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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
PACKAGE

5ADVERTISING
PRODUCTS

Out of home media

전국 병·의원 광고 상품 헬로미디어1

서울 지하철 역사 멀티미디어 광고 맥스비전2

유동인구 밀집 지역 빌딩 외벽 광고 논현빌딩 전광판3

아파트·빌딩 엘리베이터 광고 KT 타운보드4

CU 편의점 미디어 광고 CU 디지털 사이니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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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ontact

광고 플랫폼·상품 개발
패키지 상품 구성·판매

본 OOH 광고 패키지 상품은 광고 플랫폼·상품 개발 전문 및

매체 운영사인 ㈜모빈에서 제공 해 드리는 패키지 입니다.

대표이사 이규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 비즈프라자 13층 1325호

영업 및 일반 문의

connect@mobin-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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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69

인천

87

경기

433

강원

61

충북

60세종

25

충남

92

전북

76

광주

64
전남

28

대전

102

경북

93

대구

113
경남

77

부산

214

울산

42

48.4%

17.8%

11.2%

11.8%

7.0%

3.8%

내과/일반과

정형외과/마취통증/외과/재활

신경내외/정신건강의학과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비뇨기과/기타

지역 별 타깃 광고

헬로미디어는 전국 단위 광고 송출부터

지역 별 광고 송출이 가능하여 타깃 지역만의

광고 집행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특성에 맞는
진료과목 별 타깃 광고

헬로미디어는 병·의원의 진료과목 별 매체 구분이

되기에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원하시는

타깃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1,500여개 병·의원

hello
media

2,000여대 매체 동시 송출

1
헬로미디어는 하루 평균 13만명의 전국 병·의원 방문자들에게

병·의원 내부 대기시간 동안 직접적인 광고 노출을 제공하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 광고 플랫폼 입니다.

TV나 라디오와 같이 수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동시에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미디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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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몰입도 및 관여도 높음

헬로미디어는 병·의원 내부에 설치 되어 있어 대기 시간 동안 광고를

시청하게 되어 광고 몰입도가 좋으며 광고를 보고 관련 정보를 바로 모바일

통해 찾아 보는 등 광고에 대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이기에

광고 관여도가 높습니다.

· 43인치(108cm) 세로형의 넓은 화면 (1920 x 1080의 높은 해상도)

· IPS 패널로 생생한 컬러 재현

· 내과/일반과 - 제약 광고주, 생활쇼핑 등

· 정형외과/마취통증/외과/재활–침대, 밴드, 헬스케어 제품, 통증완화 제품 및 재활 관련 제품

· 신경내외/정신건강의학과–여행·숙박업, 문학/공연 등

·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헤어 용품(탈모샴푸, 가발), 미용, 이너 뷰티, 다이어트 제품,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성장관련 제품, 교육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비뇨기과/기타–남성건강기능식품, 헬스 및 스포츠 관련 제품, IT 제품

진료 과목 별 광고 카테고리 예시

상품 금액 (1개월) 예상 노출 수 노출 대수

hello 500 5,000,000 월 75만회 이상

전국 병·의원
1,800여대

(2022.5월 기준)
hello 1000 10,000,000 월 150만회 이상

hello 2000 20,000,000 월 300만회 이상

· 광고 소개 검수 및 리포팅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광고 소재 필요 시 광고 소재 제작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별도 협의)

· 현재도 병·의원 대상 매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상품 구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구성

Hospital Advertis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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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AX
VISION

서울 지하철 1,2,3,4호선
하루 유동인구 10만 이상의 역사 대상 설치

맥스비전은 서울 지하철 1,2,3,4호선 전역에 걸쳐

각 역사 별 하루 유동인구 10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 상위 역사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광고 매체입니다.

주요 25개 역사에 이동 동선 간 반드시 노출되는 위치에서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로 광고를 노출 합니다.

