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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미디어 

2015년 디지털 영상광고상품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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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스크린 현황 

N 스크린이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송 콘텐츠’ 와 ‘유통 플랫폼’을 결합한 OTT(Over The Top) 사업자가 여러 기기를 통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OTT산업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 방송 콘텐츠 
- 영화 콘텐츠 
- 뮤직비디오 
- Clip영상 등 

- 웹사이트 
- APP 
- SNS 
 

- IP망 
- 통신망 
 
 

- TV 
- PC /노트북 
- 모바일(스마트폰등) 
- 스마트 가전 

방송산업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구조 

※ OTT : 현재는 인터넷에 연결되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라는 의미 
               (셋톱박스 뿐 아니라 PC,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기 등 포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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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스크린 현황 

디지털 동영상, 이용현황과 시장  

2014 2015(e) 

910 

1,183 

+30% 성장 

- 자료출처 :  한국온라인 광고 협회, 2014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 조사 / 제일기획, 2014 광고연감 

TV 광고 & 온라인광고 시장 둔화  

모바일 성장율은 대폭 성장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는 

2015년  30% 성장 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 시장 규모 ]    [ 디지털 광고시장은 지속적 성장 ]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  TV :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포함 
-  온라인 :  노출광고, 검색광고 포함 
-  모바일 :  모바일DA, 모바일SA 및 기타 

- 2014년 TV와 온라인광고 시장은 안정기에 진입, 모바일 광고시장은 여전히 성장세 
- 디지털 동영상 전체  광고비 시장 규모는, 2015년 30%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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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스크린 현황 

디지털 동영상 소비 행태의 변화 

-  동영상 콘텐츠 이용 시간이 TV에 비해 디지털 기기 성장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TV 콘텐츠 일부 장르는 모바일로의 직접적인 미디어 대체 현상이 발생 함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TV   

PC  

Mobile 

  +1.5% 성장 ▶ 

  +7.1% 성장 ▶ 

  +15.0% 성장 ▶ 

  193.4 

  196.3 

  1.4 
  1.5 

  18.7 

  21.5 

(단위:분) 

TV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PC 와 모바일 성장률은 빠르게 증가 

TV 영상의 주요 장르 (드라마, 오락) 에서 

모바일로의 미디어 대체 현상이 발생 

 [TV 콘텐츠의 직접적인 대체 현상 (일 평균) ]    [ 영상 콘텐츠 – 1인당  일 평균 이용 시간]  

TV   
2013.9 2014.9 2013.9 2014.9

2013.9 2014.9

Mobile 

  드라마&영화 
-16분 감소 

  엔터&오락 
-13분 감소 

Mobile 로 동영상 콘텐츠 소비 이동 

  모바일 영상 소비 
+63분 증가 

- 자료출처 :  코리안클릭 2015 미디어 리서치 리포트 

(단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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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스크린 현황 

디지털 동영상 시장의 구조 

*User 
Generated 
Content 

MCN 

웹 
드라마 

UGC 

제작 

*Multi 
 Channel  
Network 

*User 
Generated 
Content 

방송사 

제작/공급 

IPTV 

OTT 

포털 

동영상 

SNS 

SMR 
 
 

방송 7개사 
콘텐츠/광고 

독점공급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자체 광고상품 보유) 컨텐츠 공급 

포털 

프리롤, Pre-play+ 등 

프리롤, 대체광고 등 

프리롤, 리얼뷰(CPV) 

프리롤, 트루뷰(CPV)등 

페이지포스트,  
프로모션 동영상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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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 IPTV (Btv / U+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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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가입가구수 : 전국 약 280만 가구  

 주요 판매상품 :  프리롤 광고 (광고슬롯 : 무료 3개, 유료 1개) 

 광고 집행초수 : 15” / 20” / 30” / 40” / 60” (초수별 개별 단가 적용) 

