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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하이라이트 영상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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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기준, 2개월 이상 청약 한정

* 15초 기준

패키지명 판매가 제공 내역 구좌 수

드라마 집중 A 2.5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각 2회(총 4회)
4

드라마 집중 B 1.8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PIB1 각각 1회(총 4회)
4

드라마 집중 C 1.3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각 1회(총 2회)
4

청약 금액 기본 제공 내역
CPRP 개런티

비고
F2039 F3049 F4059

2.0억원

(1~2월)

JTBC

<대행사> 중CM 1회

<사랑의 이해> 중CM 1회

평일 예능 중CM 2회

200만원 120만원 100만원

4구좌 한정

기타 여성 타깃 

CPRP 별도 협의
JTBC2 50회 / 월

JTBC4 150회 / 월

수·목 밤 10시 30분 방송

Featured Contents:

#2. 과몰입 유발 본격 사내 연애물

1월 추천 패키지

  여심 저격 효율 개런티 패키지  구좌 한정

* 15초 기준

* <재벌집 막내아들> 16회 제외 / 재원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영업사원 문의 必

  + 12~1월 연속 청약 광고주 우대 혜택  구좌 한정

청약 금액(1월) 제공 내역 구좌 수

2.5억원 이상

기존 제공 내역    +

<재벌집 막내아들> 중CM 1회 

12월 추가 제공
2

1.5억원 이상
<재벌집 막내아들> PIB1 1회 

12월 추가 제공
2

1.0억원 이상
<재벌집 막내아들> PIB2 1회 

12월 추가 제공
2

•1월 흔들리는 여심, 효율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채널 통합 CPRP 개런티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특별 패키지  구좌 한정

•Since 1986, 가수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자리한 <골디>가 방콕에 떴다. 

•현지 생중계로 만나는 제37회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에 노출 가능한 패키지!

* 15초 기준

패키지명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골든디스크어워즈 PKG 0.5억원
JTBC, JTBC2, JTBC4 

중CM 각 2회(총 6회)

JTBC2, JTBC4 생중계

JTBC 딜레이 중계

동시 노출

 개요 |  2023. 01. 07(토) 태국 방콕 현지 동시 생중계 

생중계: JTBC2, JTBC4(생중계 종료 직후 JTBC 중계)

  드라마 집중 패키지  구좌 한정

토·일 밤 10시 30분 방송

1월 7일(토) 첫 방송

Featured Contents:

#1. 속 시원한 여성 사이다 오피스물

중CM 2억원 / PIB1 1억원 / PIB2 0.7억원

PACKAGE PRICE

▶ 20페이지에서 1월 여심 저격 드라마 <대행사>, <사랑의 이해> 자세히 알아보기

중CM 1.5억원 / PIB1 0.8억원 / PIB2 0.5억원

PACKAGE PRICE



패키지명 판매가 대상 프로그램 제공 내역 비고

번들 패키지 3.5억원 ▶ 판매안 참조 중CM 16회, PIB 14회

12~1월 연속 청약 광고주 우대 혜택
2.5억원 이상 

(1월)

1월 기존 제공 내역
2 구좌 

<재벌집 막내아들> 16회 제외
<재벌집 막내아들> 중CM 1회 12월 추가 제공

드라마 집중 패키지 A 2.5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각 2회(총 4회) 4 구좌

번들 패키지 2.5억원 ▶ 판매안 참조 중CM 12회, PIB 10회

여심 저격 효율 개런티 패키지
2.0억원 

(1~2월)

<대행사> 중CM 1회

   [CPRP 개런티] 

- F2039 : 200만원 

- F3049 : 120만원 

- F4059 : 100만원 

 

4구좌 

2개월 이상 청약 한정

<사랑의 이해> 중CM 1회

평일 예능 중CM 2회

[채널] JTBC2 50회/월

[채널] JTBC4 150회/월

드라마 집중 패키지 B 1.8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PIB1 각각 1회(총 4회) 4 구좌

12~1월 연속 청약 광고주 우대 혜택
1.5억원 이상 

(1월)

1월 기존 제공 내역
2 구좌 

<재벌집 막내아들> 16회 제외
<재벌집 막내아들> PIB1 1회 12월 추가 제공

번들 패키지 1.5억원 ▶ 판매안 참조 중CM 7회, PIB 9회

드라마 집중 패키지 C 1.3억원 <대행사> <사랑의 이해> 중CM 각 1회(총 2회) 4 구좌

12-1월 연속 청약 광고주 우대 혜택
1.0억원 이상 

(1월)

1월 기존 제공 내역
2 구좌 

<재벌집 막내아들> 16회 제외
<재벌집 막내아들> PIB2 1회 12월 추가 제공

번들 패키지 1.0억원 ▶ 판매안 참조 중CM 5회, PIB 7회

번들 패키지 0.8억원 ▶ 판매안 참조 중CM 3회, PIB 5회

골든디스크어워즈어워즈 PKG 0.5억원

[채널] JTBC 골든디스크어워즈 중CM 2회

JTBC2, JTBC4 생중계 

JTBC 딜레이 중계 

동시 노출

[채널] JTBC2 골든디스크어워즈 중CM 2회

[채널] JTBC4 골든디스크어워즈 중CM 2회

* 15초 기준

* 금액 구간별 기본 보너스율 제공, 기본 판매 가이드에 의거 기타 프로그램 제공

JTBC 1월 Sales Guide
(단위: 횟수)

번들 패키지

티어 프로그램 편성
3.5억원 2.5억원 1.5억원 1억원 0.8억원

중CM PIB 중CM PIB 중CM PIB 중CM PIB 중CM PIB

1
NEW  대행사(1/7~) 토·일 22:30

2 2 1 2  -  1  - 1  -  - 
뭉쳐야 찬다 2 일 19:40

2

사랑의 이해 수·목 22:30

2 1 1 1 1 1 - 1

-

1아는 형님 토 20:50

최강야구 월 22:30

톡파원 25시 월 20:50

2 2 2 1 1 1 1 1 1

NEW  안방판사(1/24~) 화 20:5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목 20:50

오버 더 톱(~1/10) 화 20:50

세계 다크투어 수 20:50

3

손 없는 날 금 20:50

2 2 2 1 1 2 1 1 1 1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1/6~) 금 22:30

결혼에 진심(~1/10) 화 22:30

기타

JTBC 뉴스룸 월~금 19:50 / 토~일 17:50 2 1 1 1 1 - - 1 - 1

사건반장 월~금 18:30 2 2 2 1 1 2 1 1 1 -

주말 프리미엄 재방 토·일 12~19시대 4 4 3 3 2 2 2 1 1 1

주요 재원 총 제공 횟수
중CM 16회
PIB 14회
총 30회

중CM 12회
PIB 10회
총 22회

중CM 7회
PIB 9회
총 16회

중CM 5회
PIB 7회
총 12회

중CM 3회
PIB 5회
총 8회

(단위: 억원)

