY Y?
DIGITAL CONTENTS for MZ GENERATION
웹, 모바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스타들과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물론,
취향이 깃든 패션/뷰티 신, 감각적인 아트/디자인,
일상의 관심사를 담아낸 라이프스타일 이슈
등 차별화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한 비주얼과
영상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합니다

WHY Y?
CREATIVE SPECIAL BOOK
<Y>만의 감식안과 인사이트, 참신한 기획을
바탕으로 큐레이션한 영감 가득한 콘텐츠는
디지털 플랫폼과 더불어 1년에 4회 스페셜
프린트본으로도 발간, 소장 가치를 더하고 보다
몰입해 감탄하며 보는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판형 _ 255mm X 300mm
발행월일 _ 3월 30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0일(연 4회 발행)

STARS
셀러브리티 뮤즈와

LOVES
지금 주목해야 할

함께하는

인물과 브랜드,

감도 높은

아이템을 소개하는

TASTES
취향을 완성하는
아트, 디자인, 인테리어,
구르메, 핫플레이스

스타일 매거진

큐레이션 사이트

공유 채널

TREND

DIGITAL

CREATIVE

하이엔드와
스트리트를 아우르는

전세계
데일리 이슈를

통찰력 있는

발 빠르게 전달하는

패션/뷰티 신

디지털 플랫폼

세련된 비주얼로
담아낸
소장하고 싶은
이미지/영상

OUR TARGET

BUY EXPERIENCES,
NOT PRODUCTS
상품이 아닌 경험을 소비합니다

VIDEO, VIDEO, VIDEO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소통합니다

MOBILE PIONEERS &
NATIVES
디지털에 익숙하고 모바일이 가장 편한 세대입니다

MZ GENERATION

DIGITAL STRATEGY
<Y> WEBSITE

VIDEO

PHOTO

YOUTUBE

INSTAGRAM

NAVER TV

각 매체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노출 키워드

KAKAO TV

및 주요 포인트(영상 중심의 콘텐츠와 SNS

OTT

콘텐츠를 채널의 특성에 맞게 배리에이션)를
다르게 적용시킵니다

TWITTER

FANDOM

NAVER POST
FACEBOOK

XIAOHONGSHU

영상 검색 노출 확대

포털사이트 노출 확대

전략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신규 채널을 확보하고 운영해서
다양한 독자들을 유입시킵니다

프로모션 진행 및 충성 고객층 확보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채널 개설 및 운영

NAVER STORE FARM

STRATEGIC CONTENTS CHANNEL OPERATION

DIGITAL CHANNEL
<Y> DIGITAL CHANNEL

MZ세대들의 디지털 소셜 채널을 통해 일상의
새로움을 큐레이션합니다

셀러브리티 뮤즈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등의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과 함께 <Y>의 메인 채널인
인스타그램에서는 최신 이슈를 스피디하게
전달, 뉴스 채널의 장점을 살려 가장 빠른
소식을 업데이트합니다. 글로벌 트렌드
이슈를 바탕으로 <Y>만의 기획력을 더한
패션/뷰티/컬처/라이프스타일 등의 콘텐츠를

<Y> WEBSITE
INSTAGRAM
YOUTUBE
NAVER POST
FACEBOOK
TWITTER

제안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채널 특성을 고려한
웹사이트를 포함,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콘텐츠 및 <Y>만의

총 6개의 소셜 채널 운영

재기발랄한 기획이 담긴 스타 인터뷰/영상
시리즈물을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합니다

<Y> SOCIAL NETWORKING SERVICE

DIGITAL CHANNEL
30%
여성
남성

20%

45.3%
여성

10%

0
18~24

25~34

35~44

45~54

55~64

65+

AGE

FOLLOWER

119,186
30K

▲ 23,123

2,808,364

↑100%

20K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10K

54.7%

분야의 새소식 업로드 및 <Y>만의 색을

남성

보여줄 수 있는 에디토리얼 콘텐츠와 오리지널

4.12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5.22

7.1

8.10

REACH
2022.02.07 집계 기준

INSTAGRAM

0
9.19

10.29

12.8

2022.2.5

DIGITAL CHANNEL
30%
여성
남성

42.2%
남성

20%

10%

0
13~17

25~34

25~34

45~54

55~64

65+

AGE

SUBSCRIBER

8,344
▲ 3,251

35~44

15K

1,010,080 회
10K

셀러브리티 위주의 영상 콘텐츠가 중심을
이루며, 트위터와 연계해 팬들의 유입이
높습니다. 시청 인증 및 구독 인증 이벤트

5K

57.8%
여성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구독자 수가 점차

3

2.8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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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2022.02.07 집계 기준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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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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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

