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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ISSUE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되는 주요 업종별 트렌드를 전해드립니다.

A부터 Z까지 한 번에! 슈퍼앱 전성시대2

검색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챗GPT 주목1

OTT 위협하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FAST4

카카오톡이 포문 연 ‘선물하기’, 브랜드 필수 판로로 성장3



초거대 AI 시대, 챗봇 대전 본격화

•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 바꿔 놓을 것

• 과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것

• 챗GPT로 인해 세계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연 5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

1-1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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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성장

$4.9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사용자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과 같은 대화와
텍스트 기반의 작업에 특화된 AI 언어 모델.

기존에 입력된 스크립트로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능력을 지님

주요 서비스별 가입자 100만명 달성 소요 기간 비교

AI 챗봇 서비스 시장 규모 성장 전망

출처 : Precedence Research

$0.64

(예상)

(단위 : 10억 달러)

(예상) (예상) (예상) (예상)

AI 챗봇 서비스 시장, 그 시작과 현재

2023년
2월 8일

구글 바드 공개

2022년
11월 30일

GPT-3.5 기반
챗GPT 출시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2월 4일

2023년
1월 24일

2023년
1월 9일

2023년
2월 3일

2023년
2월 7일

챗GPT 
출시 5일 만에
일일 사용자
백만 명 돌파

챗GPT 
출시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천만 명 돌파

구글 코드
레드 발령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파트너쉽
체결 발표

구글 앤트로픽에
3억 달러 투자

바이두
어니 봇 공개, 
마이크로소프트
New Bing 공개

70일
소요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챗GPT

3.5년

2.5년

10개월

5개월

2.5개월

출처 : Financial Review 보고서

5일



구글 VS 마이크로소프트, 왕좌의 게임

• 챗GPT 출시 이후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평가

• 그간 일반 소비자 대상 AI 애플리케이션 공개를 꺼린 구글의 챗GPT 개발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

• 현재 AI 챗봇 서비스 시장은 전례 없는 엄청난 속도전

1-2 시장 현황

탈환하려는 자와 사수하려는 자

VS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Bing)’과 ‘엣지(Edge)’에 챗GPT 기술 적용

• 검색 시 기존 나열형 검색 결과와 챗GPT의 대화형 결과가 함께 제공

• OpenAI의 챗GPT보다 향상된 언어 모델 ‘프로메테우스’ 적용

• 공개 이후 다운로드 수 하루 평균 10만 3000회 달성, 2009년 출시 이후 최대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및 ‘아웃룩’에도 적용 예정

• ‘워드’에는 자동 완성 및 쓰기 기능이 추가될 예정

• ‘파워포인트’에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생성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그래프와 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을 예정

• ‘아웃룩’에서는 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될 예정

긴 굴욕의 세월을 끝낼 ‘게임 체인저’ 

• 챗GPT 및 GPT-3 제조사 OpenAI와 100억 달러 파트너십 체결 공개, 기술 결합 예정

• 챗GPT 신드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선점&탈환 기회

구글 사내 비상경계령 ‘코드 레드’ 발령

• 최근 퇴사한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을 불러들임

•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 – 로봇 사업, 사물인터넷 ‘푸시아’ 모두 대규모 감축

• 대화형 AI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기 위한 선택으로 예상

구글형 챗GPT ‘바드’ 공개

• 구글 개발 언어 인공지능 ‘람다(LaMDA)’를 활용

•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30억 개의 문서와 11억 개의 대화 사용

• 크롬에 바드를 탑재한 대화형 검색을 준비중

• 올해 안에 20개에 달하는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 서비스 공개 예정

빠른 시장 전개에 패닉 상태

•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체결 발표 이후 ‘앤트로픽’에 3억 달러 투자

• 2월 8일 파리 기능 시연회에서 오답 망신 – 시가총액 150조 원 증발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확대되는 AI 챗봇 서비스 시장 속 사회적 우려 증가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AI 챗봇 전쟁에 참전

