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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전환 시 1~2초의 광고 이미지를 노출 

▶ VOD선택 후 재생 사이에 노출되는 광고상품 

▶ 방송사의 개별지역광고 시간에 송출 

▶ 다양한 채널에 광고를 송출하여 광고효과 우수 

케이블방송 광고 

▶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에 적합 

VOD 광고 

▶ 시간대, 지역, 프로그램까지 선택 가능한 광고 

채널 전환 광고 

▶ 반복, 강제노출로 도달률이 탁월한 광고 

▶ 플랫폼, 채널, 시간대 등 선택 가능한 광고 

▶ 대기실 내 위치, 차량 정비 현황 상단에 광고노출 

▶ 전국 800여개 지점에 광고 가능 

옥외 전광판 

▶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양지병원 맞은편 위치 

▶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 유일 전광판, 주목도 우수 

▶ 1회 20초 기준, 일 평균 100회 송출 (시간당 6회) 

현대HCN 매거진 

▶ 총 10만부 배부, 지역 맞춤형 생활문화정보 제공 

▶ 부동산, 재테크, 건강, 금융, 패션 등  

▶ 채널 변경 및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 

▶ 서울시 서초, 동작, 관악구 공동주택 중심 배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현대 블루핸즈 지점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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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VOD 광고 

현대HCN 광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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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이용빈도 

스마트폰을 주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81.0%, 

TV는 75.4% TV는 스마트폰 다음으로  일상에 밀

접해 있는 매체라 할 수 있다. 

VOD 구매의 증가 
매년 VOD(Video On Demand)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본방사수는 옛 말,  

 원하는 시간에 주문하여 보는 VOD가 대세 

유료 VOD매출의 성장세 
(TV, 모바일 포함) 

매체 이용 빈도 

2013 2014 2015 2016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17) 

4,000 

5,734 

6,508 
7,094 

스마트폰 TV PC.노트북 라디오 신문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13.5% 

9.0% 

단위 :: 억원 

4.3 

6.6 

4.4 
4.0 

4.8 

12.9 

10.1 

3.0 

17.4 

72.2 85.0 

1주일에 1~4일   

한 달에 1~3일 이하 

매일/1주일에 5~6일  

 전혀 안 본/ 이용안함 

43.4% 

현대HCN VOD 광고 

미디어 환경과 VOD 광고 

16.7 

81.0 
75.4 

4.3 

3.0 

17.4 

44.5 

5.5 

22.0 

28.0 

72.2 

4.8 

12.9 

10.1 

85.0 

4.0 

4.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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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지 않은 매체 광고 

가장 피하고 싶은 매체 광고는? 

TV VOD는 지상파TV  다음으로  매력적인  광고 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 

모바일 광고 인터넷 광고 케이블/종편 TV광고 VOD 광고 지상파TV 광고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5년 6차 프로그램몰입도(PEI) 보고서’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ase: 전체 응답자, n=7,693) 

인터넷    
광고 

케이블.종편 
TV광고 

TV VOD 

광고 

지상파TV 
광고 

현대HCN VOD 광고 

미디어 환경과 VOD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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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명) 경기 
190만 

 
충남 
24만 

서울 
180만 강원 

29만 

경북 
88만 

경남 
158만 

전남 
37만 

전북 
11만 

제주 
10만 

충북 
23만 

케이블TV Digital 가입자 750만명 전국 Coverage 가입자 분포 현황 

케이블 TV(SO)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70만(50%)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케이블TV 가
입자 

출처 : CVOD 내부자료 

2013 2014 2015 2016 2017 

601 

680 721 
746 

750(E) 

최근 아날로그 ⇨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다.  

60.1 

68.0 
72.1 

746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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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VOD 광고 

미디어 환경과 VOD 광고 

4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446iA25_aAhVCbbwKHZEUDh8QjRx6BAgAEAU&url=https://www.hcn.co.kr/ur/ir/pr/public.hcn?method%3Dman_00%26p_menu_id%3D180201&psig=AOvVaw1bnvNwDEluKOBy_ja5e_YN&ust=1522900062942469


광고 시청 이탈율이 낮아 몰입도가 높다  

실시간 방송 대비 높은 광고 효과(재핑 불가) 

HCN VOD 

AD Program VOD 선택 광고 광고 

실시간 방송 

AD Program 광고 광고 광고 

타 채널 시청 · 광고회피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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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심리학회지(2013), ‘VOD광고와 실시간 방송광고 효과비교’, 광고주협회(2010), ‘IPTV 광고효과 조사 결과 보고서
’ 

VOD광고 기존 CM 

주목과 몰입 얼마나 기억하나 

재인율 8.6% 

26.4% 

2.5배 

증가 
39.9% 

67.8% 

4.7배 

증가 

60.8% 
66.4% 

기존 TV광고보다  
몰입이 효과적 

기존 TV광고보다  
주목도가 높음 회상률 

실시간 방송 대비 회상률과 재인율이  높다 

 주목과 몰입이 효과적!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 효과 

VOD광고 기존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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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시간대는  물론 지역과 프로그램까지 

     정교한 타겟팅으로 최고의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 타겟팅 
예시) 선택 : 무한도전 

지역 타겟팅 
예시) 선택 :경기도 

시간대 타겟팅 
예시) 선택 :18~24시 

+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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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정책 

