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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핑광고 서비스 개념

디지털 TV의 채널전환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검은색 화면에

스틸컷 이미지 소재를 타겟팅 하여 시청자에게 노출시키는 신개념 디지털 광고 플랫폼입니다.

IBC 서비스 채널 전환 시기존 채널 전환 시

채널전환

CH.15

1~2초의채널전환시간동안

BLACK화면 노출

채널전환

CH.15

1~2초의채널전환시간동안

Zapping 서비스 화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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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2015년 2월 딜라이브에서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 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참여로

현재 전국 약 595만대의 셋탑박스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 5,630,000 대

딜라이브

수도권 1,300,000 대

강남3구 240,000 대

강남3구
24만

서울
82만

경기
48만



4

< 재핑광고 서비스 대상자 중 광고 인지율 >

서비스 대상 가입자중

약 80%가 재핑광고 인지 -

D’live, SK Broadband, 현대HCN을 시청하고 가입자 대상 IBC 광고 인지 여부 설문

(Source: 갤럽 코리아, 2017년 9월)

79.3%
Zapping 서비스 인지율

Viewability
화면 주목도가 높은 채널 전환 상황에서 광고를 타겟팅하여 노출시키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 중 약 80%가 인지 하는 프리미엄 인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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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 지역/채널/시간에 대한 타겟팅이 가능하여 캠페인 특성에 맞는 오디언스에게 정교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채널 타겟팅
채널 별로 타겟팅 가능

• 개별 채널 타겟팅

tvN, JTBC, TV조선, 채널A, MBN

• 그룹 채널 타겟팅

CJ E&M 패키지군, 드라마군, 연예/오락

군, 영화군, 스포츠군, 뉴스/경제군, 여성

/패션/라이프군, 어린이군, 골프군, 다큐

군, 게임군, 교육군

시간대 타겟팅
시간대 별로 타겟팅 가능

• 1시간 단위 판매구간

10:00~10:59, 11:00~11:59, 12:00~12:59,

13:00~13:59, 14:00~14:59, 15:00~15:59, 

16:00~16:59, 17:00~17:59, 18:00~18:59, 

19:00~19:59, 20:00~20:59, 21:00~21:59, 

22:00~22:59, 23:00~23:59, 24:00~24:59

• 2시간 단위 판매구간

07:00~08:59

• 6시간 단위 판매구간

01:00~06:59

지역 타겟팅
플랫폼 별로 해당 권역에 타겟팅 가능

• CATV

D’live, 

Tbroad, 현대HCN, CJ헬로, JCN울산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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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유효 시청자* 를 대상으로 타겟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채널 변경 시 지정된 이미지 소재가 노출 되며, 해당 시청자가 목표

채널까지 찾아가는 채널 전환시마다 지속 노출 됩니다.

• 노출 순간부터 변경되기 전까지의 노출을 1회 임프레션으로 정의하는 CPM 개런티 과금방식입니다.

CH.15 CH.16

CH.18

CH.17 CH.18

3.5초 미만 시청 후
채널전환

3.5초 이상 시청 후
채널전환

3.5초 이상 시청 후
CH.18번으로 채널전환

3.5초 이상 시청 후
CH.18으로 채널전환

3.5초 이상 시청 후
채널전환

‘ Y ’ 음료 캠페인
1회 임프레션

‘ D ’ 제약 캠페인
1회 임프레션

 타 겟

• CH.15 JTBC  ‘ Y ‘ 음료 캠페인 타겟팅 – JTBC를 10:00~10:59대에3.5초 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 시청자

• CH.16 TVN  ‘ D ‘ 제약 캠페인 타겟팅 – TVN을 10:00~10:59대에3.5초 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 시청자

‘ D ‘ 제약 캠페인 타겟팅

‘ Y ‘ 음료 캠페인 타겟팅

* 유효시청자 : 타겟한 시간대/채널군에서 3.5초이상 지속적으로머물러있는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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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리포팅
캠페인에 대한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광고대행사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매일 최신 통계를 제공합니다.

일별, 지역별, 시간대별 누적 임프레션 분석 데이터와 지역별 누적 도달률 분석데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ZAPPLE AD

2017-12-01~2017-12-31

31일

광고주

재플(대행사)

재플(주관사)

10,000,000

0

0

64,800,000

65,100,000

0

0

5,950,000

4,700,000

78%

13.85

98.8%

100.4%

• 캠페인 전체 집행현황 Summary 
(누적임프레션, Unique Reach 등)

• 전체 서비스 대상 가구수

• Frequency

• 지역별 도달률

• 채널별 집행 현황

• 일별 집행현황

• 시간대별 집행현황

• 지역별 집행현황

 리포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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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핑광고 광고의 특징 High Reach와 Premium Viewability 특성을 바탕으로 Re-messaging에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입니다.

Client시청자재핑광고

최대 약 1,485만명

(건강보험공단 기준 1가구 = 2.5명) 에게

도달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

High-Reach

서비스 대상자 중 약 80%가 인지하는 높은 주

목도를 가진 프리미엄 인벤토리

Viewability

Re-Messaging

효과적인

광고플랫폼

정교한 타겟팅 및 높은 도달률을

통한 집중 노출로 캠페인 메시지

Awareness & Appeal 요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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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에 대한 확정 없이 임프레션 수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캠

페인 집행기간 편성구간은 임의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타겟팅 상품 대비 보너스 율이 높아 임프레션 수가 많아지고

CPM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논 타겟팅 상품

재핑광고 상품소개 논타겟팅 상품과 타겟팅 상품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월 청약금액
(만원)

보너스(%)
보너스 금액
(만원)

보장 임프레
션

2,000

100%

2,000 40,000,000

3,000 3,000 60,000,000

4,000 4,000 80,000,000

5,000 5,000 100,000,00

1. 편성 구간 확정 상품으로 편성 구간에 해당하는 임프레션 수

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2. 종편 채널의 SSA구간은 2,000만원 청약당 CATV 별 1개 구간

만 청약 가능합니다.

