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소개서 

대한민국 최고의 
Hot한 순위곡들을 
 
귀사만의 
홍보곡으로 
선점하십시오! 

 

 

광고비 이제, 지출하지 마시고, 구매하십시오! 
 

  



 전국 약 3만 9천여개 매장, 28만대 운영 중  

 매월 업데이트 가능 : 약 3만여개 매장, 20만대 송출 

 (On-line 23.9%, Off-line 76.1%)  

      KY Entertainment  현황 

430개 매장 

 

월 평균 약 1억곡 PLAY 
  

월간 PLAY 횟수 

순   위 Play 횟수/월 점유율 

1 ~ 1,000등 61,475,561 61.1% 

1,001 ~ 2,000등 11,389,427 11.3% 

2,001 ~ 3,000등 6,230,715 6.2% 

3,001 ~ 4,000등 4,054,025 4.0% 

4,001 ~ 5,000등 2,815,745 2.8% 

5,001 ~           등 14,642,695 14.6% 

계 100,608,168 100.0% 

Play 횟수/월 점유율 

애창곡 1위 912,335 0.90% 

신곡 (최근 3개월) 7,539,644 7.49% 

◈ KY Entertainment에서 불려진 월 평균 곡 수 : 100,608,168곡 

                                                                                   (최근 3개월  기준) 

경기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충북 

울산 

인천 
서울 

1,216개 매장 

3,834개 매장 

3,378개 매장 

2,811개 매장 

1,408개 매장 

6,193개 매장 

4,534개 매장 

5,564개 매장 

2,032개 매장 

1,731개 매장 

1,726개 매장 

2,018개 매장 

1,723개 매장 

325개 매장 

587개 매장 

서울/경기(인천) 지역 
      → 1만 400여개 매장 

Market Share → 62% 



 

광고주별 맞춤형 정밀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해당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선곡 리스트 
제공 

광고주가 직접 
선곡 • 조합 가능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 및 그룹에 
맞춤형 정밀 Targeting !  

Targeting 예시 

성    별 남성, 여성 남성 1020 2030 3040 4050 5060 
여성 1020 2030 3040 4050 5060 세대별 1020, 2030, 3040, 4050, 5060 

제목별 키워드 Targeting 술, 여행, 화장, …… 

가수별 특정 가수 Targeting 방탄소년단, 워너원, 박보검, …… 

카테고리 Mixing 
↓ 

정밀 Targeting 



 

코스모코스 광고 제안 예시 : 성별, 세대별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남성 2030      여성 203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성별, 세대별 순위곡 조합 
 코스모코스 브랜드별 
 타겟 고객층 협의 : 

Ex 

 Targeting 광고 

남성 2030  

여성 3040  

여성 1020  



 

오츠카제약 광고 제안 예시 : 성별, 세대별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남성 2030      남성 304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성별, 세대별 순위곡 조합 
 UL•OS 
 타겟 고객층 협의 : 

Ex 

 Targeting 광고 



 

TS 트릴리온 광고 제안 예시 : 제품별 맞춤형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여성 2030      남성 304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성별*세대별 순위곡 조합 
1020 2030 3040 4050 

 TS 제품별 
 타겟 고객층 협의 : 

Ex 

제품별 맞춤형 광고 

여성 2030  

여성 3040 

남성 3040 
          4050  



 

동아오츠카 광고 제안 예시 : 제품별 맞춤형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남성 1020      여성 102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성별, 세대별 순위곡 조합 
1020 2030 3040 4050 

동아오츠카 제품별 
타겟 고객층 협의 : 

Ex 

제품별 맞춤형 광고 

남녀 1020 

여성 2030 

남성 3040 
          4050  



 

비어케이 광고 제안 예시 : 맞춤형 광고 
 

      KY Entertainment  AD 

비어케이 
타겟 고객층 협의 : 

제목 Targeting + α  

Ex 

제목 Targeting : “술”, “맥주” 