• AI 기술을 활용한 대필, 부정행위, 거짓 정보 확산 등 AI 챗봇 윤리적 문제 부각

•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1-3 시장 현황

빅테크 기업들의 AI 챗봇 서비스 시장 참여
AI 챗봇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

올해 7월 검색서비스
‘하이퍼클로바X’ 출시 예정

오픈AI 대비 6,500배의
한국어 능력을 갖춤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

네이버

비용 효율적 AI 챗봇 서비스
‘KoGPT’ 출시 예정

선물하기, 지도,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 예정

카카오

인공신경망을 갖춘
‘엑사원’ 출시 예정

전문 문헌, 수식, 표, 
이미지까지 학습 가능

LG

3월 내 내부 테스트 완료 후
‘어니봇’ 정식 공개할 예정

GPT-3 파라미터 압도

바이두

월 $20 유료형 ‘챗GPT 플러스’
출시 계획 발표

사용자 5% 유료 전환 시
1년 매출 1.5조

(현재 하루 운영비 $1억)

OpenAI

2월 25일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람마(LLaMA) 공개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구동되는

효율적인 AI

메타

과제/시험
부정행위

• 서울대 재학생, 과제 챗GPT로 제출 후 A+ 성적

• 수도권 국제학교 재학생 7명, 영문 에세이 과제 챗GPT 사용해 작성 후 전원 0점 처리

• 미국 및 국내 일부 학교에서 사용 금지 결정

• 뉴욕시 학교는 챗GPT 접속 차단

성적/인종 차별
혐오 발언

• 혐오/차별 발언을 할 가능성 존재

• 이를 차단하고자 논란 여부가 있는 질문엔 중립적이게 답변, 성적 질문 등에 대해선 거부

하도록 설계됨

가짜 뉴스 및
정보 생성

• 가짜 논문을 근거로 잘못된 의학적 진단을 내림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틀린 사실을 정답처럼 말할 수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방안

국내 국제학교 포함 많은 학교/대학이
부정행위 검사 프로그램으로 GPTZero 채택2
AI 챗봇 서비스의 세부 분야별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LG 엑사원은 이미 윤리원칙 개발&적용3

취리히응용과학대학은 ‘프록토리오’라는
소프트웨어 도입. 네트워크 트랙킹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1
여전히 AI 챗봇 서비스 기술을

범죄로 악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MIT Technology Review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결국 문제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술을 책임감 있게

길들이는 방법을 찾아야함



A부터 Z까지 한 번에! 슈퍼앱 전성시대

•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슈퍼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 슈퍼앱은 락인효과로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공급자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어 주목

•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감자 ‘슈퍼앱’ 최근 글로벌 테크 기업도 앞다퉈 추진

2-1 글로벌 현황

v

메시징, 쇼핑, 예약, 금융,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포털 형식의 앱

슈퍼앱 강점

이용자 슈퍼앱 공급자

국가 앱(App) 주요 서비스

중국
메시징, 소셜네트워킹, 디지털결제, 티켓예매, 차량호출, 음식배달, 게임

디지털결제, 금융서비스, 차량호출, 티켓예매, 음식배달, 기부

인도 디지털결제, 금융서비스, 차량호출, 음악

일본 메시징, 디지털결제, 뉴스, 만화 연재

동남아시아
차량공유, 음식배달, 디지털결제

차량공유, 음식배달, 디지털결제, 생활밀접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슈퍼앱 사례

출처 : 여신금융연구소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

슈퍼앱이란?

락인효과(Lock-in)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자사 서비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전략

2023년 10대 전략 기술 ‘슈퍼앱’ 선정

2027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
슈퍼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될 것으로 예측

글로벌 테크 기업 슈퍼앱 검토

쇼핑, 메시징, 웹검색, 
뉴스피드 등의 서비스 통합한

슈퍼앱 개발 검토중

위챗처럼 다양한 기능 가진
슈퍼앱 ‘엑스(X)’ 개발 추진

(by.일론머스크)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네·카·토에 도전장 내민 금융권 … 슈퍼앱 경쟁 본격화

