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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H 접촉 실태 및 광고 효과

OOH

DOOH 광고 주목도는
전년 대비 낮아졌으나
몰입도는 증가

DMC미디어는 2016년부터 매년 DOOH 접촉 실태 및 광고 효과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2019년 조사 결과를 발표함
2019년 DOOH 광고 효과를 조사한 결과, 눈에 잘 띈다는 의견이 51.5%로 전
년에 이어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 대비 하락폭 역시 가장 컸으며,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DOOH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광고 집중도와 상기도, 호감도, 흥미도 측면에서 모두 전년 대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광고 집중도는 전년 대비 6.7%p 상승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DOOH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으며,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평가를 내림

주목도가 가장 높은
DOOH는 건물 외벽과
미디어 파사드

DOOH 접촉자가 꼽은 가장 눈에 잘 띄는 DOOH 유형은 건물 외벽/미디어파
사드(47.5%)이며, 그 다음으로는 버스 내부 광고(35.0%), 지하철 터널 광고
(27.5%), 건물 내부 DID 디지털 스크린(26.0%)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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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안의 데이터는 2019년 조사 결과임.

DOOH 접촉 실태 및 광고 효과

한편,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는데 여성은 버스 내부 광고에
대한 주목도가 42.3%로 남성 대비 10%p 이상 높았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물 외벽/미디어 파사드나 건물 옥탑/빌보드 광고, 엘리베
이터 미디어보드와 같이 대기 장소에 설치된 DOOH의 주목도를 높게 평가했으
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버스 내부 광고, 지하철 게이트 비전 등 이동/환승 장소
에 설치된 DOOH의 주목도를 높게 평가

몰입도가 가장 높은
DOOH는
버스 내부 광고

집중해서 보는 DOOH 유형으로는 버스 내부 광고가 40.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물/외벽 미디어 파사드(30.5%), 지하철 게이트 비전과 엘리베이
터 미디어 보드(각각 25.5%) 등의 순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지하철 라이브 TV, 건물 옥탑/빌보
드 광고의 몰입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버스 내부 광고, 지하
철 내부 광고, 극장 대형 디스플레이 및 무빙라이트를 집중해서 보는 편임

상기도가 가장 높은
DOOH는
버스 내부 광고

광고 시청 후 관련 내용과 정보를 기억하기 쉬운 DOOH 유형은 버스 내부 광고
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25.0%),
지하철 게이트 비전(24.0%) 등의 순임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 대비 버스 내부 광고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의
광고 상기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남성은 건물 외벽/미디어 파사드, 지하철 터널
광고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편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와 건물 외벽/미디어 파사드, 지하철
라이브TV의 상기도를 높게 평가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버스 내부 광고와 지
하철 게이트 비전, 건물 내부 DID 디지털 스크린의 상기도가 높음

광고 내용에 호감 가는 광고 내용에 호감이 가는 DOOH 유형은 건물 외벽/미디어 파사드가 33.5%로
DOOH는 건물 외벽 및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버스 내부 광고(30.0%), 극장 대형 디스플레이 및
무빙라이트(29.5%), 건물 내부 DID 디지털 스크린(21.0%) 등의 순임
미디어 파사드
여성은 상대적으로 극장 대형 디스플레이 및 무빙라이트에 높은 평가를 내렸으
며, 남성의 경우 지하철 터널 광고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느낌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
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버스 내부 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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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H 유형별 광고 효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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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
Spotify의 연말
옥외광고 캠페인

해외 OOH 캠페인 사례
Spotify는 2016년 연말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디지털, 실시간 기반의 옥외광
고를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에서 진
행하고 있음
Spotify 옥외 광고는 Spotify 이용자 데이터 기반의 재치 있는 광고 카피로
SNS나 미디어에서 이슈로 등장하여 추가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옴
2016년 캠페인은 <Thanks 2016, It’s been weird>, 2017년은 <2018
Goals>, 2018년은 <Your 2018 Wrapped>였음
2016년 캠페인은 2016년에 Spotify를 이용한 고객 데이터 중 특이한 데이터
를 가지고 위트 있는 광고 카피를 만들었음
예를 들어 “밸런타인데이 때 ‘Sorry(노래명)’를 42번이나 들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 건가요?(Dear person who played ‘Sorry’ 42 times on
Valentine’s Day… What did you do)”와 같은 광고 카피를 게재
2017년 캠페인은 2017년의 Spotify 고객 이용 데이터와 해당 연도의 인기
가수 및 인기곡을 연계함
예를 들어 “Ed Sheeran의 48개 곡을 ‘I Love Gingers’ 플레이리스트에 담
은 사람만큼 사랑해(Be as loving as the person who put 48 Ed
Sheeran songs on their ‘I Love Gingers’ playlist)”와 같은 광고 카피
로 캠페인 진행
※ Ginger는 빨간 머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Ed Sheeran’이 빨간 머리임

