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MOTION
(단독 상품)

D2C 마케팅의 핵심



ONLY,
오직 메조미디어에서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타겟팅게이츠 ‘자사몰 스타터’ 패키지 마켓잇 ‘인플루언서 자사몰 홍보’ 패키지 애디슨 오퍼월 ‘회원가입 보장’ 패키지

유입 캠페인 CPC 100원

 CPC 할인단가 80원 제공(DMP타겟팅 적용)

리타겟팅 캠페인 CPC 150원

 CPC 할인단가 130원 제공

게시물PACK(인플루언서 50명/100명) 

 최대 20% 할인

인스타그램 릴스PACK(인플루언서 50명/100명) 

 최대 25% 할인

회원가입 10,000명 보장 PACK 구매 시

 500명 추가 물량 제공

회원가입 20,000명 보장 PACK 구매 시

 2,000명 추가 물량 제공

STARTER INFLUENCER 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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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게이츠 ‘자사몰 스타터’ 패키지

* 2022년 4분기까지 구매 가능

1

• 자사몰의 트래픽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방문·재방문 유입량을 극대화하는 패키지

• 타겟팅게이츠의 고도화된 DMP를 활용해 구매 고려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구매 전환 유도가 가능

STARTER PACKAGE

매체명 목적 상품 예산 기본 CPC 패키지 CPC 할인율

타겟팅게이츠
유입 트래픽(DMP 타겟팅) 700만 원 100원 80원 20%

재방문/구매 전환 리타겟팅 300만 원 150원 130원 13%

* 기본 구성이 1,000만 원으로 희망 시 1억까지 예산 조정 가능

효과적인 신규 고객 모객을 위한 ‘DMP 타겟팅’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리타겟팅’ 동시 집행 가능

자사몰 특화 DMP 타겟팅으로 코어 타겟 접근 가능

CPC 단가 최대 20% 할인, 비용 효율 증대

유입 극대화를 위한

추천 타겟팅

온·오프라인

구매 이력

제품 카테고리

관심사

동일 제품군

광고 반응 이력

유사 제품

키워드 검색 이력



매체명 상품 구분 포스팅 내용 모집인원 기본 단가 패키지 특별가 할인율

마켓잇
(MARKETIT)

게시물 PACK
이미지(3개) 
동영상(1개) 

50명 500만 원 450만 원 10%

100명 1,000만 원 800만 원 20%

릴스 PACK
릴스(동영상) 

게시물(동영상 1개)  
게시물(이미지 3개)

50명 600만 원 540만 원 10%

100명 1,200만 원 900만 원 25%

* 2022년 4분기까지 구매 가능

각 인플루언서별 액티브 팔로워 비중 및 포스팅 역량을 검증, 제품 카테고리에 적합한 인플루언서 추천 가능

일반 포스팅 게시물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주목도 높은 전면 동영상 ‘릴스’ 활용

최대 25% 할인 적용으로 비용 효율 극대화

마켓잇 ‘인플루언서 자사몰 홍보’ 패키지2

• 2,000여 개 브랜드와 협업 노하우가 축적된 마켓잇의 자사몰 마케팅 특판 상품

• 이커머스 마케팅 역량이 높은 인플루언서 중 브랜드에 최적화된 인원을 50~100명 선별하고 자연스러운 홍보 콘텐츠를 생성

INFLUENCER PACKAGE

마켓잇 집행 추천 업종 화장품 패션 쥬얼리 식음료 …건강기능식품



상품 구분 상품 구분 목적 단가(건) 패키지 단가 추가 보장 인원 서비스율

애디슨

10,000명 보장
회원가입

(개인 정보 입력)
1,500원 1,500만 원 500명 5%

20,000명 보장
회원가입

(개인 정보 입력)
1,500원 3,000만 원 1,000명 5%

* 2022년 4분기까지 구매 가능

일정 회원 수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캠페인 운영 가능

네이버 웹툰, 시리즈, 네이버페이 등 프리미엄 미디어에 노출

기존 패키지 대비 추가 인원을 보장하여 합리적인 CPA 단가로 집행 가능

애디슨 오퍼월 ‘회원가입 보장’ 패키지3

• 리워드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오퍼월 상품을 활용한 회원가입 고객 수를 보장하는 패키지

• 소비 친화적인 금융·엔터테인먼트·쇼핑 미디어가 주요 제휴 미디어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자사 고객으로 확보 가능

* 개인 정보 입력이 필요 없거나 추가 액션이 필요한 경우 단가 재설정 필요
* 애디슨 오퍼월 1년내 집행 이력이 없는 광고주 대상, 집행 시 서버 연동 진행

SIGN-UP PACKAGE

애디슨 주요 제휴 매체 네이버 쿠키오븐 네이버페이 카카오T 지그재그 토스



자사몰 패키지 구매 광고주
스페셜 프로모션

자사몰패키지제품을구매해주시면,

메조미디어에서자사몰판매상품을구매

제품이필요한곳에따뜻한마음을담아기부해드립니다.

• 자사몰패키지구매광고주

• 1개광고주기준, 100만원상당의물품구매

• 선착순 4개광고주 (*부킹기준)   

자사몰판매제품중, 광고주와협의하여제품선정

구매제품에따라별도협의/검토후진행

자사몰 패키지를 구매하고, 자사몰 제품을 기부하는착한기부캠페인

내 용

대 상

기 부 상 품

기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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