자율 조합 패키지

JTBC 1월 상품 금액대별 Overview

*15초 기준

티어 대상 프로그램 편성 중간 광고 PIB1 PIB2 비고

1
NEW  대행사(1/7~) 토·일 22:30 - - 0.7

청약 금액별

패키지 Value

2.0억 청약 시 4.0억

1.5억 청약  시 2.7억

1.0억 청약 시 1.8억

0.5억 청약 시 0.8억

뭉쳐야 찬다 2 일 19:40 - - 0.7

2

사랑의 이해 수·목 22:30 1.5 0.8 0.5

아는 형님 토 20:50 1.5 0.8 0.5

최강야구 월 22:30 1.5 0.8 0.5

톡파원 25시 월 20:50 1.0 0.5 0.3

NEW  안방판사(1/24~) 화 20:50 1.0 0.5 0.3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목 20:50 1.0 0.5 0.3

오버 더 톱(~1/10) 화 20:50 1.0 0.5 0.3

세계 다크투어 수 20:50 1.0 0.5 0.3

3

손 없는 날 금 20:50 0.8 0.3 0.2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1/6~) 금 22:30 0.8 0.3 0.2

결혼에 진심(~1/10) 화 22:30 0.8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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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JTBC의 원스톱 솔루션과 함께하세요. 경쟁력 있는 콘텐트와 영향력 있는 

마케팅 솔루션으로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을 리딩하는 JTBC는 일반 광고, IMC,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연계형 상품을 출시하고 상품 구매 혜택을 신설해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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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집중형

프로그램 기본 패키지

티어 프로그램 편성 중간 광고 PIB1 PIB2

1

NEW  대행사(1/7~) 토·일	22:30 2.0 1.0 0.7

뭉쳐야 찬다 2 일	19:40 2.0 1.0 0.7

2

사랑의 이해 수·목	22:30 1.5 0.8 0.5

아는 형님 토	20:50 1.5 0.8 0.5

최강야구 월	22:30 1.5 0.8 0.5

톡파원 25시 월	20:50 1.0 0.5 0.3

NEW  안방판사(1/24~) 화	20:50 1.0 0.5 0.3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목	20:50 1.0 0.5 0.3

오버 더 톱(~1/10) 화	20:50 1.0 0.5 0.3

세계 다크투어 수	20:50 1.0 0.5 0.3

3

손 없는 날 금	20:50 0.8 0.3 0.2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1/6~) 금	22:30 0.8 0.3 0.2

결혼에 진심(~1/10) 화	22:30 0.8 0.3 0.2

* 15초 기준

** 금액 구간별 기본 보너스율 제공, 기본 판매가이드에 의거 기타 프로그램 제공

JTBC 뉴스룸 패키지

판매가 제공 내역 보너스율

2.0억원 <JTBC 뉴스룸> 중CM 4회 + 전후CM 30회 기타	시사·보도·교양	전중후CM 	80%		→	120%

보너스율 40%

추가 제공
1.5억원

<JTBC 뉴스룸> 가상광고 20회 

+ PIB 5회 + 전후CM 10회
기타	시사·보도·교양	전중후CM 	60%		→	100%

0.5억원 <JTBC 뉴스룸> PIB 5회 + 전후CM 5회 기타	시사·보도·교양	전중후CM 	40%		→	80%

(단위: 억원)

•화제성	높은	앵커	콘텐트의	시청률이	우수한	주말	재방	편성에	주요	위치를	선점하여	효율적인	노출	가능	

•1월	프리미엄	재방	콘텐트:	<대행사>,	<아는	형님>

주말 프리미엄 재방 패키지

판매가 제공 내역 보너스율

0.5억원 주말	프리미엄	재방	중CM	2회 기타	프로그램	전후CM 40%
보너스율 20%

추가 제공

기간 집중형

* 일반 광고 15초, 가상광고 5초 기준

* 집행 가능 프로그램 별도 문의

D-Day 패키지

•론칭일	이슈	광고주	특화	상품	 	 	 	 	 	 	 	 	 	 	 	

•추천	업종:	게임,	영화	등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1.2억원

D-Day	고지	일반	광고	전후CM	28회

(4주간	매일	노출) D-Day	포함

총	8일

가상광고	제작

1회	서비스	제공

가상광고	12회

WEEK-DAY 10PM 패키지

•평일	밤	10시대(22시)	주요	예능	/	드라마	본방	기간	내	집중적으로	노출	가능	 	 	 	 	 	 	 	 	

•주요	프라임	타임	본방에	집중적으로	노출	가능	 	 	 	 	 	 	 	 	 	 	

•시간대	제약	소재	광고주	추천!	 	 	 	 	 	 	 	 	 	 	 	

판매가 제공 내역 대상 프로그램 비고

1.5억원

평일	22시대	프라임	타임	본방

대상	프로그램	中

중CM	5회	제공
월	<최강야구>

화	<결혼에	진심>

수·목	<사랑의	이해>

금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60%		→	100%

보너스율 40%

추가 제공 

0.8억원

평일	22시대	프라임	타임	본방

대상	프로그램	中

PIB1	5회	제공

	40%		→	80%

* 동일 프로그램 최대 2회까지 선택 가능

판매가 제공 내역 프로그램

0.5억원

플래시애드 4회

(대상	프로그램	택	1)

NEW  대행사

뭉쳐야 찬다 2

사랑의 이해

아는 형님

최강야구

톡파원 25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세계 다크투어

0.3억원

손 없는 날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판매가 제공 내역 프로그램

0.3억원

프로그램 시보 4회

(대상	프로그램	택	1)

NEW  대행사

뭉쳐야 찬다 2

사랑의 이해

아는 형님

최강야구

톡파원 25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세계 다크투어

0.15억원

손 없는 날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플래시애드 패키지 프로그램 시보 패키지

* 8초 기준 * 10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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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트리거

•브랜딩	트리거:	전END	/	후TOP(택	1,	15")	+	트리거AD(5")	

•프로그램	직전	또는	직후	캠페인	메시지와	프로그램	IP를	결합한	트리거	연계	노출을	통해	임팩트	있는	노출	가능

판매가 제공 내역 대상 프로그램 보너스율

2.8억원

본방	및	재방	브랜딩	트리거

(대상	프로그램	택	1)

각	4회	-	총 8회

< NEW  대행사> <뭉쳐야	찬다	2>

	80%		→	100%

2.3억원
<사랑의	이해> <아는	형님>

<최강야구>

1.8억원
<톡파원	25시> < NEW  안방판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세계	다크투어> 
	60%		→	80%

1.0억원 <손	없는	날>	<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브로슈어AD / 플러스팩

•노출	형태:	전END	/	후TOP(택	1)	일반	소재(15")	+	이벤트	범퍼(20"/30")	

•기존	소재와	이벤트	범퍼를	연계하여	브랜딩과	이벤트	메시지	전달	가능	 	 	 	 	

판매가 제공 내역 보너스율

1.5억원

브로슈어AD

(이벤트	범퍼	30")

수목드라마	PIB2	2회

	60%		→	130%

수목드라마	전후CM	5회

주말	예능	전후CM	2회

평일	예능	전후CM	10회

기존	소재	15" 기타	프로그램	전중후CM

1.0억원

플러스팩

(이벤트	범퍼	20")

