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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닭컴 RANKINGDAKCOM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대

다이어트
전문플랫폼
랭킹닭컴

누적 앱 다운로드
96만 건

누적 회원 수
225만 9천명

(2022년 7월)

(2022년 7월)

일 평균 방문자
6만 8천 명
(2022년 7월)

일 평균 PV
65만 6천건
(2022년 7월)



1 랭킹닭컴홈페이지내광고상품



01. 메인배너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접속시 노출되는 메인 배너 영역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화면입니다.

01. 메인배너

형식 - 1구좌 (롤링배너 / 2,3번 구좌 배치)

상품 – 브랜드 페이지 연결

단가 – 8백 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550,000 회

* 이미지 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 가이드 전달드립니다.



02. 팝업배너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접속시 팝업되는 배너 영역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면입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 강제 노출로 주목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02. 팝업배너

형식 – 1구좌 (단독구좌)

상품 – 브랜드 페이지 연결

단가 – 4백 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300,000회

* 이미지 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 가이드 전달드립니다.

* PC에서 팝업 창을 닫을 시, 작은 배너로 변경됩니다.



03. 탑배너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접속시 가장 상단에 위치한 배너로, 고정값으로 노출 됩니다.
특히 PC의 경우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03. 탑배너

형식 – 1구좌 (랜덤 노출 )

상품 – 브랜드 페이지 연결

단가 – 650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1,300,000 회

* 4가지 이미지가 랜덤노출 되는 영역으로, 
구좌 독점 희망 시 추가 협의 필요합니다.

* PC – 2개 노출 /MO – 1개 노출



04. 검색창노출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내 ‘검색창’에 노출되는 문안입니다.
특히 PC의 경우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04. 검색창 노출

형식 – 1구좌 (랜덤 노출 )

상품 – 검색버튼 클릭 시 페이지 이동

단가 – 650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1,150,000 회

* 작성해주신 문안으로 노출 가능합니다.
* 4가지 문안이 랜덤노출 되는 영역으로, 

구좌 독점 희망 시 추가 협의 필요합니다.



05. 이벤트페이지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내의 ‘이벤트 페이지’에 노출 됩니다.
랭킹닭컴 내 특별 프로모션, 행사로 홍보 가능합니다. 

05. 이벤트 페이지

형식 – 1구좌

상품 – 이벤트 페이지 내 아웃링크 연결

단가 – 30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10,000 회

★ 메인 상품 구매 시, 구좌 서비스 가능합니다.

* 광고 집행 종료 후 미노출 처리 됩니다.



06. 별별랭킹
랭킹닭컴 홈페이지 / 앱 내 ‘랭킹 tab - 별별랭킹’에 노출 됩니다.
특정 브랜드를 주제로 별도의 컨텐츠가 제작되며 컨텐츠 및 하단에 상품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06. 별별랭킹

형식 – 1구좌

상품 – 이벤트 페이지 내 아웃링크 연결

단가 – 20만 원 (vat 별도, 7일 노출)

노출 – 3,500 회

* 광고 집행 종료 후 미노출 처리 됩니다.

★ 메인 상품 구매 시, 구좌 서비스 가능합니다.



07. 앱슬라이드팝업
랭킹닭컴 앱, 모바일 접속시 팝업되는 배너 영역으로, 팝업배너 위에 우선 노출 됩니다.
앱, 모바일 접속 시 매 번 노출됩니다.

07. 앱슬라이드 팝업

형식 – 1구좌

상품 – 브랜드 페이지 연결

단가 – 5백 만 원 (vat 별도, 7일 운영)

노출 – 510,000회

* 이미지 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 가이드 전달드립니다.



08. 앱푸시발송
랭킹닭컴 앱을 설치한 회원을 대상으로 푸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수신동의자 전체 대상으로 발송하며, 특정 타겟팅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푸시 발송도 가능합니다.

