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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축제 전문 매거진 페스티벌올

AR · VR 마케팅 솔루션

핵심 요소

O2O는 Online To Offline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입시키고 오프라인의 고객을 온라인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광고에 접목시키는 것은 오프라인 광고의 장점과 온라인 광고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와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적인 요소가 강한 관광에는 

동영상을 활용한 AR·VR 마케팅 솔루션은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툴입니다.

AR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增强現實]의 약자로 여러 가지 AR 기술이 있으나, 

제안 드리는  AR 마케팅은 패턴 인식과 AR 커머스 즉,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래를 뜻합니다. 

동영상 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AR 커머스 기술을 사용하여 

손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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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패턴 인식 관련 영상 콘텐츠 실행

이벤트 마커 시스템 연동공유된 URL에서 구매 가능

1800만

428만
3700만 2000만

AR · VR 마케팅 솔루션

핵심 기술

 웹 브라우저 기반 AR•VR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

 홍보와 판매가 원 클릭으로 

    가능한 솔루션

 CMS : 통계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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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마케팅 솔루션

특장점

• HTML5 기반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이 없음

• AR 화면 + 마커 조합으로 커머스 기능 연결 (검색,조회,구매…)
• 360VR 플레이어 연동

• 한 줄의 URL 형태로 SNS 공유 및 PC, 모바일 대응

• AR 마케팅 플랫폼과 연동(VR, AR, AI, 디지털 사이니지)

★AR 커머스 적용 예시 젊음의 행진  www.festivalall.com  이벤트 페이지 클릭

★AR 광고 & 커머스 적용 하나은행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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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마케팅 솔루션

기대 효과

 비대면 객수 증대 

 AR•VR 콘텐츠 마케팅을 통한 밀레니엄 세대 고객 확보

  (패턴인식 후 관련 콘텐츠 전송, SNS 배포, SNS 마케팅, 

   AR•VR 마케팅 플랫폼 연동.)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

 다양한 리테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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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를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를 보세요!

 
거기에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벤트 안내 문구

이벤트 안내 문구 예시

月刊 축제 전문 매거진 페스티벌올

AR · VR 마케팅 솔루션

하나은행 적용 예시 A

➊ 지면 광고(AR 이벤트 안내)

➋ 유저가 하나은행 어플 설치한다.

➌ 지면 광고의 하나은행 로고를 카메라로 본다.

➍ 모바일에 동영상이 보인다.

➎ 동영상 속 이벤트 마커 보인다.

➏ 이벤트 마커 클릭시 상세 이벤트 내용이 보이고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바로 간다.

➊ 기업 이미지 상승▶기대감&만족감 상승 효과

➋ 어플 설치 유도▶충성고객화

➌ 이벤트 소개의 용이성▶참여율 상승

➍ 지면 광고를 동영상 광고로 활용

▶저가의 비용으로 동영상 광고 

➎ 광고 1개로 여러개 서비스 홍보 가능▶가성비 상승

적용 방법 기대 효과

카메라로 로고를 비춘다.

동영상 위 GIFT 마커를 클릭!

이벤트 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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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마케팅 솔루션

하나은행 적용 예시 B

➊ 하나은행 고객대상

➋ 어플을 연다.

➌ 카메라로 하나카드(혹은 인터넷 뱅킹 화면, 하나은행 건물, 통장)의 로고를 카메라로 본다.

➍ 모바일에 동영상이 보인다.

➎ 동영상 속 다양한 이벤트 마커 보인다.

➏ 이벤트 마커 클릭시 상세 이벤트 내용이 보이고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바로 간다.

➊ 기업 이미지 상승▶기대감&만족감 상승 효과

➋ 타 은행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하나은행을 더 

이용하게 된다. 지점의 위치를 인지▶충성고객화

➌ 이벤트 소개의 용이성▶참여율 상승

➍ 동영상으로인한 새로운 서비스 소개의 효율성

▶저가의 비용으로 동영상 광고 

적용 방법 기대 효과

동영상 위 GIFT 마커를 클릭!

카메라로 로고를 비춘다!

하나멤버스 어플을 연다!