수목드라마	PIB2	2회

	60%		→	90%

수목드라마	전후CM	5회

주말	예능	전후CM	2회

평일	예능	전후CM	10회

기존	소재	15" 기타	프로그램	전중후CM

판매가 제공 내역 대상 프로그램 보너스율

2.4억원

본방	포커스AD	4회

(대상	프로그램	택	1)

< NEW  대행사> <뭉쳐야	찬다	2> 	80%		→	100%

1.8억원
<사랑의	이해> <아는	형님>

<최강야구>

	60%		→	80%
1.2억원

<톡파원	25시> < NEW  안방판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세계	다크투어> 

0.8억원 <손	없는	날>	< NEW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중CM 단초수 상품(포커스AD)

•디지털용	7초	소재로	중CM	청약이	가능한	상품	

•단초수	소재를	활용하여	중CM의	시작과	끝에	임팩트	있는	노출	가능	 	 	 	

1-WEEK 집중 PKG  구좌 한정

•원하는	기간(1주일)	동안	마케팅	활동	집중이	필요한	광고주의	One-Pick	패키지	 	 	 	

•기간	內	주중	콘텐트	후TOP	노출	보장	+	프라임	시간대	100%	제공	 	 	 	 	

맞춤 제작형

대행사 PKG  구좌 한정

•JTBC	드라마	<대행사>	관련	영상	클립을	중심으로	JTBC	유튜브	채널에	노출하는	상품

•콘텐트	화제성으로	브랜딩	캠페인이	필요한	광고주를	위한	타깃	PKG	 	 	 	

구분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대행사>

커스텀 PKG
0.5억원

<대행사>	관련	JTBC	유튜브	콘텐트	타깃팅

(콘텐트	타깃팅	+	채널	타깃팅형	상품	

JTBC	Drama,	JTBC	Drama	Voyage	포함)	

YouTube	프리롤

약	312만	Hit	노출

CPM	16,000원

1구좌	한정

* 5초 Skip 기준

* 15초 Skip 진행 시, 단가  +2,000원 할증 적용

* 정기물 마감 전 기간 협의 필수 

* 프라임 시간대 기준: 20~25시 

* 15초 소재 기준           

상품명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1-WEEK

집중 패키지

TV 1.0억원 기간	內	월~금	21시		본방	후TOP	보장

2구좌	한정

Digital 0.5억원

기간	內	핵심	채널	노출	보장

(JTBC	Entertainment,	JTBC	Voyage,	아는	형님,

차이나는	클라스,	JTBC	Music,	JTBC	Drama)

YouTube	프리롤

약	385만	Hit	노출

CPM	13,000원

DIGITAL  특판 상품

1월 CUSTOM PKG PROMO

•모든	업종	제한	없이	25%	할인	제공

•JTBC	방송	채널을	원하는	콘텐트	자유롭게	선택하는	커스텀	패키지	상품(최소	6개	이상	필수)	 	 	

상품명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1월 CUSTOM PKG PROMO 0.5억원

인기	유튜브	채널을	가장	효율적	단가에	구매

(JTBC	Entertainment,	JTBC	Voyage,	JTBC	News,	

JTBC	Drama,	Drama	Voyage,	JTBC	Music,	

JTBC	Life,	아는	형님,	차이나는	클라스,	비긴어게인)

YouTube	프리롤

약	416만	회	노출	보장

CPM	12,000원

-

* 15초 Skip 기준

* 구매 기간 최소 14일~최대 30일 집행(1월 내 정산 必)

*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별 상품 소개서를 참고 바랍니다. (VAT 별도, 광고 대행료 포함) 

* 상품 관련 문의는 미디어플래닝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jtbc.mp@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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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예능			 		교양

단위 : 만원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30

18:40

19:40 	뭉쳐야 찬다 2

Level.	1	PPL	1,500

Level.	2	PPL	4,000

등급고지	가상광고	

4,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	판매	완료

브릿지	가상광고	

6,000	/	4회

20:50 	톡파원 25시

등급고지	가상광고	

3,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5,000	/	4회

	안방판사

등급고지	가상광고	

3,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5,000	/	4회

	세계 다크투어

Level.	1	PPL	1,500

Level.	2	PPL	3,000

	한블리

Level.	1	PPL	1,500

Level.	2	PPL	3,000

	손 없는 날

등급고지	가상광고	

4,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6,000	/	4회

	아는 형님

Level.	1	PPL	1,500

Level.	2	PPL	4,000

등급고지	가상광고		

4,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6,000	/	4회

코너	브릿지	6,000	/	4회

22:30  최강야구

Level.	1	PPL	1,500

Level.	2	PPL	4,000

등급고지	가상광고		

3,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5,000	/	4회

브릿지	가상광고		

6,000	/	4회

	결혼에 진심

등급고지	가상광고	

3,000	/	4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5,000	/	4회

	사랑의 이해

등급고지	가상광고	1.5억원

아웃트로	가상광고(1번	구좌)	2억원

아웃트로	가상광고(2번	구좌)	2억원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등급고지	가상광고	

10,000	/	6회

아웃트로	가상광고	

15,000	/	6회

정보	자막형	가상광고	

10,000	/	6회

곡	고지	가상광고	

10,000	/	6회

	대행사

등급고지	가상광고	/	판매	완료

아웃트로	가상광고(1번	구좌)	/	판매	완료

아웃트로	가상광고(2번	구좌)	1억원

토크, 음악, 스포츠까지 JTBC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스며들 
음료 광고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세계로	떠나는	<톡파원	25시>,	

대한민국에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킨	남성	4중창	프로젝트	<팬텀싱어4>,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최강야구>까지!	

2023년도	JTBC의	대표	예능들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IMC 음료 특별 판매안 

1월 JTBC 간접 / 가상 판매 라인업

음료 특별 판매안

프로그램명 제공 내역 개별 제안가 통합 제안가

<톡파원 25시>

출연진	테이블	위	음료	비치	12회

음용	장면	1회(*12회	내	포함)

제작	지원	자막	12회차

0.7억원

1.5억원
<팬텀싱어4>

심사위원	테이블	위	음료	비치	11회

음용	장면	1회(*11회	내	포함)

제작	지원	자막	11회차

0.8억원

<최강야구>

더그아웃	내	로고	노출(브랜딩)

음용	장면	2회(*12회	내	포함)

제작	지원	바	12회

제작	협찬	사실	고지	라이선스

0.8억원

* 프로그램별 참고 사항

<팬텀싱어4> 확정 기한 : 12월 19일(1월 초 첫 녹화 예정) / 확정 시점에 따라 회차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강야구> : 시즌 1 녹화 종료, 3월 중순 이후 녹화 재개 예정

* <최강야구>, <팬텀싱어3> 음료 스폰서십 진행 이미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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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내용 소개 메인 시청층 상품명 판매가 콘텐트 예시