 
 
 
 
 
 
 
 
 
 
 
 
 
(‘19.2월 집계 결과) 

No. 제   목 가수 불린횟수 

1 술 한 잔 해요 지아 398,651 

2 술이야 VIBE 54,541 

3 사랑이 술을 가르쳐 이승기 26,791 

︙ ︙ 

28 합   계 575,012 



 

멕시카나 치킨 광고 제안 예시 : “iKON” 팬덤 겨냥 맞춤형 광고 
 

      KY Entertainment  AD 

멕시카나 광고 모델 “iKON” 노래 순위 집계  
멕시카나 치킨 
타겟 고객층 협의 : 

“iKON” 팬덤 공략! 

Ex 

 
 
 
 
 
 
 
 
 
 
 
(‘19.2월 집계 결과) 

No. 제   목 가수 불린횟수 

1 사랑을 했다 iKON 299,808 

2 이별 길 iKON 33,994 

3 죽겠다 iKON 27,901 

︙ ︙ 

23 합   계 414,326 



 

한국야쿠르트 광고 제안 예시 : 성별, 세대별 맞춤형 Targeting!  
 

      KY Entertainment  AD 

 
남성 1020      여성 102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남녀 세대별 순위곡 조합 
1020 2030 3040 4050 

한국야쿠르트 타겟 고객층 : 
남녀 10대~50대 

Ex 
남녀 세대별 1위~10위 곡에  
제품별 맞춤형 광고 

남성 1020 
여성 1020 

남성 2030 
여성 2030  

남성 3040 4050 



 

현대자동차 광고 제안 예시 : 자사 광고 모델 “BTS” 팬덤 겨냥! 
 

      KY Entertainment  AD 

현대자동차 PALISADE 광고 모델 : 
방탄소년단 

Ex 
방탄소년단 팬덤을 
현대차 잠재 고객으로…… 

- “DNA”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6억 돌파 
 

- 초국가적 팬덤 “아미” 회원수 : 전 세계 8,910만명 

     → 2019.1.11, <2018 전세계 한류 리포트>, 코리아 파운데이션 

-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 가치를 가져오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BTS fandom worth billions to 
South Korean economy) → 2019.1.15 UPI통신 

제  목 
불린 
횟수 

1 봄날 96,291 

2 IDOL 89,407 

3 전하지못한진심 70,547 

4 DNA 61,267 

5 FAKE LOVE 47,285 

⁞ ⁞ 

73 972,023 

방탄소년단 노래에  
현대자동차 광고 

(2019. 1월 기준) 

“현대자동차 = BTS” 
→ 이미지 각인 



 

야놀자 광고 제안 예시 : 세대별 맞춤형 + “BTOB” 팬덤 공략!  
 

      KY Entertainment  AD 

“BTOB”  
순위곡 조합 

야놀자 타겟 고객층 : 
남녀 20~30대 

세대별 (2030 3040) 맞춤형  
+ “BTOB” 팬덤 공략 

세대별 순위곡 조합 
2030 3040  

제  목 
불린 
횟수 

1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79,029 

2 그리워한다 54,640 

3 너 없인 안된다 51,192 

⁞ ⁞ 

25 313,983 

Ex 

 
2030                 304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2019. 1월 기준) 



 

광동제약 광고 제안 예시 : 성별, 세대별 맞춤형 + 자사 광고 모델 ”이승기” 팬덤 공략!  
 

