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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Video 소개 

Targeting ability 

키워드 기반의 타게팅으로 
세붂화된 리타게팅 기술을 
보유하여 관심있는 유저에게  
맞춤동영상을 제공합니다. 

Creative ability 

동남아 9개국 1위 광고회사,  
이니티의  크리에이티브 광고를 
경험핛 수 있습니다. 

InVideo 는  

이니티와 네오브이의 기술력으로 만든 검색 + 키워드 리타게팅 동영상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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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Video 소개 

“ 키워드로 검색하면 “ 

“ 검색결과 화면에 
우측상단 또는 중앙상단에 

키워드 관련 동영상을 노출합니다“ 

키워드 검색 동영상 광고, In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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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Video 소개 

키워드 검색 동영상 광고, InVideo 

키워드 검색결과에 연관 동영상이 노출됩니다 

정수기 
가격비교 

미니 
정수기 
렌탈 

가정용 
정수기 

얼음 
정수기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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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Video 소개 

1. Creative 

기본적인 동영상으로 배너보다 

전달력있게 노출합니다. 

동영상  

▶ 

사이트바로가기 
 

광고 URL을 연결하여,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 

재생/ 정지 버튼 
 

재생과 정지로 컨트롤 

영상영역 
 

16:9비율로, 검색결과 시, 자동 재생 

사운드 버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화면 확장 
 

화면을 풀창 또는 기본 사이즈로 조절 

사이트 바로가기 

검색결과 우측상단 또는 배너영역 

/ 스탠다드 스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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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tive 

광고주의 SNS등과 미디어 믹스

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최적화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합니다. 

검색결과 중앙상단 

/ 프리미엄 스타일 / 

유튜브 동영상 (조회/공유 효과)  
OR 

자체 영상 / CF 비디오(브랜드영상)  

브랜드 고유의 컨셉을 내포하는 
이미지 

브랜드 SNS를 연동하여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상승 

PC 

MOBILE 

커버 이미지 

SNS연동  

I. InVide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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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리타게팅 

다시 한번 광고주의 영상을 노출함으로써,  

광고주 사이트로의 재방문과 빠른 구매전환이 가능합니다. 

광고주가 등록한 키워드와 유저가 입력한 키워드가 매칭되면 

검색결과에 동영상 광고가  노출됩니다. 

키워드 검색 타게팅 

2. Targeting /  키워드 검색 타게팅 + 키워드 리타게팅 

I. InVideo 소개 

NEWS 

in Video의 제휴 매체 

프리미엄스타일은 중앙상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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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관심있는 유저에게 노출 

유저가 본 컨텐츠, 상품, 사이트, 검색결과 등  
유저의 관심사 및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광고를 매칭하므로,  

유저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타게팅이 가능합니다. 

유저의 관심사 및 행동패턴 분석 

게임 커뮤니티를 즐겨 방문 

방문페이지 문맥 분석 

RPG 게임을 선호 

키워드 연관도 분석 

공략을 자주 검색 

입력키워드 분석 

게임을 좋아함 

관심사 키워드 분석 

I. InVideo 소개 

2. Targeting /  관심사 타게팅 

관심사 타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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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예시  |   Standard ver. 

검색페이지의 최상단에 노출되어 자동 재생됩니다. 

InVideo는 PC – Web/ App , Mobile –Web/ App 의 다양핚 제휴 매체에 동시 노출됩니다.   

PC MOBILE 

I. InVide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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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예시  |   Premium ver. 

검색페이지의 최상단에 노출되어 자동 재생됩니다. 

PC MOBILE 

I. InVideo 소개 

InVideo는 PC – Web/ App , Mobile –Web/ App 의 다양핚 제휴 매체에 동시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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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ver. 

2 

1 검색결과에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며 

스크롤 하면 우측 하단 영역으로 이동하여  

이어서 오토 플레이 됩니다. 

이어보기 

3. 기능 

동영상 광고에 최적화된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Standard ver. 

2 

1 

2 

1 

I. InVide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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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노출 

- 상품 구매 페이지 바로 이동,  

  이벤트 페이지 연결  등으로  

  유저의 전환을 높입니다. 

바로가기 링크 

3. 기능 

동영상 광고에 최적화된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SNS 바로가기 
동영상 위에 ‘바로가기’ 버튼을 노출하여  

상품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 유저의 구매젂환을 높입니다. 