<아트비트>

틱톡,	인스타그램	
추가	게재	가능

국내	팬은	물론이고

두터운	해외	팬을	보유한

구독자	393만	명의

댄스	커버	채널

13~24세	Gen	Z

	시청	비중	64%

영	타깃	공략	최적화	

콘텐트

1324	남녀

장소 협찬 브랜디드
10분	이내	RT	/	1편	
커버	댄스	2곡	이상	메들리

3천만원

제품 협찬 브랜디드
8분	이내	RT	/	2편
로케	촬영	+	연습실	패키지

2천만원

기획 PPL
브랜드	제품	1개	+	마케팅	포인트
콘텐트	내	1~2분	이내	노출

1천만원

단순 PPL
콘텐트	내	30초	단순	노출

5백만원

장소 협찬 + 기획 PPL PKG
패키지	구매	시,	추가	혜택	
1)	쇼츠	서비스	제공
2)	디지털	협찬	고지	서비스	제공
3)	이벤트	상품	현물	협찬	대체	가능

4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별 상품 소개서를 참고 바랍니다. (VAT 별도, 광고 대행료 포함) 

* 상품 관련 문의는 미디어플래닝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jtbc.mp@jtbc.co.kr) 

<아트비트> 제휴 PPL - 누적 조회수 10억 뷰의 K-POP 커버 댄스 채널 <ARTBEAT> PPL 간접 광고 상품 디지털 뉴스 제작 - 폭넓은 디지털 커버리지를 가진 <헤이뉴스> PPL 간접 광고 상품

콘텐트 내용 소개 메인 시청층 상품명 판매가 콘텐트 예시

<헤이뉴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게재

MZ세대를	위한

종합	뉴스	미디어	

<헤이뉴스>

인스타그램	팔로어	

22만	이상!

1834	남녀

A1. 편집형 동영상

광고주가	제공한	브랜드	자료를	
동영상	형태로	편집

1천5백만원

A2. 편집형 카드뉴스

광고주가	제공한	브랜드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편집

1천만원

B1. 기획형 취재 보도

브랜드	메시지를	취재하여
전문	진행자를	통해	전달

2천만원

B2. 기획형 인터뷰

브랜드	내부	관계자	인터뷰로
심도	있는	정보성	콘텐트	제작

2천만원

B3. 기획형 시리즈

맞춤형	기획	및	촬영된	
오리지널	3편	시리즈	제작

5천만원

C. 패키지

기획형	동영상부터	카드뉴스까지
올인원	패키지	

4천만원

‘어도비 MAX’편

* 상품 관련 문의는 미디어플래닝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jtbc.mp@jtbc.co.kr) 

활용 IP 내용 소개 시청 타깃 상품명 판매가 콘텐트 예상

<차이나는 클라스>

차클투어-아는만큼보인다GO

특급	교수진과	<비정상회담>의	

대표	대한	외국인들의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여행기

2039	남녀

에피소드 PPL PKG

브랜드	중심의	에피소드	기획
콘텐트	내	4분	이상	노출

8천만원

돈톡한 사이

40대	가장	오상진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재테크	티타임!

3049	남녀
에피소드 PPL PKG

브랜드	중심의	에피소드	기획
콘텐트	내	4분	이상	노출

4천만원

<최강야구>

치열한	경기	중간,

선수들의	휴식과	수다!

꾸밈없고	솔직한

<최강야구>

디지털	전용	콘텐트

3049	남녀

메인 스폰서십 PKG

비하인드	컷	기획	PPL	3회	포함,
쇼츠	/	가상광고	/	임베디드
다중	노출	패키지	구성

1억2천만원

Light PKG

비하인드	컷	기획	PPL	1회	포함,
가상광고	/	임베디드
다중	노출	패키지	구성

5천만원

디지털 스핀오프 PPL - 방송 IP의 파급력을 활용하는 기회! 디지털 스핀오프 PPL 간접 광고 상품  

‘통영’편

조회수	15만	View

‘부동산’편

조회수	8만	View

‘최강야구 비하인드’

조회수	43만	View

‘아트비트-MAGIC’ 편

	조회수	89만	View

콘텐트 내용 소개 메인 시청층 상품명 판매가 콘텐트 예시

<킹요일>

킹	받는	월요일.

월요병	퇴치를	위해

이은지가	나서다!

MZ세대	직장인,

예비	직장인	대공감

인터뷰	웹예능	<킹요일>

1834	남녀

갓요일 PKG
브랜디드	에피소드	1회

4천만원

조식 PKG
출근길	직장인	응원	선물로	등장
1분	이하	PPL	노출	1회

2천만원

MVP PKG
인터뷰	MVP를	위한	상품으로	등장
1분	이하	PPL	노출	1회

2천만원

장기 노출 PKG
조식	PKG	or	MVP	PKG	3회	진행

5천만원

<할명수>

시즌 2

누적	조회수	1억	뷰

구독자	88만	명

더	빵빵하게	돌아온

웹예능	대표	주자	

<할명수>	시즌	2

1834	남녀

콜라보할명수 PKG
별도	셀럽	및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브랜디드	에피소드	1회

7천만원

올명수 PKG
브랜디드	에피소드	1회

6천만원

반명수 PKG
1분	내외	에피소드	PPL	1회

3천만원

디지털 오리지널 PPL - JTBC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트에 녹아든 PPL 간접 광고 상품

2023년 1월 2일 첫 방영

‘BTS 진’편

조회수	350만	View

*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별 상품 소개서를 참고 바랍니다. (VAT 별도, 광고 대행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별 상품 소개서를 참고 바랍니다. (VAT 별도, 광고 대행료 포함) 

* 상품 관련 문의는 마케팅솔루션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jtbc.ms@jtbc.co.kr) 

콘텐트 내용 소개 메인 시청층 판매가 콘텐트 예시

맞춤형 브랜디드

콘텐트

브랜드	니즈에	맞춰

기획,	섭외,	채널,	마케팅까지!

게임,	여행	앱,	패션,	커머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사례	보유

브랜드	맞춤 개별	협의	필요	 	

브랜디드 콘텐트 제작 - 브랜드 맞춤형 디지털 콘텐트 제작 및 토털 마케팅 솔루션 제공

이브자리 – 안녕히 주우세호

 

본편	평균	조회수	30만	vie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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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품명 판매 CPM 가이드 비고

JTBC  

프리미엄

유튜브

JTBC	Basic 13,000원 JTBC	모든	콘텐트에	고르게	노출
·			연	5천만원	집행	개런티	시	

판매	CPM	10%	OFF

·	최소	집행	금액	없음

·		추가	타깃팅	시		

타깃팅별	1,000원	할증		

(성별	/	연령	/	지역	등)

JTBC	Best 15,000원 화제성	높은	인기	콘텐트	및	채널에	집중

JTBC	Custom 16,000원 원하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타깃팅

SMR

드라마	큐레이션 16,500원 드라마를	그룹핑하여	고정	단가에	안정적	타깃팅	구매

·	최소	집행	금액	없음

·	유튜브	포함	노출	

·	일부	상품	비딩	필요	

예능	큐레이션 16,500원 예능을	그룹핑하여	고정	단가에	안정적	타깃팅	구매

SMR	기본	상품 상품별	상이 SMR	랜덤	/	콘텐트	/	클립	상품	

* 기본 상품은 15초 논스킵 컨디션으로, 15초 길이의 소재만 운영 가능합니다.  