      KY Entertainment  AD 

남녀 세대별 순위곡 조합 
1020 2030 3040 4050 5060 

광동제약 타겟 고객층 : 
남녀 10대~60대 

남녀, 세대별, 제품별 
맞춤형 광고 

남성 2030 3040 
여성 2030 3040 

남성 4050 
여성 4050 

자사 광고 모델 “이승기” 
순위곡 조합 

Ex 

제  목 
불린 
횟수 

1 삭제 86,128 

2 내 여자라니까 47,587 

3 사랑이 술을 가르쳐 29,314 

⁞ ⁞ 

32 333,256 

남성 1020 
여성 1020 

남성 5060 
여성 5060 

 
남성 1020      여성 102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2019. 1월 기준) 



 

서울우유 협동조합 광고 제안 예시 : 세대별 맞춤형 광고 
 

      KY Entertainment  AD 

세대별 Targeting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품별 타겟 고객층 협의 : 

제품별 맞춤형 광고 

어린이  

Ex 

남녀 2030 
남녀 3040 
남녀 4050 

 
남녀 ~10대      남녀 2050 
  
  1위    xxx         1위  xxx 
  2위    xxx         2위  xxx 
  3위    xxx         3위  xxx 
              ⁞                      ⁞ 
  9위    xxx         9위  xxx 
10위    xxx       10위  xxx 



- Slot #1 또는 #2 선택 가능 
- 독점 가능 :  1곡 → 광고 1개만 표출! 

 

높은 주목도 보장 
 

      KY Entertainment  AD 

광고 영상과 함께 노래가사 표출 

광고 Slot #2 
(15초) 기존 Music Video로 전환 

노래 
시작 

타매체 대비 친밀감 높은  
또래 집단에 동시 노출될 확률 ↑ 

타 매체 대비 
여성 및 젊은 세대 
고객 비율 ↑ 

바이럴 마케팅으로  
2차 확산 가능성 ↑ 

광고 
시작 

노래 제목 UI 
광고 Slot #1 
(15초) 

No Zapping, No Skipping ! 

광고 회피, 건너뛰기 불가 



 

타 매체 대비 압도적 이용자 수, 합리적 CPM, 최상의 Targeting 가능 
 

      KY Entertainment  AD 

이용자 수* CPM* 
Targeting 

남 여 1020 2030 3040 4050 5060 키워드 

스크린 
골프 

골프존 
연간 약 200만명 

77,777원 

기타 

케이블 
TV 
VOD 

CH헬로 

약 1,400만명 

416만명 

20,000원 
티브로드 315만명 

딜라이브 206만명 

기타 463만명 

IP TV 
VOD 

KT 

약 1,472만명 

660만명 30,000원 

SK브로드밴드 447만명 25,000원 

LG유플러스 365만명 25,000원 

야립 추산 불가 추산 불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추산 불가 추산 불가 와이드조명 

액자 

버스 추산 불가 추산 불가 

KY Entertainment 연간 약 12억명 20,000원 √ √ √ √ √ √ √ √ 

* 스크린 골프 이용자 수 :  2018.10.11 스크린골프존 방송 내용 기준 
* 주 이용 고객 : 30~50대 남성, 실제 이용자별 Targeting은 불가능함 

*  ’18년 상반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수 (’18.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  케이블TV : 13,984,967명 
   -  IP TV : 14,716,575명 

* KY Entertainment 이용자 수 : 월 평균 1억 곡 * 12개월 * 1인 기준 = 12억명 
* CPM : 15초 소재 각 매체 Main 상품 기준 



 

월간 3천6백만명 이상이 인지하는 광고 & 파격적 CPM 
 

      KY Entertainment  AD  –  대기화면 광고  

입실~선곡, 휴식/담소시간 중  대기화면 광고 자동 노출 

유효 노출 : 2회/일 * 20만대 * 30일 * 3명 = 36,000,000명  

(일 평균 3시간 이용시간 중 유효 노출 2회 가정시) 

노래 대기시간 (대기화면 광고) 노래 

◈ 총 10개 영상 랜덤 PLAY : 대기화면 광고 5개 (각 30초) + 티저영상 5개 (각 30초) ⇒ 대기시간 5분당 1회 노출 

월 광고료 : 
2천만원 (VAT 별도) 

(CPM 555.5원) 



 
 

      Appendix  :  Bonus  (→ 대기화면 광고는 별도 적용됨) 