• 국내 대표 슈퍼앱 네이버 · 카카오 · 토스 서비스 고도화

• 비금융사(빅테크 · 핀테크 등) 대응 위해 전통 금융사(은행 · 보험 · 카드) 슈퍼앱 전략 추진

2-2 국내현황

국내 대표 슈퍼앱 전개 현황

분야 기업명 주요 서비스

빅테크

네이버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등 서비스 제공으로 슈퍼앱 입지 구축

특히, 커머스 기능 확대 및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출시로 소비자 락인 성공

카카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금융, 쇼핑, 게임, 선물하기, 검색, 뉴스, 

OTT 서비스 ‘카카오TV’ 등 폭넓은 서비스 제공하며 생활밀착형 전략 추진

핀테크 토스
송금, 증권, 보험,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머니알림 △DA배너 △브랜드 캐시백

△이번주 미션 △만보기 △행운퀴즈 등 다양한 리워드 혜택 제공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며
빅테크 · 핀테크 · 금융권 앱 경쟁력 확보 위해 슈퍼앱 전략 강화

마이데이터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금융권 슈퍼앱 도입 현황

출처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모바일 뱅킹 ‘신한S뱅크’와
‘써니뱅크’를 포함

총 6개 앱을 하나로 통합

종합 금융 플랫폼 추진을 목표로
전 계열사 금융 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제휴 서비스 제공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KB금융 계열사의

금융, 비금융 서비스 역량 집중

우리페이 도입으로
은행 · 카드 · 보험 · 통신 ·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 강화



사회적 우려는 해결해 할 숙제

• 독과점 구조 심화, 기존 산업 생존권 침해라는 사회적 우려 뒤따라

•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상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2-3 사회적 우려

슈퍼앱 독과점 우려

슈퍼앱을 통한
데이터 독점

시장 독점
새로운 플랫폼
탄생 가능성 ▼

슈퍼앱 개인 맞춤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

서비스 품질에서 경쟁력 잃고
시장 독과점 고착화

슈퍼앱들의 서비스 확장으로
성장 한계

이용자들의 데이터 시장 점유율에서 밀린 플랫폼 신규 플랫폼

국내 벤처투자(VC) 업계

“슈퍼앱의 그림자가 넓어지고 있어
창업을 통해 제2의 네이버, 카카오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프라밀라 자야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으로는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디지털시장법(독점방지법), 서비스법(DSA) 주요 내용

유럽연합(EU)

• 이용자가 자사 특정 서비스를 쓰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경쟁사보다 우대해 노출하는 행위 금지

• 이용자가 검색 엔진, 가상 비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 위험 정보 관리 의무 강화

•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 의무 부과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 주요 내용

미국

• 특정 온라인 플랫폼 내 자사 서비스 판매 금지
• 지배적 플랫폼 자사 서비스 선호 금지
• 동종 업계 경쟁사 인수 금지
• 서비스와 제품을 타회사와 호환되도록 강제
• 반독점 조사 기구의 권한과 예산 상향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종합 몰에서 버티컬 앱까지… 신규 플레이어 속속 등장

3-1 시장 현황

카카오톡이 포문 연 ‘선물하기’ 시장, 매년 성장하며 트렌드 입증

선두 주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압도적 점유율

• 시장 규모 5조 원 추정 및 지난해 ‘e-쿠폰 서비스’ 거래액 19.5% 증가(전년 대비)

• 카카오톡 선물하기, 2010년 론칭 후 1위 자리 유지하며 시장 70% 점유

출처: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홍정민 의원실, 각 사, 관련 기사

• 2010년 론칭 이후 선물하기 시장 선도

• 메신저 기반으로 운영돼 이용편의성 증대

• 선물 수신인이 주소 입력하는 방식 도입

• 기프티콘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교환권 환불 정책 도입

• 메시지 카드로 비대면 선물에 감정 투여

• ‘생일인 친구’, ‘위시리스트’와 시너지 효과
2017년 2020년

시장 규모

1조 원

3조5천억 원

5조 원(E)