3. 보너스 정책

1) 보너스 금액 구간은 A,B 시급으로 한정 됩니다.

2) SSA급 또는 특정채널만 운영 시, 보너스 포인트는 지급되

지 않습니다. (어린이, 다큐, 교육 장르는 제외)

3) 보너스 정책은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 타겟팅 상품

연속 청약 개
월

월 청약금액
(만원)

보너스(%)
보너스 금액
(만원)

1~2

2,000 5% 2,100

3,000 15% 3,450

4,000 30% 5,200

5,000 50% 7,500

3~5

2,000 10% 2,200

3,000 20% 3,600

4,000 35% 5,400

5,000 55% 7,750

1. D’live 월최소청약금액은캠페인 기준1,000만원입니다.

2. 통합판매는월 최소청약금액은캠페인기준2,000만원입니다.

3. 발행일기준서비스대상CATV는총 595만대이며,  D’Live (128만), Tbroad (165만), 현대HCN(80만), CJ헬로비전(210만), JCN울산중앙방

송(12만) 이며이는변동될수 있습니다.

4. CATV별금액사용비율정책에따라편성되며,  각판매구간은1개의캠페인만운영되는독점방식입니다.  

5. 플랫폼사별금액배분비율은D'live  30%, Tbroad  27.5%, CJ헬로20%, HCN 17.5%, JCN 5% 입니다.  (개별CATV 청약이필요한경우, 

별도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C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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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

2,322,157명

9원

500원

약 1,900원(플랫폼,시간,채널)

집행금액

CPM(논타겟팅)

최대 CPM(타겟팅)

최대 Imps(논타겟팅)

최대 도달 인구 (1주 단위비교)

1도달 인구당 비용

20,000,000원

2,200원

4,400원(성,연령,시간,지역,형대)

9,090,909

190,233명(네이버 1주 UV 14,979,001명 중 1.27% 도달가능)

105원

20,000,000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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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6.1%

16.9

4.7초

채널 전환 시(프로그램 무관)

매체 형태

노출 시간(초)

최대 CPM(타겟팅)

평균 GRP

평균 Reach 1+

평균 Frequency

동영상

15초

프로그램 전후 CM

221.3

27.1%

8.0

이미지 스틸컷

320,000원 CPRP 2,350,0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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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CM 뿐 아니라 실시간 프로그램 사이에도 광고 가능

00:00~23:59 까지 전 시간 광고 가능

*각 STB를 시간 별로 24개로 나누어 성향 분류

Ex) 10시에는 9세 미만 여자/ 19시에는 30대 남

성 경제 관심사로 분류 가능

프로그램 기준으로 시청이력 분류
(KBS, MBC 등 지상파 및 종편의 세부 프로그램의 정보를

포함한 시청이력 분류 / ex: 구해줘홈즈, 하우스 프로그램

시청자는 홈&리빙 관심사로 분류)

4.7초

약 183개 채널(지상파, 종편 포함) 

매체 형태

노출 시간(초)

노출 가능 채널

광고 영역 및

광고 가능 시간

STB 성향 분류 범위

(상세 알고리즘 데이터 다음 장 참조)

타겟팅 기준

동영상

15초

케이블 방송 약 90개 채널 (지상파 및 기타 채널 제외)

프로그램 전후 CM 사이 120초 (큐톤 영역)

120초*20(07:00~25:59)= Total 40분 광고 가능

시청 이력에 따른 STB 성향 부여

가구 당 단위로 STB 분류

채널 시청 이력으로 스포츠, 드라마 등 관심사 추출
(ex: SPOTV, KBS SPORTS를 시청한 사람은 스포츠 관심사/ 

MBC드라마넷, 드라마큐브 시청자는 드라마 관심사로 분류)

이미지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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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86%

Digital
14%

Year 0 Imps.%

TV Digital

TV
46%

Zapping
30%

Digital
24%

Year +1 Imps. %

TV

108

110

73

100

100

100

0 20 40 60 80 100 120

광고 최초 상기도

- AD TOM(Ad Top Of Mind)

브랜드 자산 관리 지표

- BEI(Brand Equity Index)

총 광고비 Index

YoY 광고 효과 비교 분석

Year 0 Ye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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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112.3

98.0

100

100

1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온라인 대출신청접수…

온라인 대출신청접수…

총 광고비 Index

YoY 광고 효과 분석

Year 0 Year +1

69%

12%

3% 6%
1%

10%

0%

54%

13%
4% 3% 0% 0%

26%

0%

10%

20%

30%

40%

50%

60%

70%

80%

CATV DSP IPTV 유튜브 다음KBO 온라인

가상광고

ZAP

YoY Imps. %

Year 0 Year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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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 집행 이전 기간 DAU
ZAP 집행 이전 기간 다운로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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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건설 » 화장품

» 패션 / 쇼핑

» 방송 / 영화

» 의약품 / 건강

» 식음료

» 주류

» 여행 / 레저

» 모바일앱 / 게임

» 금융

» 공공기관

» 생활 / 잡화

» 기타

주요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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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8 유경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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