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llo media

헬로미디어는 전국 지역 별 병의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병의원에 방문하는 대기 환자들(고객) 대상으로 직접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 집중도가 매우 높은 매체 입니다.

병의원방문고객타깃광고플랫폼



동영상광고왜해야할까요?

hello media
플랫폼 개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보며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는 동영상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동영상 광고 헬로미디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브랜디드콘텐츠

오디언스타겟팅

검색 및 퍼포먼스

프로그래매틱바잉

네트워크

리워드

스폰서쉽

기타

43%

57%

38%

33%

30%

20%

16%

13%

7% ※ 출처 : 2021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분석, 디지털 이니셔티브그룹

Q) 2021년에 주목해야할 디지털 광고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병원홍보 배너

비대면 진료 접수 QR

대기환자 안내 및 호출

광고 노출 영역
W 53cm x H 47cm

(전체 화면의 1/3)

· 43인치(108cm) 세로형의 넓은 화면

· IPS 패널로 생생한 컬러 재현

· 1920 x 1080의 높은 해상도

hello media
미디어 구성



서울시 노원구

마**내과의원

헬로미디어특징

01 광고몰입도가높음
병의원 방문고객은 진료 대기시간 동안 미디어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좌석에 앉은 고객의 시선에 맞는 광고 노출)

광고관여도가높음
진료 대기 시간 중 높은 광고 몰입도로 광고 노출 상품 및 제시 서비스에 대해 바로 검색, 앱 설치, 구매 등

다이렉트 행동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비중이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역단위광고타깃팅
전국 지역 별 1,000개 병의원에 미디어 설치가 되어 있어 지역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지역 단위의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02

03



헬로미디어는영상캠페인목적에따른
전국지역및진료과단위로타깃팅이가능합니다.

헬로미디어특징

설정한 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집중적인 광고 노출이 됩니다.

전국, 서울수도권, 6대 광역시 등 세부 타깃팅

특정 진료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 노출이 됩니다.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 세부 타깃팅



서울·경기, 대구, 부산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병의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오프라인 광고 미디어(OOH)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상 통합 광고 운영 가능합니다.

전국1,000대

※ 지속적인 설치 확대에 따라 지역 별 설치 대수 및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Q 2Q 3Q 4Q

2021년 8월 1일 기준

1,000대 돌파

일 시청 인원수 65,000명 이상

서울·경기

41.2%

경북

10.6%

충북

5.5%

인천

5.4%

경남

10.8%

전남

3.9%

강원

4.6%

전북

4.3%

지역 별 미디어 설치 현황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13

54

46

55

139

43

39

106

108

충남

13.9%



내과/일반과

정형외과/마취통증/외과/재활

신경내외/정신건강의학과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비뇨기과/기타

498

183

89

118

79

36

다양한 진료과에 매체 운영을 통해 진료과 특성에 따른

특정 연령 타깃 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상까지 전연령을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TV와 같은 매스 미디어 특성을 지님)

전연령타깃
50%

18%

9%

12%

8%
3%



상품별광고료정책

( VAT 별도 )

상품명 집행 단위 광고 소재 구좌 광고료 최소 집행금액 타깃팅 가능 여부 타깃팅 가능 영역 정산일 노출보장

베이직 광고 1개월 20초 전국 2,000만원 / 월 2,000만원 / 월 Ⅹ - 매월말일 정산
노출보장

( 월 300만회 송출 )

하프 광고 1개월 20초 전국 1,0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Ⅹ - 매월말일 정산
노출보장

(월 150만회 송출)

타깃 광고 1개월 20초 선택

[ 지역 타깃 ]
4만원 / 기기

[ 진료과 타깃 ]
5만원 / 기기

500만원 / 월 ○

[ 지역 단위 ]
· 전국
· 서울수도권
· 시·도

[ 진료과 단위 ]
· 내과/일반과
· 정형외과/마취통증/외과/재활
· 신경내외/정신건강의학과
·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 비뇨기과/기타

매월말일 정산 -



진료과별추천

※ 명확한 타깃 공략으로 인한 광고 퍼포먼스 향상

그룹 진료과 광고주 추천

A그룹 내과/일반과 제약 광고주, 생활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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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그룹 신경내외/정신건강의학과 여행·숙박업, 문학/공연 등

D그룹 성형/피부/산부인과/이비인후과 헤어용품(탈모샴푸, 가발), 미용, 이너뷰티, 다이어트 제품,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E그룹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성장관련 제품, 다이어트, 교육 관련 제품 및 업종

F그룹 비뇨기과/기타 남성건강기능식품, 헬스 및 스포츠 관련 제품, IT 제품



추천 광고상품구성 500 대1개월 x = 1,000 만원 (대당 2만원)

· 병원 한 곳 당 1일 100회 송출

· 월 보장 노출 수 150만회

· 1일 예상 노출 인원 수 32,500명 이상

A D  H A L F  

※ 광고주 상황에 맞게 유연한 광고 상품 구성을 해보고자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베이직 광고' 및 '하프 광고' 상품은 전체지역, 전체진료과 대상으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1,000 대1개월 x = 2,000 만원 (대당 2만원)

· 병원 한 곳 당 1일 100회 송출

· 월 보장 노출 수 300만회

· 1일 예상 노출 인원 수 65,000명 이상

A D  B A S I C

1인당 1년간 외래 진료 수 16.9회
(OECD국가 중 1위)



hello media
광고 레퍼런스

서울 서초구 효령로 [민***클리닉] 촬영일 : 2021년 7월 8일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의원] 촬영일 : 2021년 7월 8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청***병원] 촬영일 : 2021년 7월 8일



hello media
집행 정책

헬로미디어는 광고를 집행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광고운영 가이드와 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운영 가이드
· 소재 전달 기간 : 영업일 기준 3일 전 소재 전달

(기한 내 전달이 어려울 시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

· 소재(동영상)의 교체는 월 1회 가능

· 교체 소재의 검수 시간 : 12:00 ~ 17:00,
17시 이후 전달 시 다음날 검수 및 라이브

광고 정책
· 정산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는 집행 불가

· 당사 서비스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진행 불가

· 선정/음란/폭력/공포/비속 관련 광고는 진행 불가

· 허위/과장 기준 위반시 진행 불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정책과 검수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은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소재가이드

제작 형식

Size

광고 영역 W529.4mm X H 470.6mm (전체화면 약 1/3)

동영상 해상도 W1920 X H1080 (가로 영상)

이미지 해상도 W1080 X H352 (가로 이미지)

Time 20 초 (15초 가능) / 30초 광고상품도 준비중

Source 영상 파일

File MP4 (20MB 내외)

동영상 가이드

비디오 코덱 H264 / profile(baseline 레벨3.0) / 프리셋(fast)

Bitrate 10Mbps



C O N T A C T

E.  hello_ad@mobin-inc.com

hello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