시장 점유율 70%

• 정해진 날짜에 상품을 받는 ‘도착보장’ 적용
• 자사 AI ‘하이퍼클로버’ 활용한 선물 추천 서비스 도입
• 받는 사람 선택 시 휴대전화 연락처 연동

2022년

배달의민족

• 음식 주문 시 사용가능한 프랜차이즈 상품권, 배민 상품권 등
금액권으로 구성된 선물 목록

• 웹툰 서비스 ‘만화경’ 작가 콜라보 메시지 카드 제공

• 선물하기 상품에 ‘로켓배송’ 적용

컬리
• 과일, 디저트 등 컬리 차별화 상품의 구매율 높음
• 비회원도 선물 수령 가능

전체

카카오

3조3천
억 원

올리브영 29CM 에이블리 11번가 G마켓 SSG닷컴

쿠팡

네이버



선물하기, 왜 인기일까?

•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선물도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문화 확산

• 스몰 럭셔리 선호도 상승하며 10만 원 미만 뷰티 제품, 특히 4~5만 원 립 제품 인기

• 명품 브랜드, 판매 채널 확장으로 브랜드 이미지 변모 및 홍보 효과 기대

3-2 인기 요인 및 시장 변화

저가 제품부터 명품까지… 브랜드 필수 판로 된 ‘선물하기’

명품, 가전 등 진화하는 선물하기 시장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MZ세대의 온라인 ‘선물하기’ 기능 활용법’, 카카오, 29CM,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관련 기사

명품 시장의 큰손 된 2030
+

구매력 높은 중장년층

• 온라인으로 고가 제품 구매 자연스러워짐

• 젊은 소비자 많은 채널로 판로 확장해
브랜드 이미지 변화 목적

• 스몰 럭셔리 선호도 높음

• 초고가 상품의 경우, 판매 안 되더라도
홍보 효과 기대

• 명절에 비대면 선물 보내는 4060 큰 폭 증가카카오톡 선물하기
최고가 상품인 피아제 시계

29CM 선물 탭에서
판매 중인 김치냉장고

기
업

플
랫
폼

판매&배송 시스템 갖춘 상태이므로 서비스 도입에 큰 어려움 없음

업체 입점 수수료 및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이익 상승

개
별
업
체

제품 검색을 통해 받는 사람도 가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 큰 상품은 외려 만족도 하락

⇒ 출혈 마케팅 불필요 & 정가 판매로 기업 이익 극대화

크리스마스, 연말, 수능 등 시즈널 효과 높음

고가 브랜드의 시장 진입 이유

소
비
자

상대방 주소 몰라도 이용 가능(받는 사람이 입력)

부담 없는 금액대의 선물로도 마음 표현 가능
- 가장 많이 주고받은 상품: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 1~2만 원대 상품권
- 3~5만 원 상품권형 선물 비중 52% (2022년 설 기준)

2
0
3
0
세
대

받고 싶은 선물을 표시하는 ‘위시리스트’ 적극 활용하며 서비스 이용

직접 전달(10.2%)보다 온라인 선물하기 사용 선호(66.7%)

이용자 77% “선물하기, 친목 유지에 도움 된다”



3-3 카카오 영향력

선물하기 시장은 ‘카카오 영향권’… 국내 대표 메신저의 장악력

높은 수수료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는 이유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

•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 매년 증가. 총 8천여 개 업체 입점, 167만여 개의 제품 취급

• 유통 플랫폼, 카카오톡 친구 목록·메시지 활용해 서비스 운영

• 개별 업체, 카카오 독과점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에도 입점 불사

출처: 구자근 의원실, 각 사, 조선비즈, 홍정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 수수료율]

패션∙뷰티 20~30%

식품 15~25%

리빙 10~20%

판매가 + 배송비 합산 금액에

수수료율 계산

[수수료 책정 방식]

플랫폼 입점 업체 71.3% 

카카오톡을 활용해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하는 플랫폼들

8,270 11,928

(단위: 억 원)

18,039

25,341

33,180

2017년 2020년 2021년2018년 2019년

• • •

받는 사람 선택 시
카카오톡 친구 목록 연동

카카오의 규모가 가장 크고

이미 대체불가한 플랫폼이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

“ “

선물 보낸 후 수신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

▲
“수수료 부담된다”



