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우 스페셜 패키지 
for Mezzomedia 



스플래시 배너 프레임 필터 

SUMMARY 

 새로운 DA 패키지 제안! - 필터 상품의 DA화 

 예상 CPC 100원대 고효율 상품 

KEY VALUE 



SNOW Status 

24% 

65% 

11% 

여성 유저 70% MZ 세대 90% 차지  

10대 20-30대 

gender age 

DAU 690만명 

user 

40대 이상 

* Source: App Annie, FEB. 2021 

67% 

33% 

* Source: App Annie, FEB. 2021 

｜ 국내 TOP 모바일 미디어 

* Source: App Annie, FE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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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의 주요 수단 

engagement 

｜ 필터를 활용한 브랜드 경험을 주도하는 스노우 SNOW Strength 

A사 필터 사용량 비교 

X 5 배 

압도적인 필터 사용량 

usage 

* IG 해시태그 기준 

20% 

80% 

X 4배 

P사 이벤트 참여량 비교 



Special Filter 

필터 제작 과정 최소화 

process 

부담 없는 집행 비용 

pricing 

계약 체결 및 
PSD 가이드 전달 

소재 수급시 
필터 업로드 후 
프리뷰 공유 

출시 

프레임 필터  or  합성 필터 

option 

구분 기존 필터 패키지 

평균 단가 2,000만원 1,000만원 

최소집행금액 1,000만원 500만원 

* DA 구좌 제공 필터 기준 비교 

사례 
보기 

A. Frame Filter B. Edit Filter 

사례 
보기 

PARIS 

｜ 광고주가 전달한 소재 그대로, 필터로의 빠른 구현 

* Edit Filter는 6월 중 런칭 예정 

https://youtu.be/r9ZRJ_GEc5E
https://youtu.be/xFJyznLtWjo


option A 

촬영이 곧 체험, 브랜드 자체 제작 필터 

Frame Filter + DA 

프레임 필터 스플래시 배너 

앱 기동 시, 

풀 스크린으로 노출되는 전면 배너 

* 랜딩 연결 가능 

필터 썸네일 클릭 시 자동으로  

노출되는 가이드 팝업 

컨펌 배너 아웃링크 랜딩 

HOT 탭 상단 노출되는 

프레임 필터* 

촬영 후 자동 노출되는 

하단 컨펌 배너 

* 랜딩 연결 가능 

필터 체험 외 부수적인 

마케팅 캠페인 진행 가능 

* 스플래시 배너 랜딩 : 스노우 앱 내 광고주 필터 또는 아웃링크로 바로 연결 가능 

* 프레임 필터 : 브랜드의 로고, 키 메시지를 담은 프레임을 통해 사진 촬영을 유도하는 필터 

가이드 팝업 

｜ 유저 사용 패턴에 맞는 DA 노출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option B 

합성이 곧 체험, 브랜드 배경 합성 필터 

Edit filter + DA 

아웃링크 랜딩 

필터 체험 외 부수적인 

마케팅 캠페인 진행 가능 

배경 합성 필터 스플래시 배너 

앱 기동 시, 

풀 스크린으로 노출되는 전면 배너 

* 랜딩 연결 가능 

가이드 팝업 브랜드 썸네일 

배경 합성 필터 좌측 

노출되는 브랜드 썸네일 

* 랜딩 연결 가능 

* 스플래시 배너 랜딩 : 스노우 앱 내 광고주 필터 또는 아웃링크로 바로 연결 가능 

* 합성 필터 : 배경 제거 기능을 통해 유저의 사진과 브랜드 배경 이미지를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필터 (브랜드 배경 이미지 최대 15장 적용 가능) 

