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BC 

mini 소개서

iMBC 기획사업팀 정아람 사원 (02-2105-1127/jr3137@imbc.co.kr)



Contents



[온에어 스트리밍] 무료 MBC 라디오 온에어 스트리밍 / [보이는 라디오] 방송 중인 스튜디오 실시간 영상 / [다시 듣기] 지난 방송 언제든지 다시 듣기

[편성표] FM4U, 표준FM, 올댓뮤직 방송 스케줄 또는 게스트 정보 / [미니 메세지] 실시간 미니메세지 송출

mini 소개

mobile App 현황 PC 현황

다운로드 수 5.1만 회

누적 다운로드 수 1,267만 회

Android, iOS 이용자 비율

iOS 22%

Android 78%

다운로드 수 1.2만회

누적 다운로드 수 2,131만회

※ 별도 다운로드 없이

iMBC 홈페이지에서 온에어 듣기 가능

#제공 서비스



광고 상품 소개_DA

①

②

mini App 전면 배너

상품 설명

MBC 라디오를 청취 할 수 있는

Mobile App 진입 시

처음으로 노출 되는 배너

※ 안드로이드에만 적용 가능

단가 CPM 8,000 원

평균 CTR 3.18%

사이즈 728*1230

파일 형식 html

mini App 하단띠 배너

상품 설명
mini App 온에어 화면 하단에

노출 되는 배너

단가 CPM 2,000 원

평균 CTR 0.12%

사이즈 640*100

파일 형식 PNG



mini App 전면 동영상

상품 설명

mini App 전면배너 후 노출 되는

동영상 광고

※ 안드로이드에만 노출 가능

※ 5초 skip 

단가 CPM 10,000 원

평균 CTR 0.36%

사이즈 1280*720

파일 형식 MP4

①

광고 상품 소개_Video



광고 상품 소개_Audio

1. 특정 타겟 가능 (mini 라디오 청취자는 여성, 30~40대가 가장 많음)

2. 효율적인 광고비  지상파 광고의 1/10 가격

3. PC mini 우측, 하단 무료 배너 서비스

4. 방송광고 집행이 제한된 업종 집행 가능

# 인터넷 라디오 광고 운영 방식

# 인터넷 라디오 광고의 장점

프로그램 시작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시작28분

57분

인터넷 라디오 광고
(20초 X 4개)

지상파 편성에 따른
서비스 광고

프리롤
(10초 X 1개)

인터넷 라디오 광고
(20초 X 7개)

시보
(25초 X 1개)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mini 를 통해 노출되는 음성 광고

28분, 57분 시간대 인터넷 라디오 광고 송출



광고 상품 소개_Audio

광고상품 패키지 집행금액 소재길이 프로그램 구성 노출 수(일/월)

프리롤 A 800만원 10” 매 시간 16회(MBC표준FM 서비스) 16회/480회

토막 B 800만원 20” 홀수 OR 짝수 8회 (MBC표준FM 서비스) 8회/240회

시보 C 900만원 25” 홀수 OR 짝수 8회 (MBC표준FM 서비스) 8회/240회

광고상품 패키지 집행금액 소재길이 프로그램 구성 노출 수(일/월)

토막

A 800만원 20” 홀수 OR 짝수 8회 8회/240회

B 700만원 20” 짝수 7회(3광고 OR 4광고) 7회/210회

# 28분 음성 광고 판매 단가

# 57분 음성 광고 판매 단가

※ 단독 영업 대행사 BR캠페인과 협의 필요

컨택 포인트 : 박의준 이사 070-8258-8676



mini App 인트로 음성 광고

상품 설명
mini 라디오 청취 전 고정으로

노출 되는 음성 광고

단가 1구좌 1,000만원

평균 CTR -

길이 5초

파일 형식 MP3

광고 상품 소개_Audio

①



제작 가이드

지면 광고 형태 크기 파일형태 파일용량 기타

mini APP 전면 배너 728*1230 HTML -

mini APP 하단 띠배너 640*100 PNG 30KB

mini APP 전면 동영상 1280*720 mp4 3M

mini PC 별 배너 400*70 JPG 30KB

mini PC 중간 배너 400*300 JPG,GIF 30KB

mini APP 음성 인트로 mp3 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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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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