•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

• 코로나 엔데믹 이후 OTT 성장세 둔화가 FAST 성장 견인

• FAST는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 업계 주목

4-1 시장현황

OTT 위협하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FAST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광고 기반 주문형 비디오(AVoD)와 실시간 TV 채널이 결합된 개념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FAST 인기요인

OTT 성장세 둔화가 FAST 성장 견인

OTT 시장 경쟁 심화 구독료 인상 가입자 정체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이용자 슈퍼앱 공급자

양질의 콘텐츠 제공

이용자 및 시청시간 향상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

시청자

공급자

- 전통적인 TV 서비스와 유사한 선형적 채널 형태로
편안한 시청 경험 제공

- 글로벌 콘텐츠 채널 무료 시청
- 스마트 TV만 있으면 별도의 셋톱박스나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

- 기존 콘텐츠 라이브러리 활용도 향상
- 가입비가 없어 이용자 확보 용이
- 광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

FAST 선순환 구조



• 최대 TV시장이자 스마트 TV 보급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북미 중심으로 성장세

• 미국의 FAST 채널은 약 1,500여 개로 플루토, 로쿠 등 22개 넘는 플랫폼 경쟁 중

4-2 북미현황

북미 중심으로 FAST 성장세

미국 FAST 서비스 성장세

ㅣ북미 무료 스트리밍(FAST) 시장규모ㅣ

(단위 : 억 달러)

2022년 2025년(예상)

39억 달러

61억 달러

출처 : Variety

l 미국 FAST 채널 증가 추이 l

출처 : Variety VIP+

미국의 대표 FAST 플랫폼 현황

플루토 티비(Pluto TV)

해외 진출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 소니 픽쳐스 텔레비전을
비롯한 콘텐츠 저작권자들과 제휴 및 협업 강화

로쿠(The Roku Channel)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일부 유럽 지역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
뉴스, 스포츠 중계 등 약 200개의 실시간 및 VOD 채널 제공

피콕(Peacock)

2023년 현재 무료 광고(Free Tier) 버전 상품
신규 가입 중단하며 서비스 전면 유료화

투비(Tubi TV)

지난 2019년 폭스(Fox Corporation)에서 인수해 운영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영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2019년

7억 600만 달러

(단위 : 개)

Jan
2022

1,210
1,165

Feb

1,235

Mar

1,303

Apr

1,337

May

1,354

Jun

1,383

Jul

1,434

Aug

1,471

Sep

1,511

Oct



• FAST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신규 광고 수익 채널로 국내 기업 주목

• 국내 대표 FAST 플랫폼 ‘뉴아이디’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록 … 올해 국내 사업 본격화

4-3 국내현황

미디어의 미래 FAST … 국내 기업도 진출 박차

아시아 기업 최초 FAST 시장 진출 국내 주요 FAST 플랫폼 현황

뉴 아이디가 제공하는 FAST 플랫폼 디지털 채널

콘텐츠미디어그룹 NEW ‘뉴 아이디’

- 2019년 설립 후 3년 만에 전 세계 20여 개 주요 글로벌 FAST 플랫폼에 콘텐츠 공급
- 현재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에 80여 개의 전문 채널 운영
- 최근 국내로 사업 영역 확장하며 삼성 TV 플러스, LG채널, 플레이Z에 60여 개 채널 공급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스마트 TV

공급

삼성 TV 플러스

영화·드라마·예능·뉴스·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채널형 무료 비디오 서비스
2022년 리브랜딩을 통해 국가와 채널·사용 가능 디바이스 추가 등 사업 확장

LG채널

LG전자 자체 웹OS 운용체계 기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 채널 시청 가능

지난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필름라이즈와 파트너십 구축
북미 지역 등에서 즐길 수 있는 LG채널의 FAST 채널 수 350개 돌파

SKB 플레이제트 ‘채널Z’

