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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TV Sub-CH Pack광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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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TV LongTail 

LongTail 광고주로부터   필요한 매체,  딜라이브에서 준비했습니다.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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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TV LongTail 

딜라이브 Sub-CH Pack 방송광고는… 

1.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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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라이브 250만 시청세대에 저렴한 광고료로 만족하실 만큼 송출할 수 있
는 최고의 상품 

2. 40개 채널을 Target에 맞게 적절히 MIX하여 

3. 딜라이브 전지역 250만 시청세대에 동시노출됩니다.  

1   Target 의 세분화 

광고의 집중성 

저렴한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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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고 메인 타켓을 고려한 시청자 선별가능 

■ 적절한 media mix로 공중파TV의  미도달범위 보완 

■ 대량노출을 통한 광고 접촉횟수의 집중력 강화 

■ 공중파TV의 공백시간 집중활용 

■ 타매체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비 



CABLE TV LongTail 

  딜라이브 전지사에 2분 소재로 운영 시 일76회/월2,280회(채널별 일 2회)송출하는  유일한 상품 

1. 2분 소재를 40개 PP채널에 월2,280회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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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EDS 

드라마(9) 

영화(2) 

보도(6) 

예능(9) 

여성(5) 

음악(4) 

스포츠(2) 

(기본단가: 월1천만원 기준) 

어린이 채널(8) - 별도문의 

취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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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EDS 

2. 수도권 32개 시군구에 동시 송출 

 수도권 최대MSO인 딜라이브 전 지역에  동시송출 

서울지역 
16개구 13개 SO(160만 세대) 

경기지역 
15개 시군 3개 SO(90만세대) 

수도권 
250만 세대 

+ 



CABLE TV LongTail 

OPERATION 
딜라이브 CABEL TV광고의 구체적인 청약FLOW, 청약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7 



CABLE TV LongTail 

청약 / 편성 / 소재관리 등의 모든 업무창구를 딜라이브에서 담당합니다. 

 광고청약이 이루어지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딜라이브에 광고소재를 Digital BETACAM Tape 또는 File을 주시면  

    딜라이브 서울+경기 16개 SO에 송출됩니다. 

1. Simple한 업무Flow 

2.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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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소재 관리 
매체운영안 관리 
(지역, 채널 등의 운영) 

＊광고 집행 계약 

＊소재 전달 

＊광고 운행 결과 보고 

＊계산서 일원화 

광고주 



CABLE TV LongTail 

 딜라이브 Sub-CH Pack 월 청약단가는 10,000,000원(40개 채널, 2분, 일80회, 1개월 운영) 

 PP사(Dramacube) 월 청약단가는 6,000,000원(1개 채널, 30초, 일2회, 1개월 운영) 

  PP별 광고단가 비교(B급, 30초 기준)  

 

 

 

 

 

 

 

 

 

 

 

 1개 PP대비 광고료는 2,500,000원 저렴(30초 환산) 하지만, 송출횟수가 38배(30초 환산시 152배)나 더 많습니다.  

 

2. 청약단가 비교 

2.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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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단가(원, VAT별도) 

비즈니스 & 500,000 

CH Cing, Trende 400,000 

Etomato 125,000 

View, DramaCube, Cinef, GTV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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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표 

2.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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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길이 일 송출 횟수 월 송출 횟수 월광고료 

2분 76회 2,280회 

10,000,000 

1분 152회 4,560회 

(단위: 원 / VAT별도) 

 편성은 Next방식으로 운영 (시간대 지정방식이 아닌 광고 소재별 순차 운영방식) 



CABLE TV LongTail 

딜라이브은 항상 Client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담당자명 사무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김정화대리 070-8121-4570 010-2660-9255 youmar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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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딜라이브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8 유경빌당 4층 FAX 02-512-4208 www.dliv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