사운드 지원으로 매체 주목도 높음

맥스비전은 지하철 내 유일한 음성(사운드)지원 매체로

타 옥외매체에 비해 매체 주목도가 높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음성 및 사운드 노출 여부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동 동선의 주요 위치 선점과 대형 멀티미디어

지하철 이용객 이동 동선 간 이용객 정면에 설치하여 반드시

광고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며 타 지하철 옥외매체 대비

사이즈가 커 주목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대형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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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Seoul Metro Advertising Platform

패키지 명 위치 수량 / 세트 규격 광고비 표출 횟수(1일)

FULL package

1,2,3,4호선
25개 역사

100대 / 51set
86인치

멀티비전

40,000,000
120회 이상
(20초 기준)

HALF package 25,000,000
60회 이상

(20초 기준)

광고 상품 구성

· 역사 별 개별 판매도 가능하며 개별 단가 표는 요청 시 별도 전달 드립니다.

· 동영상 소재가 효과적이나 이미지 형태의 소재 또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 전체 화면 송출 및 분할 화면 (1/2) 송출도 가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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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media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논현빌딩

논현역 사거리 위치

강남대로 방향

신사역 방향

고속터미널 방향 명품 가구거리 방향

전광판 위치 특징

•상습 정체 구역
( 신호 대기 1회 2분30초 – 평균 3~4회 대기 )

•건물 4층의 낮은 위치로 가시성 및 주목도 높음
( 직선거리 500m 전방에서도 시청 가능 )

•서울 전역 및 수도권 버스 노선 이동 구간
( 15개 간선 버스 및 17개 광역 버스 통과 )

영동시장 먹자 골목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오피스 상권 및 사무실 밀집 지역

3
논현빌딩 전광판은 유동인구 최상위 밀집 지역이면서

최다 교통 수단 이동 지역인 논현역 사거리에 위치하면서

가시성이 좋아 하루 20만명 이상에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8



반포역에서 논현사거리 방향

500m 전방

BUILDING
media

Street Advertising

상품 명 위치 수량 / 세트 규격 광고비 표출 횟수(1일)

20초 1구좌

논현역사거리
논현빌딩

1대

W 13.2m
x 

H 14.8m

기존 전광판
1.5배

10,000,000

100회 이상
(20초 기준)

30초 1구좌 12,000,000

광고 상품 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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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OWN
BOARD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외부 미디어 설치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의 승강기 내/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입주자/입주공간에 다양한 문화정보 및 광고를 맞춤형 중앙 컨트롤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영상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생활 밀착형 광고

매일 이용하는 1평의 공간 안에서 반복 시청하는 광고

1인당 일평균 3.86회 이용

엘리베이터 내부

원하는 단지만 골라서

광고를 원하는 단지만 골라서 진행할 수 있어

세부적인 타깃팅이 가능하며 효율적

광고 몰입도 및 관여도 높음

일정 대기시간에 노출되기에 광고 몰입도가 좋아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바로 검색 등 액션을 취할 수 있어

광고 관여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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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품 구성

구분 15초 30초 비고

서울 프리미엄 12,000 원 21,000 원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수도권 / 광역시 9,000 원 16,000 원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6,000 원 10,000 원

· 서울 프리미엄 상품은 구 단위 개별 판매 가능

일반 상품 (회당 노출 가격) 패키지 상품 (월 단위 가격)

구분 15초 30초 기준 수량

전국 패키지 50,000,000 85,000,000 13,000 대

수도권 패키지 30,000,000 51,000,000 7,000 대

지방 패키지 20,000,000 34,000,000 5,500 대

대구 패키지 11,000,000 19,000,000 1,900 대

부산 패키지 5,000,000 8,500,000 1,000 대

· 대당 1일 100회 이상 노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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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U
Digital Signage

전국 CU 편의점
2,500개 편의점에서 동시 노출

전국 CU 편의점을 방문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이루어지며 실제 구매 접점에서

제품 광고를 노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미디어 입니다.

CU 디지털 사이니지 상품 특징

CU 편의점 자체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광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노출 되게 됩니다.