DIGITAL TIE-UP
ESTÉE LAUDER

MINI

2021.05

2021.07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미니 ‘BIG LOVE’ 캠페인 뉴 미니

더블웨어 쿠션 (50 sec)

패밀리 출시 행사 취재 (35 sec)

SIMMONS

V12

브랜드의 신제품 및 최신 이슈를 파악해
<Y>만의 감도 높은 디지털 영상을 기획 및

ESTÉE LAUDER

제작합니다

화제성 높은 셀러브리티를 섭외, 감도 높은
디지털 영상을 제작 후 바이럴 효과가 높은
채널에 지속적으로 노출해 마케팅/홍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팝업스토어 오픈 및 셀러브리티
2021.06

2021.07

2022.01

시몬스 부산 그로서리 스토어

에스티 로더 립스틱 파티 오브 원 (12 sec),

V12 패션 필름 (32 sec)

팝업 취재 (50 sec)

애스토니싱 (10 sec), 리틀 레전드 (12 sec)

인터뷰 등 브랜드의 다양한 행사를 스케치
영상으로 취재,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합니다

<Y> BRANDED CONTENTS

Y CREW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셀럽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

MEGA
<Y> CREW
<Y> 매거진 콘텐츠 기고

MZ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버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알고 행동하며 변화를

& 인플루언서의 추천

MACRO

만드는 인플루언서블 미디어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합니다
소셜 상에서 영향력 있는

<Y>를 대변하는 앰버서더 및 크루를 모집해

이들의 추천

MICRO

SOCIAL INFLUENCER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바탕으로
<Y> 매거진만의 2차 콘텐츠 제작

다양한 프로모션 및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 <Y> 크루의 새로운 시선과 취향을 담은
신선한 기획과 일상의 관심사를 엮어 완성한
라이프스타일 스토리 등 <Y>의 자체 디지털

내 친구가 들려주는 듯한
리얼한 후기, 이야기

GRASSROOTS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Y> INFLUENCER with MZ GENERATIONS

REVIEWER
브랜드 니즈에 맞는 체험단 진행

SUPPLEMENT

SPECIAL SUPPLEMENT
연 1-2회 셀러브리티 화보집/ 럭셔리 브랜드의
헤리티지, 아이템, 컨셉추얼 북/ 소장하고 싶은
아트북 또는 MZ세대들의 가치관을 담은 이슈로
꾸민 부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DISTRIBUTION

판매: 약 30,000부
전국 서점/온라인/해외 판매. 소비계층의 관련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 거점 전략 배포, 광고 효과를 고려한 소비계층 공략 배포,
발행 전 표지 모델 등의 셀러브리티 이슈 홍보를 통해 사전 판매
16,000
경기 분당

(MZ세대 타깃)

12,000

유통 경로 _ 전략 유통 + 국내/외 판매

8,000

50,000
COPIES

강남

발행 부수 _ 총 50,000부

강북

30,000

4,000

20,000
MZ세대 셀러브리티 팬덤 층을 공략하는 판매

0

강원

부산

서울

전략 유통: 약 20,000부

제주

대구

경기

서울 청담/압구정/한남, 제주/부산 해운대, 강원도 등

기타

전략과 실제 소비 타깃에 노출하는 전략 배포를
동시 진행합니다

주요 지역의 타깃 리더 및 소비계층의 관련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 거점 지역에 전략 배포. 광고 효과를

DISTRIBUTION CHANNEL

고려한 소비계층 공략 배포

DISTRIBUTION

<Y> 매거진은 1년에 4회 프린트본으로
5만부씩 발간되며, 온라인 서점 스토어,
<Y> 스마트스토어 뿐만 아니라
전국 MZ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오프라인
핫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됩니다