* 상품 관련 문의 및 소재 규격 안내는 미디어플래닝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jtbc.mp@jtbc.co.kr) 

구분 상품명 판매가 가이드 업로드 채널

편집형

PPL	클립 5백만원
PPL	장면을	편집해	디지털에	한	번	더	노출

조회수	5만	회	보장
SMR	/	유튜브

베이직	매시업 1천만원
PPL	구간을	포함한	매시업	클립	제작

브랜디드	매시업의	경우,	브랜딩	요소를	추가	삽입하여

광고주	소구	포인트	강화(인트로	/	엔드페이지	구성)

유튜브

브랜디드	매시업 2천만원 유튜브

제작형

NO	CUT	클립 1천만원 방송	심의상	편집된	PPL	장면을	활용한	디지털	클립 유튜브

메이킹	클립 1천5백만원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	PPL	촬영	현장을	메이킹	클립으로 유튜브

디지털	커스텀	클립 개별	협의
방송	IP를	활용해	광고주	전용	콘텐트	제작!	

디지털	맞춤	협찬
플랫폼	협의

엔드페이지	브랜디드 1천만원 클립	아웃트로	영역에	홍보	이미지를	삽입(20개	구성) 유튜브

* 베이직 매시업 클립 상품은 PPL 1개 구간 삽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간 추가 시, 구간당 3백만원 할증 / 최대 3개 PPL 구간 삽입 가능) 

* 업로드 유튜브 채널은 콘텐트 기획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SMR 국내 포털 유통 시, 유튜브 클립에는 24시간 홀드백 정책이 적용됩니다.

* 상품 관련 문의는 미디어플래닝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jtbc.mp@jtbc.co.kr) 

디지털 클립 PPL - 방송 PPL을 디지털에서 한 번 더! 방송 장면을 활용한 편집형 콘텐트 상품 

JTBC 프리롤 - 고정 CPM으로 안정적 구매가 가능한 프리롤 광고 상품 

패키지명 판매가 제공 내역 비고

[바로 보는 본방]  

중CM FULL PKG
5천만원

1개월	內	[바로	보는	본방]	全	프로그램	

회차별	중CM	1회	+	기타	프로그램	전중후CM

[바로	보는	본방]	포함	주요	드라마	/	예능	본방	

중CM	20회	이상	보장

[바로 보는 본방]  

중CM HALF PKG
3천만원

1개월	內	[바로	보는	본방]	全	프로그램	

½회차	중CM	1회	+	기타	프로그램	전중후CM

[바로	보는	본방]	포함	주요	드라마	/	예능	본방	

중CM	10회	이상	보장

바로 보는 본방 패키지

* 상기 편성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JTBC 편성 JTBC2 [바로 보는 본방]

톡파원 25시 월	20:50 월	22:30

오버 더 톱(~1/10) 화	20:50 화	22:30

안방판사(1/24~) 화	20:50 화	22:30

결혼에 진심(~1/10) 화	22:30 화	24:00

세계 다크투어 수	20:50 수	22:3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목	20:50 목	22:30

손 없는 날 금	20:50 금	22:30

아는 형님 토	20:50 토	22:30

뭉쳐야 찬다 2 일	19:40 일	22:00

사랑의 이해 수·목	22:30 수·목	24:00

대행사 토·일	22:30 토·일	24:00

* 일반 광고 15초, 시보 10초, 가상광고 5초 기준 / 제작비 별도

패키지명 판매가 프로그램 비고

가상광고 패키지 1천만원
JTBC	콘텐트	

등급고지,	인트로,	브릿지,	아웃트로	中	택	1

총	20회	제공

(회당	5초	내외	기준)

IMC 패키지

패키지명 판매가 프로그램 비고

일반 광고

시간대 독점 패키지
2천만원

요일	집중형(1개월	內	지정	요일	집중	노출	제공) 중CM	40회,	전후CM	80회	총 120회

주간	집중형(1개월	內	지정	주간	집중	노출	제공) 중CM	40회,	전후CM	80회	총 120회

가상광고 독점 패키지 6천만원
1개월	全	프로그램	등급고지	가상광고	제공

(평일	18~24시,	주말	12~24시	기준)
최소	노출	횟수	130회	이상

시보 독점 패키지 3천만원 1개월	全	프로그램	시보	광고	제공(평일	/	주말	18~24시) 최소	노출	횟수	80회	이상

스페셜 독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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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Focus 1 JTBC 하반기 드라마 BIG4.indd   1514-19 Focus 1 JTBC 하반기 드라마 BIG4.indd   15 2021. 7. 14.   오전 11:432021. 7. 14.   오전 11:43

JTBC2

청약액 1천만원당 횟수 / 15초 중CM 비중 시급 구성

3천만원 이상 70 15% SSA1	:	30%

SSA2	:	30%

SA,	A,	B	:	40%3천만원 미만 60 10%

JTBC4

1천만원당 횟수 / 15초 보너스율

250 400%

청약액 보너스율 SA시급 비중(권장 가이드)

4억원 이상 	120%		→	140%

35%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0%		→	12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0%		→	100% 3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60%		→	80% 25%

1억원 미만 	40%		→	60% 20%

1월 정기물 청약 일정

일자 일정

12월 19일 1월	청약	가이드	오픈

12월 28일 1월	정기물	청약	마감

12월 29일 정기물	청약	결과	확정,	공지

우대 제도

우대 내용 적용 대상 제공 혜택

신규 광고주

1년	이상	JTBC,	JTBC2,	JTBC4	무거래	광고주

+	M/S	50%*	이상	집행	광고주

패키지가	50%	할인

(특판	상품	제외)

1년	이상	JTBC,	JTBC2,	JTBC4	무거래	광고주

각	20%	

추가	보너스	제공
IMC 연계 청약 광고주 JMC**	일반광고	청약액의	20%	이상	IMC	청약	광고주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

* 유료 방송 광고비 기준

** JMC: JTBC, JTBC2, JTBC4

JTBC

기본 판매 가이드

기타 청약 정보

2023. 1
2023년에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풍성해진 JTBC 콘텐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믿고 보는 드라마 & 예능 라인업에서부터 IMC, 브랜디드 콘텐트, 디지털 콘텐트 광고 제안까지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JTBC의 파워 콘텐트와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 플랜을 그려보세요.

1월 특별 보너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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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_ JTBC

2023년 JTBC 드라마 
라인업 미리 보기!

2023년 JTBC는 ‘대중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한다. 따뜻한 로맨스부터 오피스, 미스터리, 

법정물, 수사물, 판타지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이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드라마 라인업을 준비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2022년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JTBC가 

2023년 더욱 강력해진 드라마 라인업으로 돌아오니, 그와 함께 마케팅 플랜을 미리 그려보길 바란다.

나쁜 엄마

출연	 라미란,	이도현,	안은진

극본	 	배세영(완벽한	타인,	극한직업)

연출	 심나연(괴물)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와	

어느	날	아이가	돼버린	검사	아들이	모자	관계를	회복하는	

감동	힐링	코미디.