 집행카테고리 : 지상파 (드라마/예능), 종편(드라마/예능), CJ E&M , 영화, 스포츠, 교육 등 카테고리 별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광고는 최대 60초 재생(스킵 불가) 

무료 컨텐츠 최대 3개의 광고가 노출 
유료 컨텐츠는 1개의 광고가 노출 

1st 
CM 

2nd
CM 

3nd 
CM 

광고순서는 랜덤 

초수 단가 (CPM) 월 노출 횟수 비고 

15초 25,000 400,000 

 1,000만원 
(논-타겟팅)기준 

 

20초 30,000 333,333 

30초 35,000 285,714 

40초 50,000 200,000 

60초  70,000 142,857 

※ CJ 컨텐츠도 동일 단가 적용 

광고 단가 

Pre-roll 

타겟팅 조건 

-프로그램 별 최소 5개 지정 or 유료컨텐츠 Only, 카테고리 별 (각 40% 할증)  
- 시간 / 지역 /  장르 / 요일  (각 20%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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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Pre-roll (키즈/애니 Only) 

 상품형태 : 프리롤 광고  

 집행초수 : 15” / 20” / 30” 

 타겟팅 종류 : 키즈 / 애니메이션으로만 구성 

 특징 : 일반 프리롤 광고 상품 대비 30% 할인  ( 10분이하 컨텐츠는 광고 미노출 ) 

             카테고리 특성상 자체 심의 필요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키즈 / 애니에만 노출) 

컨텐츠 시청 

광고는 최대 30초 재생(스킵 불가) 

최대 3개의 광고 중 노출 (대부분 1개 광고만 노출) 
10분 이하 컨텐츠 미 노출 

1st 
CM 

2nd
CM 

3nd 
CM 

광고순서는 랜덤 

광고 단가 

초수 단가 (CPM) 월 노출 횟수 비고 

15초 19,231 520,000  1,000만원 
기준 

 
CPM 

30% 할인 
 

20초 23,077 433,333 

30초 26,923 3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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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Pre-roll (프로그램 독점) 

 상품형태 : 동영상   

 카테고리 : 카테고리 / 장르 / 프로그램 / 시간대 독점 

 집행초수 : 15” / 20” / 30” / 40” / 60”  

 독점단가 : 제안 전 문의 요망 (드라마 독점 월 3천만원-15초 기준) 

                  ( 15” – 유/무료 컨텐츠에 노출 , 20” ~ 무료 컨텐츠에만 노출) 

광고 단가 

프로그램명 단가 노출수 

무한도전 1.2억원 

노게런티 
(전월 노출량 전달) 

런닝맨 0.9억원 

슈퍼맨이돌아왔다 0.6억원 

라디오스타 0.25억원 

1박2일 0.25억원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지정 타겟팅 영역에 광고노출 컨텐츠 시청 

광고는 최대 60초 재생 
40”/60”는 1개의 광고만 노출 

1st 
CM 

2nd
CM 

3nd 
CM 

1번째 순서로 고정 

프리롤 광고 
※ 1월 시청데이터 기준 2월 판매단가 

(예능의 경우 반드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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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광고슬롯 : 무료 3개, 유료 1개  

 집행초수 : 15” / 20” / 30” / 40” / 60”  

 카테고리 구성 비율 : 지상파 80% , 비지상파 20%로 기본 구성 

 타겟팅 종류 : 시간 / 지역(구/군 까지) / 장르 / 요일 등 세부 타겟팅 중복 적용 가능 (각 20% 할증)  

 집행카테고리 : 지상파 (드라마/예능), 종편(드라마/예능), CJ E&M, 영화, 스포츠, 교육 등 카테고리 별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광고는 최대 60초 재생(스킵 불가) 

