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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체취라는 향이 있습니다.
코로 느껴지는 향이든 눈으로 느껴지는 향이든
저마다의 고유한 냄새가 있죠.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모두 다른 향기일 것입니다.
더센트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의 향기를 담아 가려 합니다.
익숙해서 자각하지 못한 사소한 순간의 기쁨들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향기는 어떻게 채워져 가나요?

TONE

심플, 이지, 슬로우

URBAN LIFE

도심 속 일상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순간

COLOR/ LAYOUT

웜그레이, 화이트/오브제와 여백이 주가 되는 심플한 이미지

POSITIONING

블로그와 웹진의 중간, 와인에 대한 낮은 문턱,
‘군더더기 없이, 가볍게, 힘 빼고’

TARGET

20대 이상 남녀

CATEGORY

WINE, CULTURE, LIFE STYLE
/CAMPAIGN, PROMOTION, WINE ROAD(와인가도)

1

CATEGORY
에디터코멘트 _라이프전반_개인, 연애, 일, 사람, 오브제 등
푸드 _레시피, 푸드이슈, 차 등
피플 앤 플레이스 _인터뷰, 다양한 개념의 공간
유어레터 _자유기고 코너(원고와 이미지)

무비 앤 뮤직 _영화 장르별 리뷰, OST 소개
북 _더 센트의 톤에 어울리는 도서 추천)
아트 _공연, 전시 소식
유어아트웍 _자유기고 코너(아트웍, 사진, 일러스트 작업물 등)

엔조이 와인 _실전형 와인 즐기기
피플 앤 플레이스 _와인관련 인사의 심플한 인터뷰와 와인스토어 소개
칼럼 _와인전문 칼럼니스트의 기고
이슈 _와인에 대한 이슈와 이벤트
위클리와인 _더 센트의 와인전문가가 선정한 이 주의 와인 소개
갤러리 _와인유통업체로부터 수집한 와인 정보 코너
어바웃 와인 _와인상식, 와인용어
라이브러리 _해외 와인 자료실

2 SUB CATEGORY
더 센트의 시그니처 캠페인 “DON’T DRINK AND DRIVE!”
ONLY WINE/ONLY THE SCENT
리슬링 데이, 말벡 데이, 그라나슈 데이 등 와인관련 프로모션
대한민국 와인가도/세계 와인가도

IMPORMATION ADVERTISING <VIDEO or BANNER>
DISPLAY AD-VIDEO

POSITION_1

POSITION_2

<영상>

<영상>

THE SCENT

THE SCENT

(B)
(A)

INTRO (A)

PRICE

2,000,000

CATEGORY IN (B)

POSITION_3 (PACKAGE)

1,500,000

POSITION_4

INTRO (A)+CATEGORY IN (B)
PRICE

PRICE

기본 20초 동영상 제작

2,500,000

PRICE

1,000,000

-기본 이상에 따른 영상제작은 비용 협의-

DISPLAY AD-VIDEO SIZE

A : 600X338(px)

B: 400X225(px)

DISPLAY AD-BANNER
POSITION_1

POSITION_2

<룰렛 배너 상/하>

<고정 배너>

THE SCENT

THE SCENT

(A1)

THE SCENT

(ADVERTORIAL)

(A2)

(B)

(B)

(B)

회사소개 ㅣ 광고문의 ㅣ제휴안내

INTRO

(A1/A2)

POSITION_3
<룰렛 배너(C)+고정 배너(D)>

PRICE

INTRO(B) PRICE

1,500,000

(B)

(C)

CS CENTER
02-539-1468

(D)

1,000,000

CATEGORY IN (C) PRICE
CATEGORY IN (D) PRICE

1,200,000
800,000

POSITION_4

POSITION_3 (PACKAGE)

1. INTRO(택 A1/A2) + INTRO(B) + CATEGORY(C)
PRICE
2,500,000
2. INTRO( 택A1/A2) + CATEGORY(C)
PRICE
2,000,000

1. ADVERTORIAL
PRICE
1,000,000
2. ADVERTORIAL + 고정배너 (D)
PRICE
1,300,000

POSITION_5
1.
PRICE
2. 기본 플래시 제작 PRICE
기본 배너 제작

200,000
500,000

-기본 이상에 따른 이미지 제작은 비용 협의-

A : 300X338(px) B : 420X112(px) C : 400X225(px) D: 400X112(px)
DISPLAY AD-BANNER SIZE
20” VIDEO/BANNER 10구좌 1 MONTH : 각 16,920회 노출 1 DAY : 각 4320회 노출 1 구좌 각 432회 노출
<VAT 별도, 단위:원(KRW)>
ES COMMUNICATION WEBZINE THE SCENT 사업부/ AD MANAGER 노현정 이사
TEL 02.539.1468 FAX 02.539.1469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4길 12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