for REAL READERS

DISTRIBUTION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곳에서 누리는 MZ세대

힙스터들이 가는

호캉스를 즐기는 MZ세대

COMPLEX
CULTURAL SPACE

CAFÉ / DESSERT
HOT PLACE

HOTELS, RESORTS AND
EMOTIONAL ROOMS

아우어 베이커리,

탈로 서울, 안테룸,

겟썸 커피, 노티드 도넛,

목시, 몬드리안 서울,

도레도레, 푸어링아웃,

레스케이프 호텔,

로브니, 플디, 오린지,

라이즈 호텔,

보마켓, 리사르 커피

조선팰리스 등

듀필센터, 성수연방,
아모레성수, 더현대 서울

슬로우 스테디 클럽,
카시나, 웍스아웃, 분더샵,
10 꼬르소꼬모

스틸북스, 오에프알,
아크앤북, 더레퍼런스,
유어마인드, 애술린라운지,
B 플랫폼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뻔하지 않으면서도 개성 넘치는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패션도 즐길거리

서점도 특별하게

FASHION & ART COLLECTED SHOP

BOOKSTAY

WHEREVER MZ GENERATIONS GO, with <Y> MAGAZINE

RATE CARD
ADVERTISEMENT RATES
POSITION

Y PAPER

unit: KRW

RATE(VAT excluded)

INSERT ADVERTISEMENT RATES
FORMAT

unit: KRW

RATE(VAT excluded)

GATE FOLD

FULL PAGE 4P

30,000,000

INSERT SINGLE 1P

별지 싱글 1P

PRICE FOR 1P + 1,000,000

OUTSIDE BACK COVER

표4

25,000,000

MATT COATING

무광 코팅

PRICE FOR 1P + 1,000,000

INSIDE BACK COVER SPREAD

표3+대면

10,000,000

INSIDE BACK COVER GATEFOLD

백게이트

25,000,000

1st DPS

1번째 DPS

20,000,000

2nd DPS

2번째 DPS

19,000,000

3rd DPS

3번째 DPS

18,000,000

4th DPS

4번째 DPS

17,000,000

5th DPS

5번째 DPS

16,000,000

6th DPS

6번째 DPS

15,000,000

7th -10th DPS

7-10번째 DPS

14,000,000

11th -15th DPS

11-15번째 DPS

13,000,000

16th -20th DPS

16-20번째 DPS

12,000,000

FP FACING COVER STORY

커버 스토리 대면

7,000,000

1st FP FACING TOC

1번째 목차 대면

6,500,000

2nd FP FACING TOC

2번째 목차 대면

6,000,000

3rd FP FACING TOC

3번째 목차 대면

5,500,000

FP FACING MASTHEAD

판권 대면

5,000,000

DPS BEFORE HALF OF MAGAZINE

1/2 이전 DPS

9,000,000

DPS LATTER HALF OF MAGAZINE

1/2 이후 DPS

8,000,000

SINGLE BEFORE HALF OF MAGAZINE

1/2 이전 싱글

4,500,000

SINGLE LATTER HALF OF MAGAZINE

1/2 이후 싱글

4,000,000

TIE-UP

타이업

5,000,000

ADVERTORIAL

애드버토리얼

4,000,000

* 광고 데이터는 CMYK형식의 PDF파일로 진행하며, 색상 샘플(교정지)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색 사용 시, 분판 및 인쇄 비용 사전 협의 요망

CONTACT FOR AD
mobile 010.6363.8931 e-mail m6@noblessedigital.com

RATE CARD
ADVERTISEMENT RATES
POSITION

unit: KRW

RATE(VAT excluded)

웹사이트 배너광고

전체 영역 full package

10,000,000

웹사이트 웹기사

Y 웹가이드 웹기사 게시

3,000,000

인스타그램 포스팅

1회

4,000,000

* 소재 광고주측 제공

페이스북 포스팅

1회

3,000,000

* 소재 광고주측 제공

트위터 포스팅

1회

2,000,000

* 소재 광고주측 제공

유튜브 업로드

1회

3,000,000

* Y매거진 제작 소재에 한함

네이버포스트

웹기사 및 영상 포스팅

3,000,000

* 소재 광고주측 제공 / 게재형 상품 / 노출수 개런티 없음

5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진행 가능 / mark-up fee 20% 포함 금액

SNS스폰서드애드 진행

* 결합상품 진행시 정가의 10% 할인률 제공, 개별 패키지 진행시 진행금액 및 조건 사전 협의.

CONTACT FOR AD

Y DIGITAL

mobile 010.6363.8931 e-mail m6@noblessedigital.com

* 1주 단위 진행

* 소재 광고주측 제공

YOUTH IS
YOURS
FOREVER 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