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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SBS�고릴라

광고 제안서



[고릴라 라디오]

전세계어디서든 SBS라디오를듣고,�보고,�함께 참여할수있는

스마트라디오전용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 웹으로실시간즐기는양방향플랫폼서비스입니다

[온에어 스트리밍]�SBS�103.5�러브FM과 107.7�파워FM�

[보는 라디오]�방송중인스튜디오의실시간영상

[편성표]�채널별방송스케줄과게스트정보

[공감로그]�더욱편리해진공감로그참여

[다시듣기]�지난방송과베스트방송을언제든지다시듣기

PC Mobile



2019년 라디오전체매체,

청취율 1위 SBS�파워FM

[고릴라 라디오의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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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MRS(Metro�Radio�Study)�2019년 1R�청취율 DATA >



공중파라디오에비해광고비가더욱저렴합니다

구 분 권 역 월 횟수 1개월 집행 예산 참고 사항

공중파 라디오 전국권 150회 6,000 만 원 이상 MIX포함

고릴라 라디오 전국권 240회 950만원 8개 프로그램

[고릴라 라디오의장점]



청취자수 NO.1

*�출처 :�2018년 1월 SBS�고릴라,�MBC�미니,�KBS�콩 보고서 데이터 수치

*�일 평균 누적 청취자 수 =�31일 /�월 누적 청취자 수

[고릴라 라디오의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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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없는무료 배너서비스

*�고릴라 PC�배너광고는고릴라음성광고진행시,�서비스로진행되며단독판매불가

[고릴라 라디오의장점]

PC�플레이어 좌측상단에무료배너서비스이용가능

배너 클릭 !

자사 홈페이지나 자사몰 등
연결 URL로 바로 이동 !!



[광고 운영 방식]

프로그램시작

06시57분~ 정각

1~8구좌
(각 20초)

시보
(25초)

프로그램종료

1~4구좌
(각 20초)

시보
(30초)

프로그램시작프로그램종료

07시27분~ 30분

57분 광고

30분 광고



구 분 금 액 길 이

57분 광고

(홀수/짝수)
950만원 20초

57분 시보

(홀수/짝수)
1,050만원 25초

(파워 FM�기준,�월 30일 기준,VAT별도)

짝

수

NO 방송시간 SBS파워FM(107.7) SBS러브FM(103.5)

1 06:57 조정식의펀펀투데이 (2부) 고현준의뉴스브리핑 (1부)

2 08:57 김영철의파워 FM�(4부) 이숙영의러브 FM�(4부)

3 10:57 아름다운이아침김창완입니다 (4부) 김용민의정치쇼 (2부)

4 12:57 최화정의파워타임 (2부) 송은이,�김숙의언니네라디오 (2부)

5 14:57 두시탈출컬투쇼 (2부) 세상의모든소리 (1부)

6 16:57 붐붐파워 (2부) 김창렬의올드스쿨 (2부)

7 18:57 박소현의러브게임 (2부) 김성준의시사전망대 (2부)

8 20:57 이국주의영스트리트 (2부) 유영재의가요쇼 (1부)

※�Love�FM�편성에 따라 서비스 횟수 변경 가능

[광고 단가 및 편성  57분]

홀

수

NO 방송시간 SBS파워FM(107.7) SBS러브FM(103.5)

1 07:57 김영철의파워 FM�(2부) 이숙영의러브 FM�(2부)

2 09:57 아름다운이아침김창완입니다 (2부) 이숙영의러브 FM�(6부)

3 11:57 박선영의씨네타운 (2부) 김용민의정치쇼 (4부)

4 13:57 최화정의파워타임 (4부) 송은이,�김숙의언니네라디오 (4부)

5 15:57 두시탈출컬투쇼 (4부) 세상의모든소리 (3부)

6 17:57 붐붐파워 (4부) 김창렬의올드스쿨 (4부)

7 19:57 박소현의러브게임 (4부) 김성준의시사전망대 (4부)

8 21:57 이국주의영스트리트 (4부) 유영재의가요쇼 (3부)

1일8회/

월240회
노출



홀

수

NO 방송시간 SBS파워FM(107.7)

1 07:30 김영철의파워 FM�(1부)

2 09:30 아름다운이아침김창완입니다 (1부)

3 11:30 박선영의씨네타운 (1부)

4 13:30 최화정의파워타임 (3부)

5 15:30 두시탈출컬투쇼 (3부)

6 17:30 붐붐파워 (3부)

7 19:30 박소현의러브게임 (3부)

8 21:30 이국주의영스트리트 (3부)

[광고 단가 및 편성  30분]

짝

수

NO 방송시간 SBS파워FM(107.7)

1 08:30 김영철의파워 FM�(3부)

2 10:30 아름다운이아침김창완입니다 (3부)

3 12:30 최화정의파워타임 (1부)

4 14:30 두시탈출컬투쇼 (1부)

5 16:30 붐붐파워 (1부)

6 18:30 박소현의러브게임 (1부)

7 20:30 이국주의영스트리트 (1부)

8 22:30 배성재의텐

구 분 금 액 길 이

30분 광고

(홀수/짝수)
950만원 20초

30분 시보

(홀수/짝수)
1,050만원 30초

(파워 FM�기준,�월 30일 기준,VAT별도)

1일8회/

월240회
노출



[음성광고 소재제작]

광고제작상담

카피작업

카피제시및결정

성우제시및녹음

소재믹싱작업

소재완성

매월 25일
소재 마감

월간
보고

ON-AIR심의 및편성소재제작
광고주 O.T
및 기획컨셉

Client
제작의뢰

약 15일 ~�20일 소요

익월 10일
보고서전달

1일 온에어

20초음성광고소재제작

음성광고제작은 15일~20일 정도 소요



[음성광고 제작단가]

구분 설명 비용(VAT별도) 예시

나레이션
일반적인 라디오 광고로

나레이션 멘트 제작하여 메시지 전달

90만원

※성우비별도
예시) 차를찾는사람들

나레이션
+�징글

브랜드 네임이나 상품명에 리듬감을 주어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제작되는 음성광고

ex)�푸르지오~�/�하이마트로 가요~

150만원

※성우비별도
예시)�하이퍼스

CM송

메시지 전체를 노래로 제작하여 쉽고
친근하게 인지하도록 제작되는 음성광고

ex)�새우깡 /�비타500�/�1577�대리운전 등

200만원

※유명가수료별도협의
예시)�더존하우징

* 성우 및 싱어비용은일반,�협회에 따라다르며카피에맞게추천해드립니다.
* 모든 제작물의성우비는별도입니다.(VAT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