08. 앱푸시 발송

형식 – 앱푸시 1회 발송

상품 – 브랜드 or 상품 페이지 연결

단가 – 건당 20원 (*연령/성별 타겟팅 가능 - 할증 20% 부과)

발송건수 – 420,000건

오픈율 – 0.72%

* 이미지 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 가이드 전달드립니다.
* 앱푸시 발송일 및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 특정 타겟팅 푸시 발송 시 금액 추가 협의 필요합니다.

* IOS 앱푸시 도착 화면

* AOS 앱푸시 도착 화면* 앱푸시 히스토리 노출



09. eDM발송
랭킹닭컴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월 2회, 홍보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링 내 ‘이달의 브랜드 / 상품 / 프로모션’ 으로 노출 됩니다.

09. eDM 발송

형식 – 메일링 내 1구좌 노출

상품 – 브랜드 or 상품 페이지 연결

단가 – 50만 원 (vat 별도, 1회)

발송건수 – 840,000건

오픈율 – 3.1%

* 메일링 발송 ‘월’ 협의 가능합니다. (상세 날짜 협의 불가)



10. 인스타그램업로드
1.8K 팔로우를 지닌 랭킹닭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업로드합니다. 
희망하는 상품, 프로모션, 이벤트 등 게시가 가능합니다.

10. 인스타그램 업로드

형식 – 메일링 내 1구좌 노출

상품 – 브랜드 or 상품 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단가 – 30만 원 (vat 별도, 1회)

도달 – 7,000회

* 이미지 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 가이드 전달드립니다.



11. 배송박스 PKG
랭킹닭컴 주문고객 대상으로 홍보물이 배송박스에 동봉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최소수량은 15,000개이며, 수량에 따라 집행일정 조율가능합니다.

11. 배송박스 PKG

형식 – 랭킹닭컴 배송 박스에 홍보물 동봉

상품 – 홍보물 동봉 & 이벤트 배너 & 푸시 PKG

단가 – 건당 550원 (*최소 수량 15,000개)

불가상품 – OPP 필름이 포장되지 않은 종이
- 캔음료
- 냉동 포장 시 품질 저하 우려 상품

* 실제 발송 모습

* 홍보물 제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광고집행사례



집행사례

1. 배너광고 – 랭킹닭컴 X 삼성전자

▲ 팝업 배너 적용

▲ 메인 배너 적용

▲ 앱푸시 발송

삼성전자비스포크큐커

신제품홍보

내용

랭킹닭컴에서 ‘My 큐커플랜 삼성카드’ 약정 가입 후
‘비스포크 큐커‘ 구매시 결제 금액 1만 원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삼성 비스포크 1만원



집행사례

2. 배너광고 -랭킹닭컴 X 오리온닥터유

▲ 메인 배너 적용

▲ 앱푸시 발송

오리온

신제품홍보, 랭킹닭컴독점판매

내용

랭킹닭컴에서 독점판매 하는 ‘닥터유 프로 단백질 파우더’ 홍보
1,2,3차 판매 홍보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닥터유 단백질 파우더 신제품, 랭킹닭컴 독점판매

