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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조선일보 어플리케이션 

外 다수 

外 다수 

OFF-LINE 

MOBIL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hl=ko&id=com.chosunmedia.android
https://itunes.apple.com/kr/app/id422051980
http://www.gamechosun.co.kr/
http://www.chosun.com/
http://premiu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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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영역 

바이럴/SNS 마케팅 오프라인 광고 

모바일 광고 

웹사이트 제작 

스폰서쉽 
이벤트 

eDM 

프로모션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2. 주요 광고주 및 제휴사 

목동종로학원, 에스더포뮬러, 고도일병원, 영국문화원 등의 브랜드 광고와 

기아자동차 호주 오픈 볼키즈 선발대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별 

유학박람회 등 다양한 컨텐츠의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http://www.mokdongjongro.co.kr/_new/index.asp
http://www.kr.jal.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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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고 진행 프로세스 

광고주 

1. 각 매체 별 광고 진행으로 업무 처리의 번잡함 발생 

2. 광고 진행 중 이슈 발생 시 각 매체 별로 처리함에 따라, 즉각 대응의 어려움 및 별도의 추가 업무 발생 

3. 각 매체 별 소재 제작 함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 

4. 각 매체 별 노출량 및 효과 책정 기준 상이 

개별 컨텍 

전광판 , 지하철,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 

언론사 배너 광고 포털 광고 종편 TV 광고 오프라인 매체 광고 

http://www.tvchosun.com/main.html
http://www.ichannela.com/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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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광고 대행 

광고 대행 

1. 업무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가능 

2. 광고 진행 중 이슈 발생 시 조선닷컴이 가진 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 대응 및 빠른 피드백 제공 

3. 소재를 제작함에 따른 발생 비용 절감 가능 

4. 광고 대행 시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전문적인 광고 기획 및 채널 선정 가능 

5.  각 미디어별 최대 노출량 확보 및 효과책정에 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가능 

전광판 , 지하철,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 

언론사 배너 광고 포털 광고 종편 TV 광고 오프라인 매체 광고 

광고주 

http://www.tvchosun.com/main.html
http://www.ichannela.com/main/main.do


  

• 광고 시장의 트렌드 분석 및 광고 매체별  트렌드 변화를 광고주에게 공유 

• 광고 캠페인 성향별 적절한 마케팅 채널 광고주 제안 

6 

 

•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 할 경우 원하는 채널 별로 제안서 및 견적서를 요청 해야 하는 작업 필요 

• 당사가 광고 대행 역할을 맡음으로써, 광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광고 기획 및 채널 선정 

 -> 광고 채널 별 예산 분배 -> 효율적인 광고 예산 제안 

광고집행 채널 별 제안서 광고주 전달 

 

• 광고 집행 중간 리포트를 통해 광고 효율을 측정 및 분석 하여 소재 교체, 타겟 세그먼트 변경 등의 광고 수정 가능 

• 광고 집행 후 결과 분석 리포트 제공, 광고주 타겟층의 광고 반응과 내,외부적 개선점 파악 가능 

• 차기 광고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 

 

• 조선닷컴 내 섹션 및 서브 페이지에 추가 광고 서비스 지원 가능 

• 지원 페이지 – 헬스조선 / 조선비즈 / 중문조선 등 

 광고 트렌드 변화 공유 

 조선닷컴 내 서브페이지 광고 지원 서비스 

광고 보고 및 진행 분석 리포트 

광고 대행 시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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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조선일보엔 든든한 +α 가 있습니다” 

조선닷컴 대행서비스 
광고/홍보/제휴 프로모션 

일반광고대행사 

옥외광고 후원 

이벤트 캠페인 지원 

조선닷컴 eDM 발송 

조선닷컴 기사서비스 

조선닷컴 광고 지원 

일반 에이전시 서비스 
제안/대행/기획/매체구매 등 

일반 에이전시 서비스 
제안/대행/기획/매체구매 등 

 “최고의 가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그룹”  

디지틀조선일보에서는 인터넷뉴스, 방송, 교육, 옥외광고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다경험의 대행 경험을 통해 최적의 광고홍보 대향 

설계 및 자사매체후원(+α)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디지틀조선일보 광고 홍보 대행 VS  일반 홍보대행사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As8Lyg9zQAhVMTrwKHXOSBAIQjRwIBw&url=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06956&psig=AFQjCNESnfa4Nfi99KrxUqFancY6mChm0Q&ust=1480992164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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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배포 프로모션 

• 온/오프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 이벤트 온라인 사이트 제작 

 - 오프라인 이벤트 장소 대관 

 -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 이벤트 기념품 제작 

• 관공서 or 대기업 제휴 프로젝트 

• 홍보 영상 제작 

• 언론사 배너 광고 

• 검색 포털 배너 광고 

• 바이럴 광고(카페 / 블로그 / SNS) 

• 홍보 기사 송출 

•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 검색 포털 띠배너 광고 

• 모바일 네트워크 배너 광고 

• 앱 광고 

온라인&모바일 

• 대중 교통 내부, 외부 광고(지하철 / 버스 등) 

•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 영화관 광고 

• 언론사 신문 지면 광고 

• 잡지 지면 광고 

• 종편 TV 광고 

• IPTV 광고 

• 케이블 TV 광고 

 

오프라인 
프로모션 
제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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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기아자동차 

프로젝트 : 호주오픈 볼키즈 선발대회 

내용 :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볼키즈로 출전 할 유소년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영어테스트와 체력테스트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하여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볼키즈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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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싱가폴 항공 서울지사 

프로젝트 : 호주 다윈 (Darwin) 취항기념 이벤트 

내용 : 호주 다윈 취항 기념 페이지 제작, 랩핑버스 홍보, 컨텐츠 관리,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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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호주관광청 

프로젝트 : 런투 호주, 싱가포르 항공으로 떠나는 호주, 골드코스트 마라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내용 : 호주관광청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른 후 골드코스트 에어포트 마라톤 참가 이유와 사연을  

          글과 사진(동영상)으로 담벼락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공유,  랩핑버스 홍보, 컨텐츠 관리,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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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싱가포르관광청 

프로젝트 : Your Singapore Ultimate Adventure 

내용 : 이벤트 페이지에 싱가포르 여행 후기 동영상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 제공, 반응형 웹 페이지 제작, 컨텐츠 관리,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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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배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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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일치하는 회원에게 게시물광고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랜딩페이지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져와 게시물 내 클릭영역 생성 

- 광고 클릭 시 광고주 원하는 페이지로 링크 연결 

- 정확하고 세밀한 타겟팅 가능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매체명  매체 타겟  예상 노출량 예상 클릭수 기간  

페이스북 Page Post AD 대학생 / 직장인  2,500,000 PV  5,000 + ∂ 500만원 / 1개월 기준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LSOmYmBo8cCFYomlAodY2IOjg&url=http://www.itworld.co.kr/news/84414&ei=9_PKVfS2KorN0ATjxLnwCA&bvm=bv.99804247,d.dGo&psig=AFQjCNEvvG7gneQSOhVOst_T-NpTf0s5lw&ust=14394504675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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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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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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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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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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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PDP 광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 상단에 설치된  
텔레비전 광고 구조물 

PDP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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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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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문의  
 
디지틀조선일보 마케팅본부 이 주 상 과장 
Tel . 02 3701 2943 
Cell. 010 2888 9877 
Email. jsf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