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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모바일 시장 동향 및 이슈
네이버TV, 방송사 뺀 채 ‘5초 광고’로 전환
- 네이버, 5월 6일부터 기존 15초 스킵광고 대신 5초 광고로 전환.
- 단, 주요 방송사의 클립 영상 등이 송출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의 경우 현재
미적용.
- 네이버TV 이용에서 방송사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유튜브와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경쟁력인 만큼 네이버TV에서 SMR이 영향력이 높음.
- 유튜브 5초광고 대비 포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주목.

[네이버 TV, 15초 스킵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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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모바일 시장 동향 및 이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메시지’…마케팅 효과 입증
- 지난 3월 출시된 카카오 ‘톡비즈솔루션’ 일환의 ‘스마트메시지’ 호응도 상승.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최적화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새로운 기능에 주목.
- 파트너사가 발송하고 싶은 메시지(최대 10개)를 입력하면 ‘콘텐츠 셀렉터’ 기능
으로 소수의 친구에게 우선 발송하고, 반응을 분석해 가장 반응이 좋은 메시지
가 전체 친구에게 발송.
- 메시지 발송률, 클릭률, 효과 등의 통계 파악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속성을 인구

통계, 관심사 등에 맞춰 자동으로 분석.
- 추후 이용자의 메시지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을 AI 분석을 통해 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가 목적으로 진행.

[스마트 메시지 성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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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모바일 시장 동향 및 이슈
페이스북, 입장 바꿔 가상화폐 광고 '허용'
- 지난 8일부터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광고 노출 가능.
- 암호화폐 광고 정책 전면 수정에 따라 진행되며, 특정 암호화폐공개와 관련
되는 광고는 제한되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 허용.
- 기존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광고의 경우 사전 승인된 광고만 허용하는 정책
시행.
- 추후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산업 뉴스, 교육 또는 이벤트와 관련한 광고의
경우 더이상 사전승인이 없도록 추가 검토 예정.

[페이스북, 입장 바꿔 가상화폐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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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시장 동향 및 이슈
유튜브 마케팅에 빠진 카드업계
- 주요 카드사,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튜브 활용 증가.
- 카드상품별 혜택 소개, 메인 슬로건 주제 광고 영상, 연예인 모델 활용,
웹드라마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 유튜브 시장 공략.
- TV가 아닌 유튜브로 동영상 시청이 확산되는만큼, 추후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호응도의 경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대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유튜브 광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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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시장 동향 및 이슈
2019 구글 새로운 모바일 검색 광고 4종
- 구글, 지난 14일 열린 ‘구글 마케팅 라이브’를 통한 신규 리뉴얼 예정 광고 상품
소개.
- 구글 앱 홈 화면, 유튜브 홈 피드 등에 노출되는 디스커버리 광고, 사용자가 검
색 시 최상단에 이미지와 함께 노출되는 갤러리 광고 등이 대표적.
- 구글 앱 홈 화면의 경우 웹과 달리 하단에 관심사 기반 디스커버리 탭 사이에
롤링 배너가 광고로 삽입.
- 소개된 모든 상품들의 경우 연내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 등의

경우 추후 확정 시 별도의 세션을 통해 공개 예정.

[구글 새 모바일 검색광고 상품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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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매체 이슈 - 네이버
네이버 홍보영상 확장소재 노출 안내
■ 적용 일시
- 2019년 5월 29일
■ 적용 영역
- 모바일 파워링크 더보기 영역 (하반기 중, 모바일 통합검색 영역에도 노출될 예정)

■ 특징 및 내용
- 홍보 영상’ 확장소재는 동영상 썸네일, 동영상 제목 등으로 구성
- 필수 요소 3가지(동영상, 동영상 썸네일 1, 동영상 제목 1) 등록
- 광고그룹에 '홍보 영상'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홍보 영상' 중 1개가 광고에 항상
노출
- 2개 이상의 ‘홍보 영상’이 등록되어 있다면, 광고 하단에 N개 형태로도 노출
■ 노출 예시

[노출 예시 및 필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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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매체 이슈 - 네이버
네이버 브랜드검색 '프리미엄형 New동영상' Beta 출시
■ 적용 일시
- 2019년 5월 28일 ~ 2019년 8월 21일 (약 3개월)
■ 적용 내용
- 베타 기간 동안에는 4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하여 집행해야 함
- 한 템플릿 내에서 '상단 슬로건형', '하단 슬로건형', '썸네일형', '메뉴형' 4가지 UI로 노출
가능
- 와이파이 환경에서 영상 자동재생되며, 셀룰러 혹은 네트워크 확인불가 환경에서
6초의 프리뷰 영상 재생 후 썸네일로 노출되며, 이용자가 클릭 시 풀영상 재생
- 단, 아이폰에서 사파리, 크롬 등 브라우저로 접속 시에는 프리뷰 영상이 노출
■ 노출 예시

[네이버 브랜드검색 '프리미엄형 New동영상'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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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매체 이슈 - 카카오
카카오 확장소재 맞춤제안 기능 개선 및 다이렉트 도입 안내
■ 적용 일시
- 2019년 5월 28일 예정
■ 적용 내용
- 확장소재 맞춤제안 / 다이렉트 오픈
■ 특징
- 확장소재 썸네일이미지 타입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다른 타입으로 확장 예정
- 확장소재 맞춤제안을 제공 받기 원하실 경우, 확장소재 맞춤제안의 신규/추가
업데이트를 원하실 경우 문의게시판을 통해 신청 가능.
■ 노출 예시

[키워드광고 다이렉트 내 확장소재 맞춤제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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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매체 이슈 - 카카오
카카오 확장소재 노출영역 확장(PC컨텐츠) 안내
■ 적용 일시
- 2019년 5월 29일
■ 적용 지면 및 대상
- 'PC 컨텐츠' 노출지면 중 PC Daum 뉴스, 스포츠, 연예 지면 일부
- 확장소재 중 썸네일이미지타입 대상으로 진행
■ 적용 내용
- 노출 및 클릭 집계는 기존 보고서(확장소재 보고서)에 합산.
- 개별지면에 대한 노출전략 설정 불가능.
- 노출 지면 확장에 따라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음.

■ 노출 예시

[키워드광고 확장소재 노출영역 확장(PC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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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온라인/모바일 매체별 프로모션
네이버 쇼핑박스 트렌드상품 프로모션
1.

트렌드상품 신규광고주 Welcome 프로모션 안내

▶ 기간
• 입찰 : 2019년 4월 29일~ 2019년 7월 21일
• 광고 서비스 : 2019년 5월 13일~ 2019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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