필터 썸네일 클릭 시 자동으로 

노출되는 가이드 팝업 

HOT 탭 상단 노출되는 

배경 합성 필터* 

* 6월 중 런칭 예정 

누끼 

｜ 유저 사용 패턴에 맞는 DA 노출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Pricing 

* 가이드 팝업은 필터 선택시 기기당 1회 노출되는 배너로 클릭 불가한 배너 지면입니다 

광고 형태 노출 매체 노출 영역 노출 기간 노출 뷰수 / 사용 횟수 예상 CTR 광고 단가 

2주 패키지 스노우 

스플래시 배너 1주 ~ 보장 100만 10% 

1,000만원 
가이드 팝업 2주 예상 20만 - 

A or B 필터 2주 예상 30만 - 

1주 패키지 스노우 

스플래시 배너 3일 ~ 보장 40만 10% 

500만원 
가이드 팝업 1주 예상 10만 - 

A or B 필터 1주 예상 15만 - 

｜ 새로운 브랜드 경험 대비 합리적인 단가 

* Edit Filter는 6월 중 런칭 예정 



구분 사이즈 종류 확장자 용량 비고 

스플래시 배너 

1080X1920 

이미지 JPG 200KB 이하 

1125X2436 

Guide 

* 상세 가이드 파일 별도 확인 필수 (가이드 다운받기) 
* 라이브 2주전까지 소재 전달 권장 

｜  option A 

프레임 필터 

1:1 비율 
1080x1080 

이미지 PSD - 
비율 1개 이상 
제작 필수 

3:4 비율 
1080x1440 

9:16 비율 
1080x1920 

컨펌 배너 750x128 이미지 PNG - White /Black Ver.2개   

촬영 전 
가이드 팝업 

530x706 이미지 PNG - 
이미지 or 동영상 

택1 
360X480 동영상 MP4 

1MB 이하 
(스티커 최종 용량에 따라 가이드 변경 

가능) 

이펙트 썸네일 183x183 이미지 PNG 30KB 이내 
(경량화 작업 필수) 

https://www.dropbox.com/s/5rnudke6f8fhjb2/%EB%A9%94%EC%A1%B0 (A).pdf?dl=0
https://www.dropbox.com/s/5rnudke6f8fhjb2/%EB%A9%94%EC%A1%B0 (A).pdf?dl=0
https://www.dropbox.com/s/5rnudke6f8fhjb2/%EB%A9%94%EC%A1%B0 (A).pdf?dl=0
https://www.dropbox.com/s/5rnudke6f8fhjb2/%EB%A9%94%EC%A1%B0 (A).pdf?dl=0
https://www.dropbox.com/s/5rnudke6f8fhjb2/%EB%A9%94%EC%A1%B0 (A).pdf?dl=0


구분 사이즈 종류 확장자 용량 비고 

스플래시 배너 

1080X1920 

이미지 JPG 200KB 이하 

1125X2436 

Guide 

배경 이미지 1440x1920 이미지 PNG 개당 1MB 이하 최대 15개 지원 

브랜드 썸네일 216X231 이미지 PNG 30KB 이내 
(경량화 작업 필수) 

배경 이미지(15개) 
 아웃링크 랜딩 이미지(1개) 

총 16개 제작 필요  

* 상세 가이드 파일 별도 확인 필수 (가이드 다운받기) 
* 라이브 2주전까지 소재 전달 권장 

｜  option B 

이펙트 썸네일 183x183 이미지 PNG 30KB 이내 
(경량화 작업 필수) 

촬영 전 
가이드 팝업 

720X1280 이미지 JPG 1MB 이하 

540X960 영상(무음) MP4 2MB 이하 

https://www.dropbox.com/s/zg35o3a5j1xfxit/%EC%8A%A4%ED%8E%98%EC%85%9C %ED%8C%A8%ED%82%A4%EC%A7%80_Option B.pdf?dl=0
https://www.dropbox.com/s/zg35o3a5j1xfxit/%EC%8A%A4%ED%8E%98%EC%85%9C %ED%8C%A8%ED%82%A4%EC%A7%80_Option B.pdf?dl=0
https://www.dropbox.com/s/zg35o3a5j1xfxit/%EC%8A%A4%ED%8E%98%EC%85%9C %ED%8C%A8%ED%82%A4%EC%A7%80_Option B.pdf?dl=0
https://www.dropbox.com/s/zg35o3a5j1xfxit/%EC%8A%A4%ED%8E%98%EC%85%9C %ED%8C%A8%ED%82%A4%EC%A7%80_Option B.pdf?dl=0
https://www.dropbox.com/s/zg35o3a5j1xfxit/%EC%8A%A4%ED%8E%98%EC%85%9C %ED%8C%A8%ED%82%A4%EC%A7%80_Option B.pdf?dl=0


AR상품 FAQ 

DA상품 FAQ 

E.O.D 

파트너십팀 대표메일 
dl_snpartnership@snowcorp.com 

 

CLICK 

CLICK 

mailto:dl_snpartnership@snowcorp.com
https://www.notion.so/SNOW-AR-FAQ-9fd8be9eecbb40e9a51e7713c9d21757
https://www.notion.so/SNOW-DA-FAQ-9b578bf285694fcda74f7797fa81b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