단말기 형태의 플레이제트만 있으면 이용료 없이 콘텐츠 무료 시청 가능
예능, 드라마, 영화, 스포츠, 뉴스 등 약 30여 개 무료 채널 제공

출처 : 보도자료(업계 취합) 



MEDIA 
ISSUE
이달의 미디어 & 광고 매체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줌, 쇼핑광고신규상품 ‘CJ ONE 쇼핑타운 AD’ 출시3

네이버성과형DA ‘타겟팅추천솔루션’1

카카오, 비즈보드소재사이즈확대2



NEW 타겟팅 추천 솔루션 기대효과

• 관심사&구매의도 타겟팅 Segment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Segment를 확장 추천해주는 솔루션

• 브랜드 발견 및 관심 단계의 확장적인 고객군을 추천 받아 잠재 고객 확보 가능

• 특히, 구매의도 타겟팅을 기반으로 유사도 높은 구매 가망 고객을 확장해 구매 전환 극대화

MEDIA ISSUE

네이버 성과형DA 신규 기능 ‘타겟팅 추천 솔루션’

[요가복 광고주] 타겟팅 추천 솔루션 활용 예시

구매의도 > 요가/필라테스 레슨

Segment 선택

선택한 ‘요가/필라테스 레슨’과

유사한 Segment 추출

구매의도 > 메이크업/뷰티소품

Segment 확장 추천

광고 효율 증대

고객 이해도 확대

타겟팅 추천 솔루션에서
추천한 유사 Seg를 통해

뎁스 있는 고객 정의가 반영된
마케팅 플랜 수립 가능

잠재 고객 도달

관심사 타겟팅을 기반으로
추천된 Seg 활용 시
잠재고객 도달 범위를
넓혀서 노출 확대 가능

구매 볼륨 확대

구매의도 타겟팅을
기반으로 추천된 Seg 활용 시
유사도 높은 구매 가망 고객을
확장해 전환 볼륨 확대 기대



MEDIA ISSUE

카카오, 비즈보드 소재 사이즈 확대

• 2월 21일부터 적용, 소재 사이즈 변경에 따라 폰트 크기 및 글자수 가이드 변경

• 2월 21일부터 소재 등록 시 구 사이즈(1029x222)는 불러오기 불가하며 소재 설명, 의견 및 증빙, 소재 이름 수정만 가능

• 기존 대비 세로 사이즈와 앱 아이콘 이미지, 폰트 크기 확대해 주목도 상승

적용 대상

오브젝트형 썸네일형 마스킹형(반원형)

텍스트형
비즈보드

익스팬더블

카카오 비즈보드

CPT(beta)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너 사이즈 1029x222 1029x258

오브젝트 이미지 315x222 315x258

앱아이콘 이미지 32x32 38x38

텍스트(글자수) 50자 30자

소재 가이드 변경사항

기존

변경
가이드



• CJ ONE 앱의 쇼핑타운 영역에 노출되는 썸네일 광고로, 메인배너와 쇼핑박스로 구성

• 고정 광고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품

• 집행 가능 카테고리: 패션, 뷰티, 잡화, 푸드, 리빙

MEDIA ISSUE

줌, 쇼핑광고 신규 상품 ‘CJ ONE 쇼핑타운 AD’ 출시

노출 지면 입점 광고주 혜택

*해당 내용의 구성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MS 발송 지원
: 월 1회/ 총 1만 건

CJ ONE 앱 푸쉬 지원
: 월 4회 / 총 50만 건



NEW 
MEDIA
이달의 신규 매체 & 광고 상품을 전해드립니다.