무료 컨텐츠 최대 3개의 광고가 노출 
유료 컨텐츠는 1개의 광고가 노출 

1st 
CM 

2nd
CM 

3nd 
CM 

광고순서는 랜덤 ※ CJ 컨텐츠도 동일 단가 적용 

광고 단가 

Pre-roll 

타겟팅 조건 

-TV다시보기 or 프로그램 지정 (최소 5개 이상)   20%할증  
- 지역(시/군/구) 20%할증, 시간 (최소 6시간 지정)  20%할증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 일자(요일) 지정 10% 할증 

초수 단가 (CPM) 월 노출 횟수 비고 

15초 25,000 400,000 

 1,000만원 
(논-타겟팅)기준 

 

20초 25,000 400,000 

30초 40,000 250,000 

40초 50,000 200,000 

60초  70,000 142,857 

※ 한시적으로 30” 집행소재에 한해서 10% 보너스 추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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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Pre-roll (프로그램 독점) 

 광고슬롯 : 1구좌당 1개 독점 

 집행초수 : 15” / 20” / 30”  

 타겟팅 종류 : 프로그램 독점 

 집행카테고리 지상파 (드라마/예능), 종편(드라마/예능) 중 재원 확인 필수  

   ※ Btv 대비 프로그램 독점 단가 경쟁력 있음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광고 단가 

광고는 최대 30초 이하 재생(스킵 불가) 

타겟팅 단가 옵션 비고 

일반 
프로그램 

30% 할증 
*1개 프로그램 지정 

*1구좌/1st slot only 
/1개월  

*30초 초과 소재  
집행 불가 

*보너스 미제공 
 

*사전 협의 必 
 

*전 월 노출량 기준으로 
 단가 책정 

 
*예상 노출량 미달 시  

이월 집행 or 타프로그램 노출 

신규 
프로그램 

15/20” : 600만원 
30” :  900만원 

* 프로그램 중복시 청약서 도착 순서로 정함 

1st 
CM 

2nd
CM 

3nd 
CM 

1번째 순서로 고정 

프리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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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 SMR포털 / 티빙 / 푹 / SK모바일(KBO/ML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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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네이버 / 다음 순 방문자수 : 네이버 6,090,957 UV /  다음 5,026,056 UV (Only TV캐스트, TV팟 집계) 

 주요 판매상품 :  프리롤 광고 (광고슬롯 : Only 1 slot) 

 광고 집행초수 : 15” ~ 이상 (최대 3M 도 가능, 영화 예고편등) 

 집행카테고리 : MBC, SBS, CJ E&M, JTBC, 채널A, 조선TV, MBN (*KBS는 계약전)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광고 소재길이는 15” ~ 3분까지 
(스킵버튼은 15초 이후 생성) 

1개 컨텐츠에 1개 광고만 노출 

초수 단가 (CPM) 보너스적용 제안CPM 

2,3,4月 15,000 50% 10,000 

5月 이후 15,000 예산 /기간별적용 예산 / 기간별적용 

광고 단가 

Pre-roll 

포털 

보너스 테이블 (4월 이후) 

월평균 광고비별 보너스 청약 기간별 보너스 

금액 구간 보너스 율 기간 구간 보너스 율 

2천만원 이상 5% 3개월 이상 20% 

3천만원 이상 10% 6개월 이상 30% 

4천만원 이상 15% 9개월 이상 40% 

5천만원 이상 20% 협의 협의 

7천만원 이상 25%     

1억원 이상 30%     

※ 월 3천만원씩, 3개월 집행조건  
    3천 테이블 10% + 3개월이상 20% = 총 30%적용  

※ 1분 미만은 광고 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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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월 방문자수 : 2,214,406 UV (티빙 자체회원 600만명 가입) 

 주요 판매상품 :  프리롤 광고 / 대체광고PIB  

 광고 집행초수 :  프리롤 15” 20” 30” / 대체광고 15” ~ 60” (초수별 개별 단가 적용) 

 집행카테고리 : CJ E&M / 지상파, 종편 등 ( 유료 86개 / 무료 92개 )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1개 컨텐츠에 15” 소재는 최대 2개 광고 노출 
20” /30” 소재는 최대 1개 광고 노출 