Spotify의 2016년(좌), 2017년(우) 연말 옥외 광고 캠페인

해외 OOH 캠페인 사례

2018년 캠페인은 Spotify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Spotify 이용자들의 2018년 청취 이력을 옥외 광고 캠페인에 활용
이를 위해 Spotify는 이용자가 자신의 2018년 청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했으며, Premium 상품 가입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
당 이용자의 청취 이력을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옥외 광고에 게재함
한편, 2018년 Spotify의 옥외 광고 캠페인은 ‘Grand Visual’이 기획했으며,
‘QDOT’이 Spotify에서 가져온 실시간 데이터를 ‘Open Loop’의 플랫폼을
통해 업데이트 함

Spotify의 2018년 옥외 광고 캠페인 <Your 2018 Wrapped>

IKEA의 영국 그리니치
매장 신규 오픈 캠페인

2019년 4월, IKEA는 영국 그리니치에 새로 오픈한 매장 홍보를 위해 OOH
캠페인을 진행
IKEA 그리니치점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매장으로 OOH 캠
페인 역시 친환경적 요소,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IKEA 고객이 개인 차량이 아
닌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매장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음

해외 OOH 캠페인 사례

IKEA의 英 그리니치 매장 신규 오픈 옥외 광고 캠페인

옥외광고판에는 매장 방향과 함께 매장까지의 걸음 수, 현재 위치에서 IKEA 그
리니치점에 가기 위해 타야 하는 버스 노선 등을 표시
광고판은 런던 남동부 지역 80여 개 버스 정류소에 설치되었으며, 많은 사람들
이 IKEA 그리니치점의 위치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설치함

NYTimes & 유네스코의 2018년 5월, 뉴욕타임스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이하여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듣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디지
옥외 광고 캠페인
털 옥외 광고를 진행함
광고주인 뉴욕타임스 외에 많은 언론 매체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경쟁 언론 매체
사의 구독을 장려하는 광고 카피로 사람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함
광고 카피는 “LA타임스만 읽지 마세요. 디애틀랜틱을 읽으세요. 월스트리트저
널을 읽으세요. NPR을 들으세요. 이코노미스트를 읽으세요. 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세요. 모든 것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시작합니다(Don’t
just read the Los Angeles Times. Read The Atlantic. Read The
Wall Street Journal. Listen to NPR, Read The Economist. Read
more. Listen more. Understand more. It all starts with a free
press)”와 같은 내용임
해당 캠페인은 87개 국을 대상으로 724만 개의 미디어 임프레션을 유발했으며,
2019년 클리오 광고제의 <Partnerships & Collaborations> 부문을 수상
함

해외 OOH 캠페인 사례

美 New York Times의 <Read more, Listen more> 옥외 광고 캠페인

NTT Docomo의
Wow!NINJA in
Shibuya 캠페인

일본 통신사 NTT Docomo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쿄
시부야에 있는 쇼핑몰 ‘MODI’ 건물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NTT
Docomo의 포털사이트 <WOW! JAPAN>의 프로모션을 진행
<WOW! JAPAN>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포털
서비스로 PC Web과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6개의
언어로 지원하며, 2,000개 이상의 여행관련 기사와 일본 전역 65만 건 이상의
관광 명소 정보를 제공. 또한 일본문화 체험 프로그램 검색 및 예약, Wifi서비스,
번역, 렌탈 자전거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

日 NTT Docomo의 <Wow! NINJA in Shibuya> 낮 영상(좌), 저녁 영상(우)

해외 OOH 캠페인 사례

NTT Docomo는 ‘MODI’의 옥외 스크린에 닌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매일 오
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매시 25분, 40분, 55분(기간에 따라 상이)에 상영
했으며, 영상은 낮과 밤 버전 총 2가지임
영상에 등장하는 닌자들은 숨기, 연막술 등과 같은 닌자 무술 기술들을 선보이
며, 연속적으로 둔갑술을 펼침

특히, 해당 영상은 ‘MODI’ 앞 신호등과 연동하여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
영상이 상영되도록 하는 신호연동형광고로 기획되어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캠페인은 일본 닌자협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중 60%가 현재도 일본에 닌
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됨