챗봇나우2

오늘의집1

awmr ‘OOH 미디어’3



NEW MEDIA

오늘의집

•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 광고 노출하여 구매전환 극대화

• CPC 과금 방식,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활용 지원

주요 노출 지면 특장점

홈 통합검색 결과 화면 스토어 검색 결과 화면

상품 탐색/구매가 일어나는
다양한 지면에 광고 노출

홈 통합검색 결과 화면

스토어 검색 결과 화면

스토어 홈 화면

스토어 카테고리 화면

상품 상세 화면(PDP)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 상품 노출

고효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매니저를 통해

광고 캠페인을 생성하고, 성과 관리

쉽고 편리한 캠페인 운영/관리

고객이 상품을 클릭했을 때만 과금하며,

합리적인 입찰 방식으로 운영

합리적인 과금 체계

누적 다운로드 수

2,500만 이상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600만 명

https://e-ruda.net/adure/product?utm_source=eruda&utm_medium=adure&utm_campaign=REPORT&utm_content=new%20media_1_230308


NEW MEDIA

챗봇나우

• 카카오톡으로 쇼핑몰의 취소/교환/반품 CS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

• 광고 효율 높은 모수 자동 추출하여 마케팅 메시지 발송 가능

챗봇나우 주문취소 Flow 특장점

쇼핑몰 CS의 60%를 차지하는 취소/교환/반품 CS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단순 반복 CS 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절약

CS 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절약

세팅 한 번으로 자동 발송되는 타겟팅 메시지로

추가 매출 기회 확보 가능

타겟팅 메시지

▶ 타겟팅 메시지 예시

주문 취소 완료!

STEP 01 STEP 02 STEP 03

챗봇 메뉴에서 취소를 누르면 챗봇나우가 취소 안내를 해줘요! 취소 사유 입력 후 완료를 누르면

https://e-ruda.net/adure/product?utm_source=eruda&utm_medium=adure&utm_campaign=REPORT&utm_content=new%20media_2_230308


NEW MEDIA

awmr ‘OOH 미디어’

• awmr은 수도권 내 주요 이동 경로 상 OOH 매체들의 공식 대행사

•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소재 야립 광고의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

• DATARGET 솔루션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에 적합한 최적의 Location 도출

주요 광고 상품

교통매체 DOOH / 빌보드

공간활용 Premium Media

https://e-ruda.net/adure/product?utm_source=eruda&utm_medium=adure&utm_campaign=REPORT&utm_content=new%20media_3_230308


PROMOTION

이달의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그재그 TOP보드프로모션1

네이버M_쇼핑라이브DA 프로모션2



PROMOTION

지그재그 TOP보드 프로모션

• 광고비 할인 및 PUSH 메시지 지원(금요일, 토요일 광고를 신청·예약한 셀러 대상) 프로모션

• TOP보드는 선결제 광고 상품으로 유상 광고 코인이 미리 충전되어 있어야 광고 신청 가능

• 선착순으로 광고 신청 및 예약 진행

프로모션 내용

대상

2월 15일부터 예약 마감 시까지적용 기간

① 광고비 할인상세 내용

② PUSH 메시지 지원(금요일, 토요일 광고를 신청·예약한 셀러 대상)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광고 TOP보드 상품을 신청하는 모든 파트너
3월 1일~31일 노출 예정인 광고의 신청 건

https://e-ruda.net/adure/promotion/11?utm_source=eruda&utm_medium=adure&utm_campaign=REPORT&utm_content=promotion_1_230308#%EC%A7%80%EA%B7%B8%EC%9E%AC%EA%B7%B8


• 국내 1위(거래액 기준) 라이브커머스인 네이버 쇼핑라이브 DA 상품 프로모션

• 일간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모바일 메인 노출(NOW와 5:5 랜덤노출) & 스크롤 다운 시 쇼핑라이브 리스트 첫번째 구좌 노출(AD마크 적용)

• 오전 10시~밤 12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독점 노출되는 상품

PROMOTION

네이버 M_쇼핑라이브DA 프로모션

프로모션 내용

별도 공지 시까지적용 기간

상세 내용 공시단가 200만 원 할인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집행하는 광고주대상

첫 진입 시
썸네일형

스크롤 다운 시
리스트형

https://e-ruda.net/adure/promotion/11?utm_source=eruda&utm_medium=adure&utm_campaign=REPORT&utm_content=promotion_2_230308#%EB%84%A4%EC%9D%B4%EB%B2%84%EC%84%B1%EA%B3%BC%ED%98%95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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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이루다마케팅 사업기획팀
ad@e-ruda.co.kr

CopyrightⓒERUDA marketin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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