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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마트라디오

• 매체 소개

• DA 광고

• 오디오 광고



최대 동접 월 5.9만명

다운로드 월 1.5만명

구매전환율이높은 30~40대타겟광고주집행선호라디오 APP 이용자수국내 1위!

MBC 스마트라디오

매체 소개

08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UI

실시간 MBC 라디오 방송 청취, 

보이는 라디오 시청

mini 메시지 및 다시 듣기

무료 이용

선곡표, 채널 편성표 정보 확인

출처 : firebase

연령 비율



MBC 스마트라디오의강점 MBC 스마트라디오의킬러콘텐츠

라디오 APP 이용자및설치자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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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 기준상위 18위 APP

MBC 스마트라디오

매체 소개

MBC mini의 충성도 높은 이용자

자유로운 소재 교체 (일별, 주별 가능)

공중파 대비 저렴한 광고비

방송 심의보다 낮아 자유로운

표현 가능



하단띠배너전면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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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CPM 10,000원

사 이 즈 320 x 480

소재 형식 jpg or png

평균 CTR 3.3%

지원 OS Android, iOS

단 가 CPM 2,000원

사 이 즈 320 x 50

소재 형식 jpg or png

평균 CTR 0.34%

지원 OS Android, iOS

APP 진입 시 노출, 직관적인 홍보 가능 방송 LIVE 하단 지속 노출(롤링)

MBC 스마트라디오

DA 광고



28분음성광고
매시 28분 지상파 광고를 대체하여 송출 되는 음성형 광고

57분음성광고
매시 교통 방송을 대체하여 송출 되는 음성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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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막 A 토막 B

단 가 750만원 750만원

노 출 수
(일,월) 8회, 240회 7회, 210회

소재 길이 20초 20초

구 분 프리롤 토막 시보

단 가 1,0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노 출 수
(일,월) 16회, 480회 8회 240회 8회 240회

소재 길이 10초 20초 25초

MBC 스마트라디오

오디오 광고

MBC 스마트라디오 편성표는 http://www.imbc.com/broad/radi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보험도 역시,

메리츠 시니어 보험!!

5초 음성광고 청취 후,

방송 live

‘MBC 스마트라디오”

APP CLICK!

음성인트로

MBC 스마트라디오 청취자라면 무조건 듣게 되는 광고!

짧지만 강한 임팩트!

단 가 1천만원

노 출 수 월 400만회 (협의 필요)

소재 길이 5초

소재 형식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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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광고



guide



guide

광고 가이드

문의

● 집행 기간, 금액, 광고 상품 협의

● 수수료 : 대행사 20%, 렙사 40%

● 위약금 : 서비스율 제외 일할 정산

※ 첫 거래업체 선입금

※ mini 음성 광고 별도 협의 필요

● iMBC 게재신청서 또는

계약서 체결

● 소재 내용 및 형식 검수

※ 집행 제안 업종

- 담배 / 주류 / 청불영화

- 사행산업 불가

- 저축은행, 제약 및 건강

- 다이어트 프로그램
(소재 확인 필요)

● 광고 게재면 전달

● 광고 집행 기간 중

소재 및 랜딩 URL 

변경 가능

● 광고 최종 결과 리포트 전달

● 광고 게재 월 말일자

상호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 기준

- 광고주 및 대행사 /

렙사 회계기준에 따름

계약 소재검수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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