(스킵버튼없음) 

광고 단가 

Pre-roll 

구 분 판매 CPM 비 고 

일반 10,000 - 

채널 타겟 15,000 최소 5개 이상 채널선택 

프로그램 타겟 20,000 최소 15개 이상 프로그램 선택 



 

15 

매체별 상품 소개 

광고 진행 프로세스 

프로그램 시청 중CM 프로그램 시청 

프로그램 런닝타임에 따라 중CM1 / 중CM2 구분 
스킵버튼없음  

( CJ 채널과 동일 ) 

광고 단가 

대체광고 (PIB) 

구 분 송출 단가 (1회) 

일반 10,000 

채널 타겟 15,000 

tvN 30,000 

PIB 최소 20,000 

보너스 테이블 

월 광고비별 보너스 장기/연간 보너스 

금액 구간 보너스 율 금액 구간 보너스 율 

500만원 이상 20% 1천만원 이상 20% 

1천만원 이상 30% 2천만원 이상 30% 

2천만원 이상 50% 3천만원 이상 80% 

3천만원 이상 80% 4천만원 이상 80% 

4천만원 이상 100% 5천만원 이상 80% 

5천만원 이상 130% 6천만원 이상 140% 

1.2억원 이상 150% 

2.4억원 이상 160% 

3.6억원 이상 180% 

4.8억원 이상 200% 

* 동영상 소재 길이 증가시 단가는 비례하여 할증됨 

* 프리롤 - 단독 구매 불가, 대체광고(PIB, 프로야구 등 포함)와 통합 구성으로 판매 

               - 캠페인별 전체 집행 금액의 10%~20% 비중으로 구매 가능 

* 시간 타겟팅 - 전 상품 단가 50% 할증, 채널/프로그램 타겟팅 동시 적용시 단가 중복 할증 

* 지역 타겟팅, 유저 타겟팅, OS 타겟팅, 디바이스 타겟팅 불가 

∙ 월 집행광고주 - 1달 집행 기준으로 최소 500 만원 이상 집행 시 해당 서비스율 적용 

∙ 장기/연간 광고주 - 2개월~12개월 동안 월 최소 집행 금액 500만원 이상, 총 1,000 만원 ~   
                               48,000 만원 집행 시 해당 서비스율 적용 

∙ 신규 광고주 - 티빙 최초 집행 또는 집행 이력 1년 넘은 광고주 대상, 최초 시작월에 +50% 

∙ 전략 광고주 - 시즈널 운영, 설정된 광고주 대상 +50%   
                        ※ 금융(대부업 포함), 영화, 주류 업종 연중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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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월 방문자수 : 739,109  UV (푹 자체회원 240만명 가입) 

 주요 판매상품 :  프리롤 광고 / 대체광고 PIB (후TOP, 후TOP +2 만 가능) 

 광고 집행초수 :  프리롤 15” 20” 30” 40” / 대체광고 15” ~ 60” (초수별 개별 단가 적용) 

 집행카테고리 :  지상파, 지상파PP 등 (유료 24개 / 무료 19개) 

광고 진행 프로세스 

VOD 컨텐츠선택 광고시청 컨텐츠 시청 

현재 1개 광고 노출 (스킵버튼없음) 

광고 단가 

Pre-roll 

구 분 판매 CPM 비 고 

라이브 프리롤 8,000 

개별 구매 불가 
 

패키지 형태로 판매 

라이브 프리롤 15,000 

VOD 프리롤 8,000 

무료VOD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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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월 방문자수 : 2,170,218 UV (SKT가입자 2,800만명  2015년 KBO/MLB는 무료로 시청가능) 

 주요 판매상품 :  프로야구 / MLB 이닝 대체광고  

 광고 집행초수 :  프리롤 15” ~ 60” (초수별 개별 단가 적용) 

