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C 광고 소개

다들가게광고하나씩은한다는데, 광고는너무많고…

우리가게는어떻게홍보해야할까?



‘적합한광고’ 전략적

shopping

2019 패션트렌드 #OO쇼핑몰 #2030 직장인패션

광고주의특성에맞는광고선별 종합적광고로놓치기쉬운고객까지확보

IMC 광고 소개



LG헬로비전이설계하는광고주맞춤형광고



• 주부를포함하여더많은국민들에게전달
• 협업홍보등을통한최적의효율모색
• 온라인상화제 창출로자발적확산 유도

LG헬로비전광고상품소개



LG헬로비전광고상품

방송광고 온라인광고

오프라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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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행태조사보고서ㅣKOBACO]

광고에대한긍정적평가가
가장높은매체는TV지상파 채널,

특히PPL과 같은프로그램제휴를통한
간접광고영향력높음

“

”<2018 소비자행태조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데이터기반 TV광고기술로지역/전국/채널별 타깃팅광고

타깃팅으로광고주타깃대상구매력확대

시청이력기반 지역 채널& 시간대

①IPTV 실시간타깃팅광고<AD ONE>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한 정교한 타겟팅 광고 AD ONE

방송 광고



지역 타깃팅 시청 이력 기반 타깃팅

노출 채널

방송 광고



VOD 시청전광고독점노출

주타깃시청자대상브랜딩강화및광고효과극대화

②VOD광고_Pre-roll광고

VOD(다시보기) 콘텐츠 시청 전 노출되는 광고

방송 광고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v0qWj-YDLAhWMoZQKHcbVBhAQjRwIBw&url=http://www.nurvo.co.uk/products/22-black-tv-edge-lcd-1080p/&bvm=bv.114733917,d.dGo&psig=AFQjCNFcuAOvUQAPXpXE7ynFGsy3ORH2Eg&ust=1455872257363923


채널전환시광고이미지광고노출

TV시청자대상광고, 높은주목도와광고효과구현

③재핑광고

채널 전환 시 보이던 블랙화면에 이미지 광고를 노출시키는 광고

방송 광고



전통적인방송산업구조, 생태계의변화는
빠르게앞당겨질 것으로예상

미디어산업의합종연횡가속화될 것으로전망

“

”<2019년 방송〮미디어 콘텐츠산업 10대이슈전망ㅣ2019 KCA  Media Issue &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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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검색을통해광고주사이트노출

실제관심이용자에게광고노출및인입유도

①검색광고

이용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를 노출 시키는 광고

순천매실

전남순천호떡 -매실왕씨앗호떡

순천특산물매실로만든
매실왕씨앗호떡

전남순천호떡-매실왕씨앗호떡

온라인 광고



구글과연계된수백만개웹페이지에 노출

관심이용자가이용하는여러플랫폼에지속광고노출

②구글배너광고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띠 형식의 이미지 광고

배너광고

온라인 광고



전세대사용량1위매체Youtube

유튜브타깃팅옵션을통한효과적인동영상광고

③유튜브광고

Skip 불가능

구분 트루뷰 인스트림 범퍼애드

과금방식 CPV(cost per view: 조회수 당 비용) CPM(cost per mile: 1,000회 노출 비용)

평균 단가 경매형 (단가는 경매결과에 따라 달라짐)

25~40(NET 기준) 3500~5000(NET 기준) (※ CPV3.5~5)

영상 길이 제한없음 (5초 후 SKIP 가능) 6초 미만 (SKIP 불가능)

타겟팅 인구통계, 관심분야, 주제, 리타겟팅

옵션 컴패니언 배너

트루뷰 인스트림(TrueView In-streem) 범퍼애드(Bumper Ads)

온라인 광고



쇼핑플랫폼으로 가장적합한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기반홍보커머스로판매율증가

④인스타그램광고(V커머스)

인스타그램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연결하는 커머스 광고

① 인스타그램 V커머스 광고 집행 ② 제품 판매 페이지 연동 ② 제품 구매(네이버 페이)

온라인 광고



4천만가입! 대한민국대표메신저카카오톡

사용자의활동이력분석으로효율적인광고가능

⑤카카오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메시지광고

카카오톡 #탭, 채팅창 하단 등

다양한 영역에 이미지/영상노출

이벤트 홍보, 브랜드 소식 알림, 

쿠폰 발송 등 마케팅 메시지 발송

온라인 광고



DMC 리포트조사에참여한응답자100%가
디지털옥외광고에 접촉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

”
<DMC Report ‘2017 DOOH 접촉 실태 및 광고효과’>

<DMC Report ‘2017 DOOH 접촉 실태 및 광고효과’>





광고접점을활용한지역타깃

목표지역노출및 버스이용객, 유동인구등다수에게노출

① 버스광고/버스쉘터(가로변)

버스차량 광고 버스쉘터(가로변)

오프라인 광고



3040 주부구매접점에서 광고

이마트이용객들에게장시간높은노출효과

이마트 층간 이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양면과 행잉배너를 통해

카트와 함께 이동하는 이용객들에게 장시간 노출효과가 높은 미디어

② 이마트무빙워크랩핑/ 배너오프라인 광고



국내No.1 컬처플렉스 CGV

영화관람객이시청하고머무르는스크린, 로비공간에광고노출

CGV 화장실 랩핑

CGV 스크린광고 (로컬상품)



③CGV 광고오프라인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