I. InVide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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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광고에 최적화된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검색 리타게팅 동영상 노출 지면 

고베스트 핚국읷보 마이믺트 여성신문 데읷리시사 타이잼 

CBN뉴스 Hy읶산읶터넷신문 경주시믺신문 목포투데이 고성신문 경주읷보 

메이벅스 강원고성신문 경주신문 문경시믺뉴스 굮위신문 시사전북닷컴 

경북신문 거창핚뉴스 경서신문 문경시믺신문 대핚독도신문 대구여성신문 

지니머니 경북IT뉴스 경안읷보 미디어경북 김친내읷신문 순창신문 

패션비즈 경북데읷리뉴스 경기헤럴드 바로읶터넷뉴스 뉴스랜드 동해안시대 

풀빵닷컴 경북동부신문 경북제읷신문 백제신문 대구광역읷보 시작페이지 

사이버오로 경북문화신문 고령군민신문 봉화읷보 대구여성신문 경주일보 

동행신문 설알뉴스 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00여개의 검색 지면을 확보 중이며 지속적인 매체 확장 중에 있습니다. 

II. 매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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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체 인프라 

PC, Mobile, Web, App, Application 등의 다양한 제휴 매체에 동시 노출되며 , 노출 매체는 매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리타게팅 동영상 노출 지면 

드림위즈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스포츠동아 노컷뉴스 YTN 서울신문 

OSEN 스포츠서울 
서울신문MobileWe

b 
읷간스포츠 읶사이트 스포츠투데이 지디넷코리아 

디스패치 국믺읷보 오센 와이즈토토 햇포스트클럽 스카이피드 디씨읶사이드 

철포스트 풀빵닷컴 TV리포트 헤럴드 Hooc 위키트리 경향신문스포츠 와이고수 

믺중의소리 조선닷컴 스포탈코리아 busca 주전자닷컴 생활영어회화듣기말하기 생활영어회화사전 

생활읷본어회화 생활중국어회화 실용영어회화훈련 어린이동화책 에듀동아 좋은글명대사명언 지디넷 

서울경제신문 토익영단어교육/학습 베타뉴스 팝업사전 핚국경제신문 읷본어단어교육/학습 유학캠프 

조이티비 항공영어 너스케입 키뉴스 디지털타임스 토플영단어교육/학습 아이뉴스24 

아이티데읷리 infominer 전자신문 데읷리그리드 데읷리시큐 중국어단어완전정복HSK 헬로티 

브릿지경제 신동아 우리경제신문 이뉴스투데이 조세금융신문 주간무역신문 창업읷보 

파이낸셜뉴스 핚국정경신문 헤럴드 경제풍월 국세신문 글로벌이코노믹 기업경제신문 

뉴스컬처 뉴스핌 머니S 비즈니스포스트 비트허브 UFCnews 시사IN 

아시아경제신문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지누캐스트 핚국경제TV SMU영어500문장 헤럴드 슈퍼리치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신문 더스쿠프 뉴스에듀 교통신문 월드투데이 메디팜뉴스 

메디컬투데이 헤모필리아 더팩트오르페 오펀 탑클래스 환경TV 헤럴드 뉴스컬쳐 

문화뉴스 축제뉴스 유용원의굮사세계 로이슈 법률저널 소방방재신문 스포TV뉴스 

해피라이드 peoplenow 스포츠조선 엑스포츠뉴스 탑피드 
채근담-

하루3붂씩인는핚문고전 
데읷리e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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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성 및 단가 

상품 종류 Standard ver. 

타게팅 
키워드 검색 타게팅 

키워드 리타게팅 
관심사타게팅 

단가 70원 50원 

과금 방식                           CPV 

최소 집행 금액 100만원 

Premium ver. 

키워드 검색 타게팅 

키워드 리타게팅 
관심사타게팅 

100원 70원 

                          CPV 

300만원 

* 과금시점 : 5초 이상 * 과금시점 : 5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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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담당자 메읷 :  
TJ.LEE@INNITY.COM 
MIN.LEE@INNITY.COM 
JINTAE.HA@INNITY.COM 
  

합작법인 이니티코리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1411호 
광고신청/이용문의 : 1544-1617   
WWW.INVIDEO.CO.KR 

담당자 메읷 : 
ITEM@NEOV.CO.KR 
MIB@NEOV.CO.KR 
UONC@NEOV.CO.KR 
 

mailto:tj.lee@innity.com
mailto:min.lee@innity.com
mailto:jintae.ha@innity.com
mailto:item@neoclick.co.kr
mailto:MIB@neov.co.kr
mailto:uonc@neo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