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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a p p i n g
( I B C )  

- Image between Channels - 

플랫폼소개서  

채널전환광고  



Zapping 개념 

디지털 TV의 채널변경시 검은색 화면으로 표현되는 채널전환시간에, 스틸컷 형태의 이미지광고를 타겟팅하여 노출하는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기존 채널 전환시 

 Zapping 서비스 



Zapping 3.5초의 유효시청자 판단 

타겟한 시간대/채널군에서 3.5초 이상의 지속적 시청패턴을 보인 시청자를 유효 시청자로 인식하고 타겟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채널변경시 

지정된 이미지광고가 노출됩니다. 

JTBC를 9:00~10:00대에  

3.5초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시청자 

CH.15에서 주변채널 또는 

직접채널번호를 입력하여 채널변경시 

(Ch.14, Ch.16, 또는 Ch.24) 

해당 광고가 노출됩니다. 

Ch.15  JTBC 
‘S우유’ 캠페인 타겟팅 



Zapping 시청자 추적(Audience Tracking) 

유효시청자로 판단되어 노출된 이미지광고는 해당 시청자가 원하는 다른 채널을 찾아가는 동안(특정채널에 3.5초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매 

채널 전환시마다 계속 노출됩니다. 

JTBC를 9:00~10:00대에  

3.5초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시청자 

Ch.15  JTBC 

‘S우유’ 캠페인 타겟팅 

 채널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채널을 한개씩 짧게 변경하는 경우 

JTBC를 9:00~10:00대에  

3.5초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시청자 

Ch.15  JTBC 

‘S우유’ 캠페인 타겟팅 

3.5초이상 시청 

후채널변경 

3.5초 미만으로 시청 후   

다시 채널변경 

3.5초 미만으로 시청 후   

다시 채널변경 

Ch.18번 까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때 

3.5초 이상 시청 

3.5초 이상 시청 



Zapping 임프레션 정의 

Zapping은 임프레션 횟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타겟 이미지광고가 노출된 순간부터 변경되기 전까지의 이미지광고 노출을 1회 임프레션으로 정의합니다.  

JTBC를 9:00~10:00대에  

3.5초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시청자 

Ch.14  JTBC 
‘S우유’ 캠페인 타겟팅 

TVN을 9:00~10:00대에  

3.5초이상 지속적인 시청패턴을 

보인 유효시청자 

Ch.15  TVN 
‘호텔APP’ 캠페인 타겟팅 

TV조선 

TV조선 

 타겟  타겟 

1 

2 

‘S우유’ 캠페인 

‘S우유’ 캠페인 ‘호텔APP’ 캠페인 1번의 Impression 

1번의 Impression 

1번의 Impression 

3.5초 미만 시청 후 

채널변경 

3.5초 이상 시청 후 

채널변경 

3.5초 이상 시청 후 
채널변경 



Zapping 타겟팅 

특정 프로그램의 유효시청자에 대해서만 광고 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시간에 대한 정교한 타겟팅을 제공합니다. 

1. 지역타겟팅 

매체사별로 해당 권역에 타겟팅 가능 

2. 채널타겟팅 3. 시간타겟팅 

 위성TV 
 
KT Skylife 

 CATV 
 
현대HCN , D’Live, T-Broad, JCN울산중앙방송 

 개별채널타겟팅  
 
TVN, JTBC, TV조선, 채널A, MBN 

채널별로 선택 타겟팅 가능 시간대 별로 선택 타겟팅 가능 

타겟팅 

 그룹채널타겟팅  
 
     드라마군, 연예/오락군, 영화군, 스포츠군,  

     뉴스/경제군, 여성/패션/라이프군, 어린이군,  

     음악군, 레져군, 골프군 

 1시간 단위 판매구간 
 
     12:00~12:59, 17:00~17:59, 18:00~18:59, 

     19:00~19:59, 20:00~20:59, 21:00~21:59,  

     22:00~22:59, 23:00~23:59, 24:00~24:59  
 

 2시간 단위 판매구간 
 
     10:00~11:59, 13:00~14:59, 15:00~16:59 
 

 3시간 단위 판매구간 
 
     07:00~09:59 
 

 6시간 단위 판매구간 
 
     01:00~06:59 



Zapping 특징 

TV방송광고와 디지털매체의 장점이 조화된 신개념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4대 매체 대비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으며, 임프레션(노출)이 광고의 도달률로 바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미디어입니다. 

 
01 
높은 주목도 

 
02 
탁월한 도달률 

 
03 

맞춤형 타겟팅 

 
04 

캠페인 리포트 

TV방송광고 디지털매체 

채널전환시 보여지는 행동패턴의 성향에 

따른 높은 주목도를 실현합니다. 

반복, 강제 노출로 도달률이 탁월합니다. 

(평균도달률 70~80% 이상) 

 

채널/시간/매체사별 타켓팅이 가능합니다. 

전일까지의 누적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제공합니다. 