이벤트 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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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마케팅 솔루션

광고 단가 AR 광고 & 커머스

예시➊ : FHD 60sec 50,000 view  \700,000

예시➋ : FHD 60sec 10,000 view  \140,000

예시➌ : FHD 30sec 10,000 view  \70,000

★동영상의 해상도, 재생 시간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FHD, 60sec 미만 권장  진행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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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식 과금정책 세부비용 비고

360VR 플레이어 무상제공 영상 트래픽당 비용 책정

기본형: 35만원 (트래픽 500G까지)

서비스 신청시
1개월 무료 체험 제공

(SNS 마케팅 지원 포함)
일반형: 70만원 (트래픽 1TB까지)

기업형: 500만원 (트래픽 10TB까지)

AR-엔진 무상제공 솔루션 실행 회수당 과금

일반형: 70만원 (트래픽 1TB까지) 무료 제공
매체 광고 기간동안 일반형 무료 제공

(SNS 마케팅 지원 포함)
매체 광고비 8P 참고기업형: 500만원 (트래픽 10TB까지) 

사전 동의 후, 추가된 용량만 과금

CMS 무상제공
3D 마커 및 3D 오브젝트

제작 시 별도 과금

2D 마커 사용 무료
3D 마커, 오브젝트는 개당

50만원부터 시작

4K 라이브-스트리밍 고객사의 니즈 파악 후
맞춤형 솔루션 제공

1천5백만원(1회당)
전시회, 공연, 이벤트 등

1회성 4K 라이브 스트리밍 및 VOD
(카메라, 조명, 운영인력, 부대비용 포함 가격)

별도 문의

SNS 마케팅 SNS 마케팅 무상지원
대규모 프로모션 경우

별도 협의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外

고객사 콘텐츠에 대한 SNS 마케팅을 기
본으로 지원

(마케팅 기획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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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격 제안

광고 단가 페스티벌올 매거진 & 포털사이트

페스티벌올 광고비 제안 (VAT 별도)

구 분 1개월 3개월(10% 할인) 6개월(20% 할인) 12개월(30% 할인) 결제 조건(카드 가능)

내지(1P) 200만원 540만원 960만원 1680만원
일시불/선결제(1개월 서비스)
매월분납/선결제

표지 1(1P) 2,000만원 - - - 일시불/선결제(축제/1개월로 제한)

표지 2(1P) 400만원 1080만원 1920만원 3360만원
일시불/선결제(1개월 서비스)
매월분납/선결제

표지 3(1P) 350만원 945만원 1680만원 2940만원
일시불/선결제(1개월 서비스)
매월분납/선결제

표지 4(1P) 800만원 2160만원 3840만원 6720만원
일시불/선결제(1개월 서비스)
매월분납/선결제

지도 광고(2P) 300만원 810만원 1440만원 2520만원
일시불/선결제(1개월 서비스)
매월분납/선결제

협찬 광고
(내지)

200만원: 현물(티켓포함) 540만원: 현물(티켓포함) 960만원: 현물(티켓포함) 1680만원: 현물(티켓포함)
티켓(쿠폰)을 모바일에 등록하여 사
용하므로 재고 파악과 실사용 확인 
가능

광고시 무료 서비스 홍보

구 분 1개월 3개월(10% 할인) 6개월(20% 할인) 12개월(30% 할인) 보도자료

내지(1P) SNS마케팅 월 1회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게시판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게시판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게시판 페이지 배너광고
월 1회 서비스

표지 1(1P)
SNS마케팅 월4회

동영상 제작
- - - 월 4회 서비스

표지 2(1P) SNS마케팅 2회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캘린더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캘린더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캘린더 페이지 배너광고
월 2회 서비스

표지 3(1P) SNS마케팅 1회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월 1회 서비스

표지 4(1P) SNS마케팅 2회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링크 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링크 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메인 페이지 링크 광고

월 2회 서비스

지도 광고(2P) SNS마케팅 1회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지도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지도 페이지 배너광고

페스티벌올 축제 포털
지도 페이지 배너광고

월 1회 서비스

*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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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140만원

140만원

560만원

750만원

370만원

370만원

1,510만원

1,340만원

670만원

670만원

2,680만원

2,350만원

1170만원

1170만원

4,700만원

30% off + AR커머스 무료 광고 서비스 ⇢ FHD 60sec(20MB용량 기준)-5만 view

제작비 500만원 + 월 70만원 상품(6개월 이상 광고 계약시) ⇢ 총 1,000만원 상당 무료 서비스

광 고 중

광 고 중

광 고 중



제보·취재 요청

070-4490-9927   
editor@festivalall.com

광고·마케팅·제휴 문의

02-6203-1532   
ad@festivalall.com

정기구독 문의

02-6203-1532   
cs@festival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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