전국 단위의 커버리지가 가능하며 폭 넓은 고객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포당 일 방문객이 340~400명으로 하루 평균 전체 87만명에서

100만명에게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CU 광고 매체12



상품명 운영대상 운영대수(구좌) 상품금액 노출 수(월) 노출 수(일) 비고

기본형

전국 CU매장 2,500

14,000,000 500 20

46 inch/32 inch
(가로형 43.8 inch)

20,000,000 1,000 40

24,000,000 1,500 60

30,000,000 2,000 80

35,000,000 2,500 100

이미지 스팟 5,000,000 75,000 3,000

배너&이미지 후면 15,000,000 상시 노출

기본형+POS 30,000,000 1,000 40 Dual POS 일 200회 이상

기본형+POSTBOX 25,000,000 1,000 40 POSTBOX 일 300회 이상

광고 상품 구성

· 광고 상품 별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진행 시 별도 협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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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 종합 단가

상품 금액 (1개월) 예상 노출 수 노출 대수

hello 500 5,000,000 월 75만회 이상
전국 병·의원

1,800여대
(2022.5월 기준)

hello 1000 10,000,000 월 150만회 이상

hello 2000 20,000,000 월 300만회 이상

1. 전국 병·의원 광고 상품 – 헬로미디어

2. 서울 지하철 역사 멀티미디어 광고– 맥스비전

패키지 명 위치 수량 / 세트 규격 광고비 표출 횟수(1일)

FULL package

1,2,3,4호선
25개 역사

100대 / 51set
86인치

멀티비전

40,000,000
120회 이상
(20초 기준)

HALF package 25,000,000
60회 이상

(20초 기준)

상품 명 위치 수량 / 세트 규격 광고비 표출 횟수(1일)

20초 1구좌

논현역사거리
논현빌딩

1대

W 13.2m
x 

H 14.8m

기존 전광판
1.5배

10,000,000

100회 이상
(20초 기준)

30초 1구좌 12,000,000

3. 유동인구 밀집 지역 빌딩 외벽 광고– 논현빌딩 전광판

hellomedia

MAX VISION

Building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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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 종합 단가

4. 아파트·빌딩 엘리베이터 광고– KT 타운보드

TOWN BOARD

CU digital signage

구분 15초 30초 기준 수량

전국 패키지 50,000,000 85,000,000 13,000 대

수도권 패키지 30,000,000 51,000,000 7,000 대

지방 패키지 20,000,000 34,000,000 5,500 대

대구 패키지 11,000,000 19,000,000 1,900 대

부산 패키지 5,000,000 8,500,000 1,000 대

5. CU 편의점 미디어 광고– CU 디지털 사이니지

상품명 운영대상 운영대수(구좌) 상품금액 노출 수(월) 노출 수(일) 비고

기본형

전국 CU매장 2,500

14,000,000 500 20

46 inch/32 inch
(가로형 43.8 inch)

20,000,000 1,000 40

24,000,000 1,500 60

30,000,000 2,000 80

35,000,000 2,500 100

이미지 스팟 5,000,000 75,000 3,000

배너&이미지 후면 15,000,000 상시 노출

기본형+POS 30,000,000 1,000 40 Dual POS 일 200회 이상

기본형+POSTBOX 25,000,000 1,000 40 POSTBOX 일 3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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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할인 제공
Special Benefit 헬로미디어 할인 제공 (2023년 상반기 프로모션)

전국 병·의원 대상 광고 상품인 헬로미디어 상품을 기본으로 추가 상품 구매(계약) 시

프로모션 기간동안 헬로미디어를 대폭 할인, 제공해 드립니다. 

헬로미디어 +
PACKAGE

헬로미디어 40% 이상 할인율 적용맥스비전
ex.

+ +상품 A 헬로미디어 60% 이상 할인율 적용

프로모션 기간 내 할인 적용 예

※ 상기 할인율은 구매 조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선 문의 주시면 친절히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계약 시 할인 적용

모든 광고 상품에 대해 3개월 이상 계약 시 최소 10~20%의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상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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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Basic Service

게첨 사진 보고

광고 게재 후 광고 송출 되는 현황에 대해 초기 1회 촬영 후 게첨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 1개월 이상 집행 시 요청에 따라 월 단위 게첨 보고 대응도 가능

리포팅 서비스

광고 종료 후 1-2일 이내 일 별 광고 노출 수 리포팅을 1회 제공해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집행 시 월 단위로 리포팅이 제공되며 내부 보고를 위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필요 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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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패키지 상품 소개서

광고 상품 및 패키지 할인율 등 집행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 www.hellopackage.co.kr

E hello_ad@mobin-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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