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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LB 동영상 패키지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Daum 스포츠의 영상센터 및 게임센터의 생중계 시청시 
영상 재생전, 이닝 종료후, 투수 교체시 광고 영상이 노출되는 패키지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01 서비스 소개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2017년 메이저리그 경기를 Daum 스포츠내 메이저리그 게임센터, 새로워진 카카오TV Live 앱, 카카오티비팟 플레이어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모바일 MLB 게임센터

PC MLB 게임센터

 

http://sports.media.daum.net/

MLB Live

팟플레이어 중계창

카카오 TV Live 앱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01 서비스 소개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어느 때 보다도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의 메이저 리그 출전이 많았던 2016 PC 생중계 프리롤 기준 광고 노출수 전년 대비 46%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새로 출시된 카카오 TV Live 앱을 필두로 생중계 서비스가 강화되어 더 많은 유저가 MLB의 경기를 생생하게 시청하게 됩니다.

2015 2016

PC 생중계 프리롤 조회수 
46% 증가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선수들

생중계 특화  
카카오 TV Live 앱 런칭

데이터 출처: Kakao 내부 트래픽 자료

2017

MLB Live

박병호 출전

시청 공유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601 서비스 소개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다음 PC 메인화면 내 스코어보드, 스포츠 탭의 각종 하이라이트 영상 및 컨텐츠, 관련 기사 하단등 기존 보다 유입경로를 강화했습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쉬워진 유입경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유저들에게 메이저리그 생중계를 제공합니다. 

 

http://sports.media.daum.net/

MLB

LAD CWS

[생중계] LAD vs CWaS 경기 
다음스포츠에서는 LAD와 CWS의 경기를 생중계 

[생중계] LAD vs CWS 경기 
다음스포츠에서는 LAD와 CWS의 경기를 생중계 
해드립니다. 

LA

C

LAD CWS

PC 다음 다음 모바일 앱 카카오 톡채널

2017 추가될 유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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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LB 동영상 패키지
메이저리그 생중계시 영상 재생 전, 각 이닝 종료 후, 투수교체 시 영상 광고가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구분 상품구분 게재위치 총 구좌수 단가

PC

MLB 생중계프리롤
PC MLB 게임센터 우상단, 티비팟  

생중계 재생전 

8 구좌/ 1개월 2천만원 / 구좌(월)

MLB 대체광고
PC MLB 게임센터 우상단, 티비팟 

이닝종료 후, 투수 교체시 

Mobile

MLB 생중계 모바일프리롤
모바일 MLB 게임센터 상단, 카카오 TV Live 앱 (HD) 

생중계 재생전

MLB 모바일 대체광고
모바일 MLB 게임센터 상단, 카카오 TV Live 앱 (HD) 

이닝종료 후, 투수 교체시  

본 상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즌 종료일까지 MLB 야구 리그 일정에 맞추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MLB 경기일정: 2017.04.02(월) ~ 2017.10.01(일) - 현지기준
동영상패키지 2구좌 구매 시 대체광고 30초 영상 (1개) 진행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업종 담당 마케터에게 제안 요청 부탁드립니다. 
* 수정/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해당 패키지 상품은 노출량 개런티가 불가합니다. 

02 상품 소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02 상품 소개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 게임센터 PC
PC 메이저리그 게임센터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최소 640x360 (px) 이상

MLB 생중계 프리롤

최소 640x360 (px) 이상

MLB 대체 광고

생중계 영상 재생전 노출 
*플레이타임: 최소 5초~30초 
*사운드 삽입필수 

생중계 영상 재생중, 이닝 종료 후 노출  
*플레이타임: 15초(스킵버튼 없음) 
* 사운드 삽입필수  
*실시간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특성상 광고세팅  
  경기전일 셋팅필수 (경기 중 소재 및 랜딩 변경 불가)  
*우천 또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경기가 없는 경우 미노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02 상품 소개

2017 MLB 동영상 패키지 - 게임센터 모바일
모바일 메이저리그 게임센터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MLB 생중계 모바일프리롤

MLB 모바일 대체광고

최소 640x360 (px) 이상

생중계 영상 재생전 노출 
*플레이타임: 최소 5초~30초 
*사운드 삽입필수 

최소 640x360 (px) 이상

생중계 영상 재생중, 이닝 종료 후 노출  
*플레이타임: 15초(스킵버튼 없음) 
*사운드 삽입필수  
*실시간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특성상 광고세팅  
  경기전일 셋팅필수 (경기 중 소재 및 랜딩 변경 불가)  
*우천 또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경기가 없는 경우 미노출 
*카카오 TV Live app 재생수만 리포트 가능  
*클릭은 리포트에 불포함 (클릭 불가) 



1003 제작 가이드

필수 전달 요소
각 지면 상품에 알맞는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제작 가이드 참고

플레이타임 소재 사이즈 소재 용량 FPS 사운드 클릭태그 파일 확장자

MLB 생중계 프리롤 30초 이내 
(5초 스킵)

1280x720 이상의 16:9비율 권장  
(최소 사이즈 : 640x360) 

* 16:9 이외 비율 영상 재생시  
레터/ 필러 박스 노출

1GB 24~30 권장
사운드  
삽입 필수

자동 
삽입

AVI, WMV, FLV,  
MP4, ASF, DV, QT 
(권장 동영상 코덱 : H.264 /  
권장 오디오 코덱 : AAC /  
대체광고는 AVI, WMV 형식 권장) 

MLB 대체광고 15초 
(스킵 없음)

MLB 생중계 모바일프리롤 30초 이내 
(5초 스킵)

MLB 모바일 대체광고 15초 
(스킵 없음)

- 카카오 에서 자체적인 인코딩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는 16:9 영상비의 플레이어를 사용하며, 16:9가 아닌 파일의 경우에도 필러박스 또는 레터박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시청환경을 제공합니다. 

- 이는, 플레이어 크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레터박스/필러박스가 없는 영상 원본파일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은 동일한 영상 반복 사용을 불가합니다. (예, 5초 영상을 이어붙여 15초 영상으로 만드는 것) - 동영상은 Daum 팟플레이어에서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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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04 Document History

Version Final Update 파일명 비고

0.1 2017.03.10 2017_MLB_VideoPackage_introduction_ver0.1_20170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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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재 제작은 본 제작 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Kakao에서 제공하는 제작 스킨 PSD를 활용하여 제작하시면 보다 쉽고 빠른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 스킨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