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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매체소개_iMBC.com

www.imbc.com

UV : 월 평균 79만

PV : 월 평균 217만

남/여 이용 비율

mobile web 현황 PC 현황

UV : 월 평균 150만

PV : 월 평균 1,004만

남/여 이용비율

#제공서비스

남 39%

여 61%

남 39%

여 61%

10대 : 15% 20대 : 28% 30대 : 25% 40대 : 21% 50대 이상 11%#연령대별이용현황

http://www.imbc.com/


광고상품소개_DA(PC)

iMBC.com 메인/섹션 메인 배너

상품 설명

iMBC 홈페이지 메인 및

프로그램 별 홈페이지 메인

우측에 노출 되는 렉탱글 배너

단가 CPM 3,000 원

평균 CTR 0.31%

사이즈 250*250

파일 형식 JPG, GIF①

①



iMBC.com 서브렉탱글/SS

상품 설명
프로그램 별 홈페이지 서브

우측에 노출 되는 배너

단가 CPM 2,000 원

평균 CTR 0.18%

사이즈 250*250/160*600

파일 형식 JPG, GIF

① ①

광고상품소개_DA(PC)



iMBC.com 게시판 하단 빅배너

상품 설명

프로그램 별 홈페이지 내

‘시청자의견‘, ‘프로그램 뉴스‘, 

‘다시보기‘ 등 하단에 노출 되는 배너

단가 CPM 2,000 원

평균 CTR 0.08%

사이즈 500*80

파일 형식 JPG, GIF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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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com 온에어 빅배너

상품 설명

24시간 MBC, MBCplus, 지역MBC

시청 할 수 있는 온에어 페이지 내

하단에 위치한 배너

단가 CPM 3,000 원

평균 CTR 0.12%

사이즈 728*90

파일 형식 JPG, GIF

iMBC.com VOD 빅배너

상품 설명
화제의 1분, 다시보기, 영상스케치

하단에 위치한 배너

단가 CPM 3,000 원

평균 CTR 0.6%

사이즈 728*90

파일 형식 JPG, GIF
① ②

광고상품소개_DA(PC)



iMBC.com 인터스티셜

상품 설명

포털에서 MBC프로그램(예능,드라마)

검색 시 프로그램 페이지로 이동 전

노출 되는 광고로 유저의 주목도가

최상인 지점에 소재 노출 가능

단가 CPM 15,000 원

평균 CTR 0.72%

사이즈 592*333

파일 형식 flv

①

광고상품소개_DA(PC)



제작가이드

지면 광고 형태 크기 파일형태 파일용량 기타

메인/섹션메인 우측렉탱글 250*250 JPG,GIF 50KB

서브 우측렉탱글/ SS 250*250/ 160*600 JPG,GIF 50KB

서브 하단 빅배너 500*80 JPG,GIF 50KB

온에어 하단 빅배너 728*90 JPG,GIF 50KB

VOD 플레이어 하단 빅배너 728*90 JPG,GIF 50KB

포탈 검색 인터스티셜 592*333 FLV 3M play time 15초



Contact US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상암동 문화방송미디어센터 9층)

광고 담당 (기획사업팀)

유정일 팀장 02-2105-1163  event@imbc.co.kr

정아람 사원 02-2105-1127  jr3137@imbc.co.kr

mailto:event@imbc.co.kr
mailto:jr3137@i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