영화 쥬라기 월드의
쥬라기 필러 캠페인

2018년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쿄 롯본기역 내 <쥬라기 필러>를 설치하여 광고함
역 내에 설치된 <쥬라기 필러> 앞에 사람이 서서 화면에 표시된 문을 향해 양손
을 대고 문을 미는 동작을 취하면 문이 열리면서 문 뒤에 있던 공룡이 나타남
등장하는 공룡은 총 5 종류로 참가할 때마다 다른 공룡이 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음
한편, <쥬라기 필러>에는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
으며, 단순히 보여주는 광고가 아닌 참여형 광고인 점이 특징

日, 영화 쥬라기월드:폴른 킹덤의 <쥬라기 필러> 지하철역 내 설치 모습

해외 OOH 캠페인 사례

日, 영화 쥬라기월드:폴른 킹덤의 <쥬라기 필러> 영상 화면

한편, 공룡 체험이 끝난 후에는 롯본기역 근처에 있는 영화관 ‘TOHO시네마 롯
본기 힐즈’와 연계하여 해당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상영 시간과 여유 좌석 현황을 실시간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광고를 체험한 사람들이 영화관에 방문하도록 유도

코카콜라의
재활용 참여 독려
캠페인

2019년 5월 코카콜라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재활용을 독려하는 옥외 광고
캠페인 <열고, 맛보고, 우리와 함께 재활용하세요(Open, taste, recycle
with us)>을 진행함
옥외 광고는 코카콜라의 상징인 하얀 리본의 끝을 손가락으로 표현한 후, 손가
락이 재활용 쓰레기통의 위치를 안내

코카콜라의 재활용 캠페인 <Open, taste, recycle with us>

해외 OOH 캠페인 사례

본 캠페인은 사람들 대부분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쉽게 찾을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기획됨
캠페인 제작은 ‘Publicis Italy’가 담당했으며, 기존에 재활용 쓰레기통과 새로
설치한 재활용 쓰레기통의 가시성과 사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옥외
광고를 설치

한편, 코카콜라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으로의 이미지 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코카콜라의 모든 패키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는 캔과 병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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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9년 상반기 디지털 광고 매출 현황

’19년 상반기,
美디지털 광고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성장률은 하락

2019년 10월, 미국 인터넷 광고 협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는 <2019년 상반기 미국 인터넷 광고 매출 보고서(internet advertising
revenue report)>를 발간했으며, 2019년 상반기 미국의 디지털 광고 매출
은 579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 495억 달러 대비 16.9% 성장
디지털 광고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8년 상반기 성장률 23.1%(’17
년 상반기 vs. ’18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하락했으며, 디지털 광고
매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임

한편, 1분기 디지털 광고 매출은 280억 달러, 2분기는 299억 달러임

모바일 광고 매출,
디지털 광고의
약 70%를 차지

디지털 광고 매출은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전체 디지털 광
고 매출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9.0%임(2018년은 62.5%)

모바일 광고 매출은 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CAGR 47.2%(’15년~’19
년)을 나타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성장에 기인

‘18년 vs. ‘19년 상반기 광고 매출
(단위: $ billions)

2019년 美 디지털 광고 매출 현황

美, ‘19년 상반기 디지털 광고 매출 현황

(단위: $ billions)

데스크톱 및 모바일의 디지털 광고 매출 추이(매년 2분기 기준)

향후에는 5G 서비스의 본격 개시와 모바일 단말을 통한 동영상 시청 증가가 지
속적인 모바일 광고 매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광고 매출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

2019년 상반기 디지털 비디오 광고 매출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70억 달러
대비 35.7% 성장함
특히 모바일 비디오 광고 매출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으
며, 특히 디지털 비디오 광고 매출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67.0%임
한편, 오디오 광고 매출은 12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 9억 달러 대비 30.1%
성장했으며, 전체 디지털 광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임

퍼포먼스, CPM 방식
비중 소폭 상승,
하이브리드 하락

퍼포먼스 기반의 가격 모델은 2006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디지털 광고 매출
방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디지털 매출에서 62.1%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61.0%에서 소폭 상승

美, ‘19년 상반기 디지털 광고 매출 현황

(단위: $ billions)

디지털 비디오 광고 매출 추이(매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 내 비중, %)

가격 모델 별 디지털 광고 매출 비중 추이(‘06년~’19년)

美, ‘19년 상반기 디지털 광고 매출 현황

CPM 및 임프레션 기반의 가격 모델 역시 2018년 상반기 34.5% 대비 소폭 상
승한 35.7% 의 비중을 차지
한편, 하이브리드 방식은 2018년 상반기 4.6%에서 2.2%로 비중이 하락했으
며, 이는 기존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하
락폭이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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