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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HCN 광고
현대HCN 광고

케이블방송 광고
▶ 방송사의 개별지역광고 시간에 송출
▶ 다양한 채널에 광고를 송출하여 광고효과 우수
▶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에 적합

VOD 광고
▶ VOD선택 후 재생 사이에 노출되는 광고상품

채널 전환 광고

▶ 채널 변경 및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
▶ 시간대, 지역, 프로그램까지 선택 가능한 광고

▶ 채널 전환 시 1~2초의 광고 이미지를 노출
▶ 반복, 강제노출로 도달률이 탁월한 광고
▶ 플랫폼, 채널, 시간대 등 선택 가능한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현대 블루핸즈 지점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옥외 전광판
▶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양지병원 맞은편 위치
▶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 유일 전광판, 주목도 우수

▶ 1회 20초 기준, 일 평균 100회 송출 (시간당 6회)

▶ 대기실 내 위치, 차량 정비 현황 상단에 광고노출
▶ 전국 800여개 지점에 광고 가능

가장 대표적인 광고매체!

케이블방송 광고

▶ 개별 방송사의 개별광고시간에 송출
▶ 시청률 상위 35개 이내 채널 타겟팅

▶ 타 매체 대비 합리적인 광고비용
- 지상파 대비 1/50
- PP채널 대비 2/5 수준
▶ 송출 결과를 리포트로 정리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

• 개별 방송사의 지역광고 시간에 송출되는 케이블TV 대표 방송광고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매체

전국 140만 가입자 대상!
현대HCN 서초방송
현대HCN 동작방송

• 17.4만 가구, 45만명 거주
• 가입 가구 12만 대상

• 16.4만 가구, 41.2만명 거주
• 가입가구 11만 대상

현대HCN 관악방송
• 23만 가구, 55만명 거주
• 가입가구 18만 대상

현대HCN 방송권역
현대HCN 충북방송
• 33.8만 가구, 91만명 거주
• 가입 가구 28.7만 대상

▶ 서울, 충북, 경북 및 부산

▶ 전국 130만 가입자 대상 송출
▶ 타 권역 송출 가능 (협의 필요)

• 29만 가구, 55.3만명 거주
• 가입 가구 25만 대상
• 포항시, 영덕군, 을진군, 울릉군 관할

•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관할

현대HCN 금호방송

구매력 있는 가입자 보유
▶ 타겟에 맞는 지역 선택 가능

현대HCN 경북방송

• 가입 가구 15만 대상
• 대구 북구 1개 구 관할

현대HCN 새로넷방송

• 16만 가구, 45.8만명 거주

• 34.4만 가구, 87.4만명 거주
• 가입 가구 30만 대상
•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고령군 관할

현대HCN 부산방송
• 17.9만 가구, 49.7만명 거주
• 가입 가구 17만 대상
• 동래구, 연제구 2개 구 관할

1 케이블 광고의 장점
케이블 광고

다양한 광고형태
광고 SPOT 집행 시점이
지상파에 비해 유동적
30-120초 등의 다양한 길이의
광고를 잽행 가능함

비용 효율성

지역 타겟팅

구 단위로
지상파 대비 저렴한 단가로
선택적 광고가 가능하므로
2억 미만 예산 집행 시
Test Marketing / Area Marketing이
도달효과 높음
가능한 광고 매체

지상파의 부족한 빈도를 보완하는
효과가 뚜렷함

시간/채널 타겟팅
광고 타겟에 적합한 채널과
시간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Target Marketing media로
활용이 가능함

케이블 광고

케이블 광고의 장점
* 30초 소재 기준 / VAT 별도

지역

단가

횟수

서초방송

3,000,000원

450회/월

동작방송

2,000,000원

450회/월

관악방송

2,000,000원

450회/월

충북방송

2,500,000원

450회/월

금호방송

1,700,000원

450회/월

새로넷방송

2,000,000원

450회/월

경북방송

2,000,000원

600회/월

부산방송

2,000,000원

600회/월

* 60초 이상 소재 / 권역 외 타 지역 송출 시 담당자 문의

송출채널

광고문의
현대HCN 서초방송
신민철 팀장
▶ P. 070-8109-1372
▶ H. 010-2031-5011
▶ E. mandu753@hmall.com

현대HCN 동작방송
여창호 팀장
▶ P. 070-8109-1371
▶ H. 010-7636-1121
▶ E. yopd@hmall.com

현대HCN 관악방송
한국남 팀장
▶ P. 070-8109-1375
▶ H. 010-8927-2178
▶ E. hgn1375@hma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