#대세 배우 이도현 × 명품 연기 라미란  

#현재 가장 트렌디한 배세영 작가와 심나연 감독

신성한 이혼

출연	 조승우,	한혜진,	김성균,	정문성

극본	 	유영아(서른,	아홉)

연출	 이재훈(김과장,	런온)

마지막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명품 배우 그 자체인 조승우의 2년 만의 복귀작 

#최고의 작가 × 최고의 연출
8.9%

유영아 <서른, 아홉>  

최고 시청률 

17.3%
이재훈 <김과장>  

최고 시청률 

누적 조회수 2,443만 뷰

원작 웹툰 <신성한 이혼>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등 3관왕

심나연 <괴물> 

15.7 %
엄정화 <우리들의 블루스>  

최고 시청률 

대행사

출연	 이보영,	조성하,	손나은

극본	 	송수한

연출	 이창민(월간집,	으라차차	와이키키)

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우아하게	처절한	오피스	드라마.

#이보영의 2년 만의 복귀작  

#직장인 공감성 수치 급상승

11.2%
이보영 <마인>  

최고 시청률 

닥터 차정숙

출연	 엄정화,	김병철,	명세빈

극본	 	정여랑(아이가	다섯)

연출	 김대진(돼지의	왕)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1년	차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의	찢어진	인생	리부팅	

봉합기.

#엄정화의 JTBC 드라마 첫 도전기  

#남다른 작품 선구안의 김병철 주연

24.6%
김병철  

<SKY 캐슬> 최고 시청률 

18.8%
라미란 <응답하라 1988>  

최고 시청률

11.3%
조승우 <비밀의 숲 2>  

최고 시청률

1,626만 관객

배세영 <극한직업> 

529만 관객

배세영 <완벽한 타인> 



16

힘쎈여자 강남순

출연	 이유미,	김정은,	김해숙,	옹성우,	변우석

극본	 	백미경(힘쎈여자	도봉순,	마인)	

연출	 김정식(술꾼도시여자들)

<힘쎈여자	도봉순>의	6촌	‘강남순’과	그녀의	엄마	‘황금주’,	

그녀의	외할머니	‘길중간’	이	세	모녀가	만들어가는		

글로벌	스리(3)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힘쎈여자 도봉순> 시즌2!  

#백미경 작가와 김정식 감독의 새로운 케미!

제74회 에미상 여우게스트상

이유미 <오징어게임> 

10.3%
백미경 <힘쎈여자 도봉순>  

최고 시청률

(당시 JTBC 역대 최고 시청률)

J T B C  D R A M A  L I N E - U P

14.0%
임윤아 <빅마우스> 

최고 시청률

942만 관객

<엑시트> 

16.5%
이준호 <옷소매 붉은 끝동>  

최고 시청률

넷플릭스 3주 

연속 1위

천성일 <지금 우리 학교는> 

킹더랜드

출연	 이준호,	임윤아

극본	 	최롬

연출	 	임현욱(너를	닮은	사람,	라이프)

크리에이터	 	천성일(지금	우리	학교는)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가	

직업상	밝은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아이돌? 이제는 배우! 이준호 × 임윤아 

# 임현욱 감독에 천성일 크리에이터로  

기대되는 퀄리티!

힙하게

출연	 한지민,	이민기

극본	 	이남규(눈이	부시게,	송곳)

연출 김석윤(눈이	부시게,	나의	해방일지)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가진	수의사와	열혈	

형사	콤비가	작은	동네의	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연기력 논란 종결 한지민 × 이민기  

#<눈이 부시게> 제작진 재결합!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제39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

한지민 <미쓰백>

12.1%
이남규, 김석윤, 이민기  

<눈이 부시게> 최고 시청률 

이 연애는 불가항력

출연	 로운,	조보아,	하준,	유라

극본	 	노지설(백일의	낭군님)

연출	 남기훈(키스	식스	센스)

오래전	봉인되었던	금서를	얻게	된	여자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남자의	불가항력적	로맨스.

#젊은 여성 타깃 특화  

#판타지 로맨스

11.1%
로운 <연모>  

최고 시청률 11.1%
조보아 <군검사 도베르만>  

최고 시청률

9.1%
유라 <기상청 사람들>  

최고 시청률 



첫 번째로 알아볼 신규 예능은 ‘Judge(판사, 판단하다)’ 키워드의 <안방판사>이다. 2021년 대한민

국 고소 건수 35만여 건, 이제 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다. <안방판사>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트러블을 법의 잣대로 판단한

다. 배우자의 비자금에 대한 소유권, 축의금을 돌려달라는 친구, 이별 후 함께 키운 반려동물에 대

한 소유권, 심한 코골이로 인한 이혼 등 크고 작은 사연들을 변호사와 패널들이 함께 법정 논쟁을 

벌이고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잘잘못을 판단한다. 우리 모두의 일상 생

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깔끔한 진행력의 전현무와 트로트계의 아이돌 이찬원, 그

리고 실제 변호사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1월 6일 금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두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하다!

다음 예능은 ‘Begin-Again’ <비긴어게인: 인터미션>이다. 매 시즌 레전드 영상과 함께 팬덤을 쌓아

온 <비긴어게인>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다. 전 시즌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준 박정현과 유

일무이한 목소리의 김필은 물론이고 임재범, 하동균, 김종완, 최정훈, 강민경, 존박, 헤이즈, 박혜원

(HYNN)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컬 어벤져스가 모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 코로나로 힘

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요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두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음악으로 온기를 전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30분 편성으로 

힘들었던 한 주의 마무리를 하기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임을 장담한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신규 예능은 ‘Team’ <피크타임>이다. <피크타임>은 오디션 명가 JTBC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는 본 적 없는 대상이

다. <싱어게인> 제작진의 신규 프로그램 <피크타임>은 코로나로 무대를 잃거나, 소속사와 문제가 

있었거나, 낮은 대중인지도 등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데뷔 이력이 있는 남자 아이

돌’을 대상으로 한다. <피크타임>의 키워드가 ‘Team’인 이유는 오디션 최초로 개인전이 아닌 팀전

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그리고 아이돌 강국 대한민국에서 묻혀 있던 보석 

같은 팀을 발굴해 글로벌 보이그룹으로 재탄생시킨다. 

2023년 그들 인생의 ‘피크타임’을 가지게 될 새로운 얼굴이 누가 될지 함께 주목해보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년 1분기 JTBC 신규 예능! 4各 

4色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JTBC가 준비한 4가지 1분기 신규 예능!