기본 Bonus 

선호 타겟층 및 
광고 예산 협의  

예산내 매칭  매칭 리스트 선별 
Bonus 선곡 
(20%) 

 
해당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순위곡 선별 

 
선곡 – 
전월 PLAY 횟수 기준 

 
추가 선곡 – 
예산 내 매칭 곡들의 
당월 PLAY 횟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함 

금액 및 기간 Bonus → 합산 적용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비고 

기간 Bonus 10% 20% 30% 40% 월  1천만원 이상 적용 

월 3천만원 월 5천만원 월 7천만원 

금액 Bonus 10% 20% 30%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비고 

월 3천만원 이상 10%+10% 10%+20% 10%+30% 10%+40% 기본 Bonus 감안시, 최대 70% 적용 

월 5천만원 이상 20%+10% 20%+20% 20%+30% 20%+40% 기본 Bonus 감안시, 최대 80% 적용 

월 7천만원 이상 30%+10% 30%+20% 30%+30% 30%+40% 기본 Bonus 감안시, 최대 90% 적용 



 
 

      Appendix  :  광고료 요약 

광고료 요약 

▷ 독점 광고 : 월 광고료 1천만원 이상 가능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월 3천만원 이상 14,286 13,333 12,500 11,765 

월 5천만원 이상 13,333 12,500 11,765 11,111 

월 7천만원 이상 12,500 11,765 11,111 10,526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월 3천만원 이상 17,857 16.667 15,625 14,706 

월 5천만원 이상 16,667 15,625 14,706 13,889 

월 7천만원 이상 15,625 14,706 13,889 13,158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월 3천만원 이상 21,429 20,000 18,750 17,647 

월 5천만원 이상 20,000 18,750 17,647 16,667 

월 7천만원 이상 18,750 17,647 16,667 15,789 

▷ 보너스 적용 CPM   
Running 

Time 
기본단가 
 (VAT별도) 

기본 광고 15초 1회 노출 20원 

Target 
광고 

남   녀 

15초 1회 노출 25원 

세   대 

남녀*세대 

15초 1회 노출 30원 제목 (키워드) 

가   수 

독점 광고* 15초 50% 할증 

대기화면 광고 30초 - 



 
 

 

Time Table 
 

      Appendix  :  게첨 일정 

광고영상 및 
리스트 전달 

(전월 18일까지) 
노래 선곡 등… 

전월 
18일 15일 17일 

익월 
14일 

〮〮
〮 

광고 게시 
게첨보고서 제출 

(게시 3일 내) 

〮〮
〮 

〮〮
〮 

〮〮
〮 

〮〮
〮 

〮〮
〮 

익월 
10일 

〮〮
〮 

 1개월 경과 내부 심의, 노래매칭 등 
준비기간 

광고 협의 및 
계약 체결 

▷ 완료보고서 제출 : 광고 종료 후 5일 내 

관리보고서 제출 

〮〮
〮 

〮〮
〮 



 

<노래방의 실태와 여가선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혜경, 국회도서관 
 

직업별 분포 

회사원 학생 주부 공무원 사업(자영업) 기타 합계 

34.2% 32.8% 13.5% 11.6% 7.4% 0.5% 100.0% 

성별 분포 

남자 여자 합계 

47.5% 52.5% 100% 

연령별 분포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52.0% 23.3% 17.0% 7.7% 100.0% 

이용 횟수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합계 

43.7% 40.3% 11.3% 4.7% 100.0% 

이용 시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상 합계 

11.7% 52.0% 26.4% 9.9% 100.0% 

      Appendix  :  노래방 실태조사 결과 



      KY Entertainment  Official Agency 

광고 
의뢰 

리포트 
광고 
게재 

광고 
제안 

광고 
협의 

광고 의뢰부터 관리까지               가 함께 합니다. 

 
 

압도적 이용자 수 & 최고의 Targ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