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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한국 트랜드에 민감한 그녀들의 시각에서
Pick up! 

전문에디터가 엄선한 정보를 담아 리얼한

한국 트랜드 탐닉을 서포트



CONCEPT

QRコード又は

ここをクリックして

ガイドブックを見る！

116,000フォロワー

@magazine_hangururi

1년 3개월만에 1억뷰 돌파.
인지도 1위 한국정보 미디어 완성. 누적
2억뷰 돌파로 한국여행&트랜드 대표
미디어 성장

2억뷰
돌파

https://www.hangururi.com/magazine


CONCEPT

116,000フォロワー

@magazine_hangururi

팔로워 117,300＋

순 구독자 70~100만명/월

인스타그램

Guidebook

Webapp

@magazine_hangur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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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한 한국 트랜드 탐닉을 서포트



CONCEPT

QRコード又は

ここをクリックして

ガイドブックを見る！

116,000フォロワー

@magazine_hangururi

가이드북보기 click

최초 인스타그램 연동형으로
기획단계부터 SNS 화제!
도쿄 일부지역 한정 배포
3만부 단기간 소진
유저들의 일본 전국 배포 요청 쇄도!

오사카에도배포해주세요!!

어제책자구하러갔는데 GET 못했어요ㅠㅠ

전국에배포해주면좋을 것같아요!!

아~읽어보고싶어요! 뻔한가이드북들보다
좋은정보가많이실려있을것 같네요!!

아직 시간을내지못해써 GET하지못했어요
그래서웹사이트에서다운로드했습니다!

Instagram

가이드북

Webapp

https://www.hangururi.com/magazine
https://www.hangururi.com/wp-content/uploads/2018/05/hangururi_1810_web.pdf


CONCEPT

予約

ガイドブック

ウェブからダウンロード

情報検索

カテゴリ別分かりやすく情報検索

東京 ソウル 関西 済州島

etc

プサン コスメ グルメ 買い物

お気に入りの人気スポットに簡単予約

한국 트랜드에 민감한 그녀들의 시각에서
Pick up! 

전문에디터가 엄선한 정보를 담아

리얼한 한국 트랜드 탐닉을 서포트

Instagram

Guidebook

모바일웹



REFERENCE

뻔한 여타 가이드북 정보가 아닌
실패없는 한구루리 찐 핫플 정보니까
충성도 높은 유저들의 적극적인 액션



USER

일본 아나운서 연예인 아이돌 스포츠
선수들까지도 한국좋아하는
일본여성이라면 한구루리 독자!



USER

일본 아나운서 연예인 아이돌 스포츠
선수들까지도 한국좋아하는
일본여성이라면 한구루리 독자!

30회~

10회~

5회~ 2회~

계획중

30.1%

27.2%

100万円～300万円

30万円～150万円

15万円～30万円

50회~

その他

6~12회

2~5회

1회 이상

계획중



가이드북
인스타그램

웹어플



MAGAZINE

Instagram

가이드북

Webapp 클릭
가이드북 보기



WEBAPP

Instagram

Guidebook

웹사이트

-찜하기, 예약, 쿠폰, 공유하기
-지도보기, 리뷰, 코멘트하기 기능

클릭
상세페이지
이동



RESERVATION

클릭
예약하기

Instagram

Guidebook

모바일웹



INSTAGRAM

@hangururi_magazine

인스타그램

Guidebook

Webapp

팔로워 117,300＋

순 구독자 70~100만명/월



INFLUENCER

Instagram

Guidebook

Webapp



MERIT

사전 예약서비스 쿠폰 베네핏 제공으로
모객 효과UP! 
해외 여행지의 인기 스팟 고착화!
핫플 중 핫플 등극!

&

&



PUBLISH

한국 트랜드에 민감한 그녀들의 시각에서
Pick up! 

전문에디터가 엄선한 정보를 담아

리얼한 한국 트랜드 탐닉을 서포트

-한구루리 인스타그램에
캠페인 게재 홍보 효과UP
-인플루언서 선정은 한구루리
편집부 기준으로 선정
(평균 팔로워 100~30,000)
-투고 결과 리포트 제공 없음
-평균 투고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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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株)JPANG 
東京都武蔵野市西久保3-2-12-201

電話番号 0422-37-2370
携帯 +81-80-5873-6118
jhonson71@hotmail.com
www.jpang.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