익숙하기도, 완전히 새롭기도 한 

4가지 예능을 JTBC에서 하나 씩 딴  

키워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규 예능은 키워드 ‘Crossover’의 <팬텀싱어

4>이다. <팬텀싱어>는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성악과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크로스오버’해 대결을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 클래식과 K-POP은 물론이고 국악, EDM,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에 그야

말로 ‘K-Crossover’ 열풍을 일으켰다. 역대 우승팀들의 공연이 프

로그램 종영 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연일 매진 행렬을 이루는 것으

로 보아 <팬텀싱어> 시리즈의 팬덤은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

에 <팬텀싱어4>는 더욱 진화했다. 글로벌 실력자 발굴을 위한 미

국, 유럽 등 해외 오디션, 될 성 부른 나무의 떡잎을 찾기 위한 예술

고등학교 오디션 등 참가자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역대 우

승자들의 심사위원 및 멘토 참여로 많은 팬덕(<팬텀싱어> 덕후)들

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아울러 <팬텀싱어>의 팬들을 위한 공

간도 마련했다. ‘팬텀싱어 스테이지’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역대 레

전드 무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벤트, 실시간 시청자 반응 등을 

보며 함께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역대급 시즌이 될 <팬

텀싱어4>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 

JUDGE

T EAM

B EGIN-AGAIN

C ROSSOVER

안방판사
1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점을  
법의 잣대로 씹고 물고 뜯어본다!

피크타임
2월 7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데뷔 이력이 있는 모든 남자 아이돌들의  
오디션 최초 팀전 서바이벌!

팬텀싱어4
2023년 1분기 방영 예정

대한민국에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킨 
<팬텀싱어> 그 네 번째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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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_ JTBC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2023년 JTBC 여심 저격 드라마  
집중 탐구

2022년 최고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로 기세를 잡은 JTBC가 2023년 연초부터 여심 몰이를 예고한다. 

쉬코노미(She + Economy) 트렌드가 확산되는 요즘, 여성 또는 맘 타깃 브랜드들 역시 치열한 캠페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JTBC표 현실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이해>와 

J’ELLO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직장인 공감 오피스 드라마 <대행사>까지 출격 준비를 마쳤다.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이 시기 그 어디에도 없을 여심 저격 드라마 ‘핫’ 플레이스 JTBC에서 제안하는 아래의 저격 

포인트를 살펴보고 2023년 1분기 성공적인 캠페인의 첫 스타트를 끊어보자.

사랑의 이해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 방송

사랑에 울고 웃으며 아파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JTBC표 휴

먼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하이퍼-리얼리즘으로 현실 고증

된 연애 심리를 녹여내어 언쿨(Uncool)하고 속물적인 사내 연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6년 한겨레문학상 수상 작가 이혁진의 장

편 연애 소설이 원작이며, KCU은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네 남녀의 

사내 연애 이야기를 다룬다.

#2. 여심 저격 포인트 

탄산 팡팡 터지는 사이다의 직장인 공감 오피스 드라마

 SYNOPSIS 
본인의 전(前) 사수, 안수영 주임(문가영 분)을 좋아하는 하상수 계장(유연

석 분)은 그녀가 청원 경찰인 정종현(정가람 분)과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사

실을 눈치 챈다. 상수는 수영을 향한 마음을 접고 능력 있는 금수저 상사인 

박미경 대리(금새록 분)와 서서히 가까워진다. 한편 종현이 연거푸 경찰 시

험에서 떨어지며 수영과 미세한 불화가 생기고 상수는 자신을 압도하는 미

경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각자의 이유로 사랑에 망설이고 흔들리며, 때론 도망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아름답고도 아름답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녹여낸 이 드라마를 통해 사랑의 

홍역을 치러본 이들의 설렘과 눈물을 자아내고 계절만큼이나 얼어붙은 우

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이라 자신한다.

 SYNOPSISI    
대기업 광고대행사 VC기획의 제작2팀 수장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인 ‘고아인’(이보영 분)은 광고 경력 19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린 결과, 업계 1등 

‘광고 퀸’ 자리에 오르며 VC기획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었다. 그룹의 재벌 3

세이자 회장님의 금지옥엽 따님 자리를 위해 1대 얼굴 마담 임원으로 이용당

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높은 유리 천장을 깨고 올라서리라 다짐한다.

절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오른 고아인의 가시밭길 성공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대행사>는 광고업계를 둘러싸고 정점에 서기 위해 매일매일 

전쟁터에 오르는 진짜 ‘꾼’들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JTBC 드라마와

는 첫 인연을 맺은 ‘믿고 보는 배우’ 이보영의 내공과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

될 이번 드라마는 JTBC의 드라마 제작력을 다시 한번 입증함과 동시에 여성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소화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대행사
1월 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2022년 최대의 화제작 <재벌집 막내아들>의 후속으로 <대행사>가 

낙점되었다. 물 위에선 백조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지만, 물 밑에서

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광고대행사 프로들의 이야

기를 그려낸 드라마 <대행사>는 짜릿한 사이다 이야기로 광고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대행

사>를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자.

#1. 여심 저격 포인트

눈물 콧물 쏙 빼는 ‘멜로드라마’ 장인 JTBC표 현실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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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_ IMC REPORT

방송 + 디지털 + 리서치 등 브랜드 통합 캠페인 진행

JTBC    아이스트 미디어 업프런트

JTBC와 아이스트가 2022년 10~12월까지 3개월간의 동행을 마쳤다.

JTBC는 브랜드의 마케팅 시점을 미리 파악하여 브랜드에 적합한 방송 + 디지털 미디어 믹스를 제안했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소재와 바이럴 영상을 제작·운영하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JTBC와 아이스트의 IMC 통합 캠페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 JTBC ] 

주요 예능, 드라마 일반 광고 + 변형 광고 운영

아이스트는 JTBC와의 미디어 업프런트 계약을 통해 JTBC 예능과 드라마 주요 재원 모두에 브랜드를 노출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캠페인 예산의 대부분을 JTBC에 집중하며, 타 브랜드 대비 독점적인 benefit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히든싱어7> <디엠파

이어: 법의 제국> <재벌집 막내아들> 등 타깃에 맞는 프로그램에 가상광고 + 플래시애드 + 시보를 노출하며 퍼포먼스를 극대화했다. 

CPP는 약 150만원 기록, 가상광고로 얻는 광고 효과를 제외하고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온라인 정량 조사
<Focus Group Discussion>

유튜브 타깃 예능
드라마 클립 인트로 +  

엔드페이지 가상광고 제작 및 운영

유튜브 프리롤
 SMR 홈쇼핑 시간대 타임 블록 운영

네이버 타임 보드 
소재 제작 및 운영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지털 바이럴 영상 제작 및 운영

01 02 03

<히든싱어7> 
아웃트로 가상광고 제작 및 운영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 
등급고지 가상광고 제작 및 운영

<재벌집 막내아들> 
프로그램 시보 제작 및 운영

[ 디지털 ] 

유튜브 + SMR + 네이버 매체 운영

JTBC는 디지털 파트에서도 강하다. JTBC 방송 광고 파트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고주의 캠페인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제안하고, 매체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여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아이스트 사례 역시 유튜브 프리롤, 인트로-엔드 페이지 , 바이럴 영상 + 네

이버 타임 보드 + SMR 타임 블록 등 다양한 매체를 제안하고 진행하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했다. CPM, CPV 모두 예상 대비 2배가

량 좋은 효율을 보였고, 공식 광고 영상은 조회수 약 800만을 기록했다. 