타겟팅 할증 

케이블TV VOD광고 

기본상품 
전체지역, 전체 컨텐츠에 노출되는 Basic 

상품  최소청약금액 : 1,000만원 

소재길이 
기본상품 

CPM 횟수 

15초 20,000 500,000 

20초 25,000 400,000 

30초 35,000 286,000 

40초 45,000 223,000 

60초 65,000 154,000 

콘텐츠 지정 콘텐츠 / 카테고리 / 슬롯타겟 -30% 

지역지정 

지역타겟 -30% 

Only 서울 -25% 

수도권.광역시 / 도 2개 -20% 

시간대지정 
(규제로 인한 제한 제외) 

시간타겟 -30% 

주말 / 주중 분리 -30% 

기간 보너스 
3개월 6개월 12개월 

- 금액 및 기간 보너스 중복적용 불가 
   (중복 시 더 높은 보너스율 선택) 
 
- 보너스 및 할증은 전체 노출횟수 기준으로 적용 
 
- 연간 광고주는 1년 계약 확인 必 

10% 20% 30% 

금액 보너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0% 30% 40% 50% 

연간광고주 
금액보너스 

연 2.4억 이상 연 3.6억 이상 연 4.8억 이상 연 6.0억 이상 

30% 40% 45% 50%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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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컨텐츠 재생 직전에 반짝 노출되어 시청자 뇌리에 남을 수 있는 광고(3~5초) 

추천 광고주 : 저렴한 가격에 VOD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 짧지만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고 싶은 광고주 

* 애니/키즈/교육 카테고리 기본 제외, 재원에 따라 구좌 변동 가능 

NEW 

* 소재: 광고주 제공(5초 이하 영상, 1920x1080 이상 JPG 스틸영상) 

구 좌 10개 

기 간 1개월 

광고료 (CPM) 10,000원 

1구좌 금액 1,000만원 

보장 노출량(1구좌 기준) 100만 Hit 

Program VOD 선택 반짝광고 
VOD 

광고1 
. . . VOD 

광고N 

반짝광고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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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구매 

   15~30
'' 

   

광고시청 독점 광고 시청(Only 1) 컨텐츠 구매 컨텐츠 시청 컨텐츠 시청 

특징 및 장점 상품 가격 

상품 가격 

시간독점 상품 

24시간 중 10분을 선택하여 독점 송출되는 광고 상품 

애니.키즈 타겟팅 상품 
기본 상품보다 40% 저렴한 타겟팅 상품 | 최소 청약금액 : 100만원 

매일 원하는 시간 10분 동안 무조건 송출되는 광고 

퇴근 후 저녁시간부터 Prime Time 타겟팅 추천! 

10분 초과 타겟팅 가능. 사전 협의 必 

NEW 

※ 10분 송출 시 약 32만 H I T 예상 ※ 1,000만원 기준 집행 시 H I T *지역 / 카테고리 / 시간 타겟팅 가능 ·할증 없음 

12 

   10min    

15초 20초 30초 

CPM 60,000원 

2,000만원 

CPM 75,000원 

3,000만원 

CPM 105,000원 

4,000만원 

소재길이 CPM HIT 

15초 12,000 834,000 

20초 15,000 667,000 

30초 20,000 500,000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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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Slot 
컨텐츠 시작 직전 송출되는 광고 슬롯  

마지막으로 노출되는 광고로 도달율이 높음 

First Slot 
컨텐츠 선택 직후 송출되는 광고슬롯  첫 번째 

노출되는 광고로 도달율 100% 

VOD시청 First Slot 
1개 Slot 

Mid Slot 
1~2개 Slot 

Last Slot 
1개 Slot 

슬롯 타겟팅 상품 

※ 기본상품 대비 30% 할증 ※ 기본상품 대비 30% 할증 

15초 CPM 28,600원 

30초 CPM 49,800원 

15초 CPM 28,600원 

30초 CPM 49,800원 

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상품 안내 

11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446iA25_aAhVCbbwKHZEUDh8QjRx6BAgAEAU&url=https://www.hcn.co.kr/ur/ir/pr/public.hcn?method%3Dman_00%26p_menu_id%3D180201&psig=AOvVaw1bnvNwDEluKOBy_ja5e_YN&ust=1522900062942469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송출 현황을 체크 가능하며, 

일자별, 지역별, 프로그램별 UH 및 Frequency를 원하는 조합으로 제공 가능 

ADContract Detail 

청약금액 55,000,000 

보장 CPM 15,000 

송출 CPM 11,556 

Reach 13.6% 

Frequency 4.63 

GRP 0.63 

청약 정보 ADContract Detail 

광고주 OOOOO 
청약기간 2017-12-20 ~ 2017-12-31 

보장 노출량 3,666,630 
브랜드 OOOOO 노출량 2018-01-01 ~ 2018-01-31 

영업대행사 OOOOO 
시청 가능 가구 7,552,619 

시청 가구(UH) 1,026,983 
광고대행사 OOOOO 달성률 130% 

지역별 TOP3 시간대별 TOP3 카테고리별 TOP3 

503,272 

449,211 442,774 

271,076 

191,619 
189,495 

312,124 
311,366 

309,827 

MBC 드라마 CJE&M 드라마 KBS2 드라마 경남/창원,통영 경기/부천,김포 경남/김해,밀양 MBC 드라마 CJE&M 드라마 KBS2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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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VOD 광고 

VOD 광고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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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70-8109-1375 

▶ H. 010-7636-1121 
▶ P. 070-8109-1371 

현대HCN 서초방송 

신민철 팀장 

▶ H. 010-2031-5011 
▶ E. mandu753@hmall.com 

▶ P. 070-8109-1372 

현대HCN 동작방송 

여창호 팀장 

▶ E. yopd@hmall.com 

현대HCN 관악방송 

한국남 팀장 

▶ H. 010-8927-2178 
▶ E. hgn1375@hmall.com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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