결과

1,2,3,4차 판매 진행 모두 당일 품절
▲ 5차 판매 준비 중



집행사례

3. 배너광고 -랭킹닭컴 X 허닭

▲ 구매 사은품 이벤트

▲ 메인 배너

▲ 앱푸시 발송

허닭

브랜드홍보 & 행사

내용

허닭 닭가슴살 & 볶음밥 행사 홍보
허닭 전용 히든 페이지 생성

노출대상

전 고객

집행일자

7일

고객 메시지

허닭 스페셜 위크, 최대 51% 단독할인



집행사례

4. 배너광고 - 랭킹닭컴 X BHC

▲ 메인 배너

▲ 랭킹닭컴 SNS 업로드

BHC

브랜드홍보 & 행사

내용

BHC 닭가슴살 행사 홍보 (최대 10+3 & 무료배송)
BHC 전용 브랜드관 생성

노출대상

전 고객

집행일자

7일

고객 메시지

BHC 뿌링클, 맛초킹 닭가슴살 랭킹닭컴 단독 할인

▲ 메인 배너



집행사례

5. 배너광고 - 랭킹닭컴 X 교촌

▲ 메인 배너

▲ 제품 상세페이지 인트로

교촌

브랜드홍보 & 행사

내용

교촌 닭가슴살, 볶음밥 행사 홍보 (최대 67 할인 & 무료배송)
교촌 히든 페이지 생성

노출대상

전 고객

집행일자

7일

고객 메시지

교촌 상품 최대 67% 할인 & 사은품 증정

▲ 메인 배너



집행사례

6. 배송박스 PKG -랭킹닭컴 X 농심

▲ 이벤트 페이지

▲ 이벤트 페이지 썸네일 적용

▲ 앱푸시 발송

농심

신제품홍보, 제품배송 PKG

내용

랭킹닭컴에서 ‘1am 알뜰샐러드’ 구매 시
농심 ‘누들핏’, ‘샐러드누들’ 1개 제공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1am 알뜰샐러드 구매 시 누들핏 / 샐러드누들 증정



집행사례

7. 배송박스 PKG -랭킹닭컴 X CJ 제일제당

▲ 이벤트 페이지

▲ 이벤트 썸네일

▲ 모바일 중간, PC 탑배너

CJ 제일제당

신제품홍보, 제품배송 PKG

내용

랭킹닭컴에서 ‘다이어트 도시락’ 구매 시
백설 ‘사과 초모식초’ 1개 제공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다이어트 도시락 구매 시, 백설 사과 초모식초 증정



집행사례

8. 배송박스 PKG -랭킹닭컴 X 롯데칠성

▲ 이벤트 페이지

▲ 메인 배너 적용

롯데칠성

신제품홍보, 제품배송 PKG

내용

랭킹닭컴에서 ‘6만원 이상 특급배송’ 주문 시
롯데칠성 ‘브루잉 콤부차’ 2개 제공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특급배송 이용 시, 콤부차 증정

▲ 모바일 중간, PC 탑배너

▲ 랭킹닭컴 SNS 업로드



집행사례

9. 배송박스 PKG -랭킹닭컴 X 하이네켄

▲ 상세 인트로

▲ 메인 배너 적용

▲ 팝업배너

하이네켄

무알콜맥주신제품홍보, 제품배송 PKG

내용

랭킹닭컴에서 ‘잇메이트 오구칩’ 구매 시
하이네켄 0.0 증정

노출대상

전 고객

고객 메시지

잇메이트 오구칩 구매 시 하이네켄 0.0 증정



3 단가표



랭킹닭컴 RANKINGDAKCOM

노출지면 광고영역 진행 기간 / 횟수 예상 노출 수 (회) 비용 (원 / 건당) 기타

PC / MO 메인배너 7일 550,000 8,000,000 롤링배너 2, 3번 구좌 中 1

PC / MO 팝업배너 7일 300,000 4,000,000

PC / MO 탑배너 7일 1,300,000 6,500,000

PC / MO 검색창 7일 1,150,000 6,500,000 랜덤 노출 상품 / 단독 노출 희망 시 추가 협의 필요

PC / MO 이벤트 페이지 7일 10,000 500,000 * 메인상품 구매 시 서비스 제공 가능

PC / MO 별별랭킹 7일 3,500 200,000 * 메인상품 구매 시 서비스 제공 가능

APP 앱 슬라이드팝업 7일 510,000 5,000,000

모바일 앱푸시 메시지 1회 420,000 20 상세 타겟팅 설정 시 20% 할증

PC / MO eDM (메일링) 1회 840,000 500,000

MO 인스타그램 1회 7,000 300,000

배송박스
PKG

주문고객 전체 7일 15,000

8,000,000
최소 수량 15,000ea (건 550원)
냉동박스 동봉으로 캔 / 종이 불가

(수량에 따라 특급 / 일반배송 선택하여 배차)
이벤트 페이지 7일 10,000

앱푸시 메시지 1회 420,000

(vat 별도)



E.O.D
문의 mkt.fn@foodnam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