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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라이브애드 광고 제안서



KT LIVE AD
국내 최대 커버리지



1회노출에단 5원

월 50만원으로진행하는 TV 광고

원하는지역에 원하는채널에 원하는고객에게

TV 광고, 비싸서 꺼려지시나요?



 olleh tv 100개채널에서시간당 2분간방송되는실시간 IPTV 광고( 큐톤광고)

 자체광고시간(2분)동안 15초기준최대 8개의광고구성

 지역, 시청이력, 채널등디테일한시청타겟팅을통한효율적인광고

KT Live AD 란?

전 CM 4분 후 CM 4분본방송 본방송



합리적인 광고 과금 정교한 타겟팅









One-Stop 광고제작









Live AD 특장점



Live AD 광고 상품

구분 노출 채널 월 광고비 (단가) 월 광고 횟수 기간 한정 이벤트

소상공인 전체 93개 채널 50만원 (5원) 10만회 3개월 집행 시 1개월 무료

베이직 전체 93개 채널 200만원 (5원) 40만회
3개월 집행 시 광고 횟수

추가 5%

프리미엄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 500만원 (6원) 83만회
3개월 집행 시 광고 횟수

추가 70%

※ 광고 시간 06:00~25:59

※ 15초 광고 기준

기간한정 공통 이벤트

신규 광고주 월 500만원 이상 집행 시 광고 횟수 추가 30% 제공

※ 부가세 별도

※ 소상공인 패키지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 계약기간, 월 광고비, 업종 등에 따른 추가 혜택 有
※ 상품 소진 시 이벤트 조기 마감
※ 상담 필수



Live AD 광고 상품 - 소상공인

※ 광고 시간 06:00~25:59

※ 15초 광고 기준
※ 부가세 별도

구분 계약기간 월 광고비 월 광고 횟수 기간 한정 이벤트

소상공인 3개월

50만원 10만회 3개월 집행 시 1개월 무료

100만원 20만회 3개월 집행 시 1개월 무료

300만원 60만회
3개월 집행 시 1개월 무료

+
광고 횟수 추가 5%

※ 계약기간, 월 광고비, 업종 등에 따른 추가 혜택 有
※ 상품 소진 시 이벤트 조기 마감
※ 상담 필수



KT Live AD 채널

프리미엄 30개 채널

베이직 93개 채널



영상이 없어도 걱정 NO!

광고는하고싶지만, 

동영상이없거나, 새로만들고싶으신고객을위한상품

영상제작전문인력을통한원스톱서비스를만나보세요

원스톱 광고 제작



소재가없어도 OK! 영상이없어도 OK!

기획부터촬영, 편집까지업종, 소재에맞게효율적으로제작

촬영이후 15일이내제작완료와 1회무료재편집서비스제공

원스톱 광고 제작 ?

접수 기획 촬영 편집 고객검수 완료/집행

※ 광고 제작 과정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광고 제작 기간은 영상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ive AD 영상제작

BASIC STANDARD PREMIUM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 모델 및 기타 출연진 섭외 비용 별도
※ 영상 제작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필수



광고문의
080-777-7895 / 033-243-1141

큐톤 광고의 시작,
KT 라이브애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