 

 IBC 서비스 대상가구 실측 데이터 

임프레션 당 평균 노출시간 4.7초 

가구당 일평균 임프레션 48회 

1회 채널전환시 평균 소요시간 1~1.5초 

광고이미지 무료제작 지원 무료 
제작 

1개 구간(채널/시간대) 1개 광고 독점 송출 독점 
송출 



Zapping 통합 커버리지 

2015년 2월 첫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다수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참여로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 595만대 서비스 중 현대HCN(80만), D’Live (128만), 티브로드 (165만), CJ 헬로비전 (210만), JCN울산중앙방송(12만) 

디지털케이블방송 
서울/경기/주요도시포함 

전국 5,950,000대 

 서울(영등포구 제외) 

 부산 전역 

 대구 전역 

 인천(연수동 제외) 

 경기(성남시 제외) 

 울산 전역 

 세종 전역 

 경상북도 전역 

 강원도 전역 

 전라북도(군산시,익산시제외) 

 

 



Zapping 2017년 전국 CATV 분포도 

총 가입자 14,569,719 / 디지털가입자 7,925,845 / IBC서비스 약 595만 

 MSO 총 가입자 12,572,217 / 디지털가입자 7,190,215 / 

IBC서비스 약 583만 

D’LIVE ( 2,300,207 / 1,609,057 / 1,280,000 )  

티브로드 ( 3,260,497 / 1,721,778 / 1,650,000 ) 

현대HCN ( 1,331,655 / 1,099,828 / 800,000 ) 

CJHV ( 4,150,472 / 2,587,718 / 2,100,000 ) 

CMB ( 1,529,386 / 171,834 ) 

 SO 총 가입자 1,997,502 / 디지털가입자 735,630 

/ IBC서비스 약 12만 

JCN 울산중앙방송 ( 427,248 / 164,149 / 120,000 ) 

ABN 아름방송 ( 318,353 / 62,517 ) 

KCTV 제주방송 ( 163,000 / 97,000 ) 

CCS 충북방송 ( 146,617 / 66,388 ) 

SCS 서경방송  

KCN 금강방송 

GCS 푸른방송 

KCTV 광주방송 

NIB 남인천방송 



Zapping 캠페인 리포트 

캠페인에 대한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광고대행사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매일 최신 통계를 제공합니다. 

 캠페인 전체 집행현황 Summary (누적임프레션, 도달율 등) 

 전체 서비스 대상 가구수 

 Frequency 

 지역별 도달율 

 채널별 집행현황 

 일별 집행현황 

 시간대별 집행현황 

 지역별 집행현황 



Zapping 캠페인 리포트 

일별, 지역별, 시간대별 누적 임프레션 분석데이터와 지역별 누적 도달률 분석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일별 임프레션 분석  지역별 임프레션 분석 

 시간별 임프레션 분석  지역별 도달율 분석 



Zapping 캠페인 집행결과 분석 사례 #1 

레스토랑 리뷰 분야의 모바일앱 서비스 포잉의 6주간 Zapping광고 집행전후의 데이터 분석결과, Daily Active User(DAU)는 광고집행 후 

57% 상승, 다운로드 수는 30% 상승하였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자료) 

 캠페인 진행 이미지  전체 DAU : 57% 상승  부산 DAU : 96% 상승 

 다운로드 수: 30% 상승  IBC광고 인지여부 설문조사 

광고를 보았다 

광고를  보지 못했다 



Zapping 캠페인 집행결과 분석 사례 #2 

펩시 뮤직&게임 페스티벌 캠페인은 6주간 캠페인 진행을 통해 온라인 유입율이 전년대비 46%증가하였습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효율적 

- 신제품, 행사 고지 및 프로모션성 광고로 적합하며 콘서트 고지 효율 확인 

- 케이블 티비 광고 대비 집중도가 강하여 소비자 광고 인지에 효율적 

- 30~40대 전업주부를 타겟으로 한 캠페인에 효율적 

  

 Zapping광고 장점 

 캠페인 진행 이미지 

A-TYPE 

펩시 콘서트와 펩시 모델 

인피니티를 활용한 광고 비주얼로 

소비자에게 콘서트 행사 인지  

B-TYPE 

펩시 콘서트와 펩시 메인 비주얼을 

활용한 펩시 브랜딩 광고 

 2013~2015년 온라인 페이지 유입현황 

 Zapping광고 집행 후, 온라인 참여현황 변화 



Zapping 제작가이드 



Zapping 레퍼런스 

<유통> <모바일앱 및 O2O> 



Zapping 레퍼런스 

<MPP채널 및 공연> <자동차 및 타이어> 



Zapping 

<식음료 및 유제품> <식음료 및 식품> 

레퍼런스 



Zapping 

<저도수 주류> <금융 및 건설> 

레퍼런스 



Zapping 

<코스메틱> <패션, 라이프스타일, 여행> 

레퍼런스 



Zapping 주요 Clients 

 패션 / 쇼핑 

 방송 / 영화 

 모바일앱 / 게임 

 금융 

 자동차 

 건설 

 공공기관 

 화장품 

 생활 / 잡화 

 의약품 / 건강 

 식음료 

 주류 

 여행 / 레저 

 기타 



Zapping 규제관련 

• 채널변경광고는 현행 방송법령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방송내용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제73조 제2항, 

방송법 제73조 제2항) 

 

• 2015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전환광고에 대해 자율규제방안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자율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1. 도박, 흡연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재핑광고 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절차를 도입한다 

 

 

 

 

 



Zapping 현대HCN 커버리지 

2016년 11월 첫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서울특별시 서초구/동작구/관악구 

충청권 (충청북도 전역)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경상권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상주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군위군 

경상권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권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울릉군/울진군/영덕군 

경상권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연제구 

2017년   80만대 Zapping 서비스 중  



Zapping D’live 커버리지 

2015년 2월 첫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8 만대 Zapping 서비스 중  



Zapping 티브로드 커버리지 

2015년 8월 첫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65 만대 Zapping 서비스 중  



Zapping CJ헬로비전 커버리지 

2017년 7월 첫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210만대 Zapping 서비스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 현대HCN빌딩 

광고팀 김철홍팀장, C.P : 010-3350-7878 

TEL : 070-8109-1370 / FAX : 1644-2328 

www.hcn.co.kr 

Z a p p i n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