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제안서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gkKOEjarbAhUFTrwKHcrTCSsQjRx6BAgBEAU&url=http%3A%2F%2Fsaraminfo.tistory.com%2F2&psig=AOvVaw112H64i-9unuf3moFMv9c-&ust=1527655125551263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ZifGZjarbAhVGerwKHdDCDcgQjRx6BAgBEAU&url=https%3A%2F%2Ftwitter.com%2Fabout_hyundai&psig=AOvVaw3MKh-ieYxKhu9muoxd4rky&ust=1527655177718571


1 

 

2 3 4 

광고 효과 운영 현황 매체 소개 광고 상품 

현대HCN VOD 광고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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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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매체 소개 

디지털 사이니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원격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뉴미디어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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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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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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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대수 2,200만대, 현대자동차 점유율(45%), 전국 1,300여 개 지점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노출되는 매우 효율적인 미디어입니다. 

현대 

45% 
기아 

32% 

쉐보레 

11% 

르노 

6% 

쌍용 

6% 

국내 자동차 점유율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 쌍용 

[ 자료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토교통부 ] 

전국 블루핸즈 개소 현황 

[ 현대블루핸즈: 1,366개 中 818개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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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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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월 평균 이용대수 500대, 대기실 內 화면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역동적인 영상표출, 주목도가 높고 실시간 편성으로 정보전달력이 우수합니다. 

블루핸즈 화면 구성 (예시) 

평일 09:00 ~ 18:00 (9시간) 

토요일 09:00 ~ 15:00 (6시간) 

업무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일 

주 운영내용 

정비차량 진행현황 

차량관리 상식안내 

지점별 프로모션 및 이벤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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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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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기준 

광고 
 

50% 

정보제공 
 

10% 

이벤트
홍보 

 

50% 

1시간 단위 편성 

20분에 1회 광고편성 

무선네트워크로 송출/운영/통제 

광고/콘텐츠의 업로드가 자유로움 

구분 카테고리 내용 시간(초) 

광고 보험 광고1 30 

컨텐츠 신차홍보 소나타 30 

컨텐츠 정보 차량안전주의 60 

컨텐츠 정보 차량관리상식(정기점검) 30 

광고 썬팅 광고2 15 

광고 골프장 광고3 30 

광고 분양 광고4 15 

광고 한의원 광고5 30 

컨텐츠 매장안내 지점별 개별 컨텐츠 120 

: : : : 

합계(1시간) 3,600 

편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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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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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예시 

위
치 

길이 송출기준 단가(대당) 대수기준 

<1> 15초 
시간당 3회 5천원 800대 

시간당 6회 1만원 800대 

<1> 30초 
시간당 3회 1만원 800대 

시간당 6회 2만원 800대 

비
고 

대리점 개수 및 사이니지 설치현황 
 - 현대 블루핸즈: 1,366곳 中 818곳 설치 완료 
 - 계약대수 기준 : 800대 

유효시간 
 - 평   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5:00 
   <토요일 – 대리점 별 시간 상이로 보너스 송출> 
   <일요일, 공휴일 제외> 

광고소재는 음성지원 X 

30초 초과 소재는 별도 협의 必 

상품 상세 

[ 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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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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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도 

우수 

프리미엄 

고객 

합리적인 

비용 

주목도가 높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노출되는 “접점 미디어” 

프리미엄 고객  자동차 소유고객 타겟,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및 인지효과 제고 

합리적인 비용  대당 월 5천원(15초, 시간당 3회 송출 기준) , 저렴한 비용-최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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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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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광고 불가능 업종 

업종 가능여부 비고 

자동차(수입차포함) X 현대자동차만 가능 

주류 X 

게임 X 

상조 X 

자동차관련용품  △ 필터,오일제외 가능 

보험/은행/증권 ○ 

대리운전 ○ 

병원/한의원 ○ 

분양/건설 ○ 

관광/레저 ○ 

기업PR ○ 

백화점/마트 ○ 

전자제품 ○ 

미용/화장품 ○ 

안경 ○ 

업종 가능여부 비고 

의류/패션 ○ 

공연/행사/전시 ○ 

일반식품 ○ 

건강보조식품 ○ 

음식점 ○ 

영화/컨텐츠 홍보 ○ 

사무용품 ○ 

가구/침대 ○ 

학원/학교/교육 ○ 

관공서 ○ 

어린이(완구) ○ 

골프 ○ 

웨딩/결혼 ○ 

스파/휘트니스 ○ 

인포머셜 제품광고 ○ 소재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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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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