 집행카테고리 :  프로야구 (10개구단 전 경기) / MLB (LA다저스,텍사스R) 

광고 진행 프로세스 

이닝종료 광고시청 이닝시작 

15” 소재 6개 노출 (1:30”) 
 

KBO : 1경기당 3~5회 송출  
MLB : 1경기당 7~10회 송출 
(송출수는 게런티 되지 않음) 

 

광고 단가 

프로야구 / MLB 대체광고 

구 분 판매단가 예상노출량 판매CPM 비 고 

프로야구 1,500만원 약 500만회 3,000 총 25개 구좌 

MLB 1,000만원 약 400만회 2,500 총 10개 구좌 

프로야구 
+MLB 

2,000만원 약 900만회 2,222 총 10개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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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온/모바일 영상광고 상품 

YOUTUBE (트루뷰) 

 광고 시청 기준 과금 방식으로 진행되며(CPV), 단가는 실시간 입찰(Bidding) 방식 

 30초 미만 영상 소재일 경우 영상 100% 시청 시 과금 진행되며, 30초 이상 영상의 경우  

  30초 이상 시청 시 과금 진행 

 광고 영상 노출 5초 이후부터 Skip 버튼 노출 

Naver (리얼뷰) 

 네이버 TV캐스트 컨텐츠 재생 전 광고 노출 OR 컨텐츠 재생 완료 후 광고가 노출되는 상품  

  (랜덤 노출 방식으로 진행) 

 광고 시청 기준 과금 방식으로 진행되며(CPV), 단가는 실시간 입찰(Bidding) 방식 

 30초 미만 영상 소재일 경우 영상 100% 시청 시 과금 진행되며, 30초 이상 영상의 경우  

   30초 이상 시청 시 과금 진행 

 광고 영상 노출 5초 이후부터 Skip 버튼 노출 

 타겟팅 적용 불가 

 현재 SMR에 제공되고 있는 SBS,MBC,CJ,종편4개 컨텐츠에 광고 미송출 

 KBS에는 네이버 리얼뷰를 통해 광고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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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온/모바일 영상광고 상품 

DAUM (프리롤) 

  다음 TV팟 컨텐츠 재생 전 광고가 노출되는 상품 

  CPM 형태로 진행되며, 광고 영상 길이에 따라 CPM 단가가 상이함 

  30초 이하 영상으로 진행 가능하며, 30초 초과 영상의 경우 20% 할증 적용 

  광고 영상 노출 5초 이후부터 Skip 버튼 노출 

  성/연령, 로그인, 카테고리 타겟팅 적용 가능 

MAN-AD Play 

 동영상 네트워크 상품 (Only 모바일) 

 광고 시청 기준 과금 방식으로 집행(CPV) 

 15초 영상 소재일 경우 영상 100% 시청 시 과금 진행되며, 15초 이상 영상의 경우  

   15초 시청 시 과금 진행 

 광고 영상 노출 5초 이후부터 Skip 버튼 노출 

 타겟팅 적용 가능 (제휴네트워크 내 / 시간 /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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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상품 소개  

SNS영상광고 상품 

facebook (페이지포스트AD 동영상형) 

 과금 방식은 CPM, CPC로 진행되며, CPC단가는 실시간 입찰(Bidding) 방식 

  CPC기준은 : 클릭, Like, 공유 등 액션이 발생했을 때 

 소재길이 관계 없음 

 페이스북 뉴스피드내 노출 

 단기간 이벤트에 사용 추천 

 성/연령 타겟팅 가능 

twitter (프로모션 비디오) 

 과금 방식은 CPV로 진행, 입찰 방식 (높은 단가가 노출 우선순위) 

 소재길이 관계 없음 

 트위터 타임라인 내 노출 

 단기간 이벤트에 사용 추천 

 관심사 및 팔로워로 타겟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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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a  n  k     y  o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