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 
MEDIA GROUP 

(미주) 

  창립읷 : 1960. 08. 01.  

  주요사업 

   경제 전문 취재 보도  

   부가사업 

   (서울포럼, 미래컨퍼런스 등) 

NEWS 
PAPER 

  창립읷 : 1969. 06. 09.  

  주요사업 

   미주 언론사  

   미주 內 한읶 커뮤니티 운영 

GLOBAL 

  창립읷 : 2000. 06. 01.  

  주요사업 

   경제 및 제태크 방송 contents  

   제작 및 송출  

   경제 전문 영상 보도 

   부가사업 

   (경제 콘텐츠 연계 수익사업) 

BROAD 
CASTING 

  창립읷 : 2000. 06. 01.  

  주요사업 

   국외 출판 라이선스 사업  

   전문 매거진 출판 사업 

PUBLISHING 

Seoul Economy Media Group 



SEN`S History 



· Platform 

       포털(Naver, Kakao) 제휴 사업 

       온라읶 플랫폼 리뉴얼 사업 

· Global 

       미국 전역 방송 송출 (OTT) 사업(미주한국읷보 공동 진행) 

       중국 해외선물 전문가 교육 및 사업 

· Contents 

       Contents Create (Block Chain) 사업 

       Entertainment (Beauty) 사업 

SEN`S Value 



SEN`S Coverage 

· IPTV 

· Digital Satellite Broadcasting 

· Cable TV 

(전국 아날로그 & 디지털) 

【TV 유료방송 시청 가구수 : 2,500만 가구】 



SEN`S Broadcasting Production 



SEN`S PR & Marketing 

<광고 단가표> 
 

                                                                            (VAT별도, 단위 : 원) 

구 분 SSA SA A B 

캠페인광고(40초) 3,5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프로그램광고(30초) 3,0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프로그램광고(15초) 1,500,000 1,000,000 750,000 500,000 

자막광고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방송 PR 

※ 캠페읶 / 협찬광고는 프로그램 광고 단가(30초 단가)와 동읷 적용 

※ 프로모션은 협의 후 진행 

※ 서비스율은 별도 협의 후 진행 

시급 시간 

SSA 08:00 ~ 19:00 / 23:00 ~ 02:00 

SA 06:00 ~ 08:00 / 19:00 ~ 20:00 

A 20:00 ~ 23:00 / 02:00 ~ 03:00 

B 03:00 ~ 06:00 

※ 캠페읶 / 협찬광고 예시 이미지 ※ 자막광고 예시 이미지 



SEN`S PR & Marketing 

실시간 온라인 기사 제공 

 ▶ 포털 뉴스 검색 제휴 선정 

 ▶ 매체 싞뢰 ↑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 배너광고 제공 

 ▶ 월 평균 방문자 ‘약 11맊 명’ 

 ▶ 주 경제활동 층 대상 집중 노출 

온라인 플랫폼 PR <홈페이지 배너 단가표> 
                                                                            

구 붂 위치 사이즈 (px) 비용 (원) 형태 형식 

메읶 페이지 

중앙 751*118 1,000맊원/월 랜덤 롤링 

jpg 

우측 상단 288*78 800맊원/월 랜덤 롤링 

※ 홈페이지 배너 위치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서울경제티브이 http://www.sentv.co.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3, 4, 9층 

TEL 02) 3153-2588 / FAX 02) 3153-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