[ 리서치 ] 

소비자 U&A 조사, 광고 인지도 조사

JTBC는 단순히 광고를 노출시키는 개념을 넘어 브랜드의 성공적인 캠페인 플랜과 리포팅을 위해 리서치를 실시했다.

소비자 Usage & Attitude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플래닝을 펼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FGD 

방식의 광고 인지도 조사를 통해 광고 캠페인의 효과를 정량, 정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결과값 도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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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싱어7>  삼성전자

프로그램  히든싱어7

방송 일시 2022년 11월 18일

브랜드 삼성전자

집행 유형 본방송 LV. 2 PPL 1회 + 디지털 클립 업로드 1회

역대급 모창 대결이 펼쳐진 <히든싱어7> 왕중왕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삼성전자 BESPOKE 제트봇이 전달되었다. 이번 시즌의 1등 경품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MC 전현무의 부캐인 무스키아의 그림이 그려진 로봇 청소기였기 때문이다. 

무스키아가 로봇 청소기 상단 커버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부터 인서트 컷, 증정 

에피소드까지 제품을 성공적으로 노출한 사례!

프로그램 워크맨 2

방송 일시 2022년 12월 2일

브랜드 신용협동조합 

집행 유형 직업 체험 PPL 1회

워크맨 장성규가 ‘#전설의 워크맨’을 만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일일 직원으로 

출근했다. ATM 내 현금 채우기부터 시재 정리, 창구 마감까지 일일 업무를 모두 

체험하며, 다른 금융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신용협동조합만의 조합원 혜택과 비과세 

혜택 소개는 물론이고 전설의 선배와 함께하는 경동시장 잡금 업무까지, 신협의 주요 

포인트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프로그램 톡파원 25시

방송 일시 2022년 11월 14일

브랜드 한국산업인력공단

집행 유형 본방송 제작 지원 1회, 제작 지원 자막 바 1회

해외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하는 톡파원들. 이들을 가장 부러워할 사람들은  

바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 아닐까? 그리하여 카타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해외 취업자 선배가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활용 등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 다양한 팁을 한 보따리 풀어냈다.

프로그램 오버 더 톱

방송 일시 2022년 11월 8일~ 

브랜드 한돈자조금

집행 유형  본방송 선물 제공 PPL 7회 + 취식 에피소드 PPL 2회 +  

제작 지원 자막 전 회차 + 아웃트로 가상광고 전 회차

JTBC에서 국내 최초로 팔씨름 토너먼트 예능이 시작됐다. 가장 뜨거운 명승부를 펼친 

오늘의 ‘매치 오브 더 데이’를 선정하여 우승 상품으로 한돈 선물세트가 증정되었다. 

힘과 기술, 체급과 관계없는 드라마틱한 승패로 시청자로 하여금 이번 판의 우승자를 

예측해보는 재미까지 선사했다. 팔 힘이 중요한 선수들의 단백질 보충을 책임지고 

메인 스폰서로서 프로그램을 응원하는 브랜드로 자연스레 연계시키며 진행된 사례.

<톡파원 25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워크맨 2>  신용협동조합 <오버 더 톱>  한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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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PPL부터 노출형 프리롤 광고까지, 디지털의 모든 것을 담은 JTBC Digital 집행 사례를 만나보자! 

CASE STUDY

<헤이뉴스> 

기획형 동영상 상품

지정된 회사를 방문, 직장인의 

직장생활을 들어보는 인터뷰 웹예능

<쎄오세호>, <안녕히 주우세호>, <마이 노선> 등 

브랜디드 콘텐트 방영

정부 기관, 지자체 정책 홍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MZ세대 타깃들에게 
우리 회사 홍보 

브랜드 NEEDS에 맞게 
알잘딱깔센

기업, CSR 메시지를 트렌디하게 
알리는 홍보 솔루션 제공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 멘트 어필

전천후 2차 확산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Sales Point  Sales Point  Sales Point  

  MZ세대 저격 SNS 플랫폼을 통해 짧지만 강력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정보성 콘텐트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정책 등을 공감할 수 있게 전달

남의 직장생활에 관심 많은 MZ세들에게 

회사의 문화, 복지, 분위기 전달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포인트를 살려 

브랜디드 콘텐트 제작

       세상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 or 

CEO의 인터뷰로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성 노출 가능 

콘텐트 속 재미 포인트를 밈화하여 각종 SNS, 

커뮤니티에 바이럴 확산

MZ세대 취향 & 관심 데이터 기반, 

다양한 카테고리로 뉴스를 전달!

MZ세대 직장인과 예비 직장인에게  

브랜드 각인, 킹요일 갓요일 PKG

기획부터 제작까지 브랜드에 맞춘, 

브랜디드 콘텐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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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2023년 JTBC가 새롭게 준비한 세 가지 색깔의 Digital 광고 제안을 살펴보자! 

브랜디드 콘텐트

광고주 서울관광재단

집행 상품  브랜디드 콘텐트 제작

대한민국 최고의 트렌디 아티스트 송민호가 서울 지하철에 떴다! 직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서울 곳곳을 여행하는 송민호의 모

습을 통해, 서울에 숨은 관광 명소를 보여줬다. 서울관광재단의 SNS 채널인 visitseoul에 추가 콘텐트가 올라가는 등 소셜 마케팅도 

연계하였다.

디지털 스핀오프

광고주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통영시청

집행 상품  브랜디드 콘텐트 제작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교수와 대한 외국인 알파고, 카메론이 통영으로 떠났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

는 가이드 썬킴과 함께 구독자들은 통영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지역의 스토리

가 담긴 차클투어는 단순 방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행지의 숨겨진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여행 콘텐트다.

디지털 뉴스 제작

브랜드 어도비코리아

집행 상품    <헤이뉴스> 기획형 상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기능들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시연해보며 소개했다.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며 브랜드의 타깃을 확장시킨 브랜디드 제작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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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Digital 광고 효과를 높이는 

클립 경쟁력을 살펴보자!

POWER INDEX｜JTBC 메인 채널
방송 기반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트(클립 & 매시업)를 유기적으로 운영, 

채널별 성격에 따라 맞춤형 클립 기획

<아는 형님> HOT 클립
케미란 것이 폭발했다!

‘환상의 짝꿍’ 전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인 <아는 형님>

유튜브

no

1

2

3

4

5

프로그램명

아는 형님

재벌집 막내아들

최강야구

K-909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5,126만

3,823만

1,279만

1,066만

844만

조회수

JTBC 
BRANDED CONTENT

화제성 높은 예능 X 드라마 방영작과의 콜라보로 마케팅 효과 UP!

시청자 분석 

1854 세대 소비 인구에서 높은 시청 비중

JTBC 인기 프로그램 TOP 5

역시는 역시! 굳건한 <아는 형님>과 시청률 고공행진! 

<재벌집 막내아들> 신드롬 열풍

구독자수  

2,269만 명  

월간 조회수  

3억 5,914만
view

183만 view

104만 view

151만 view

98만 view

240만 view

138만 view

60만 view

130만 view

64만 view

83만 view

41만 view

113만 view

89만 view

227만 view

구독자  

753만 명
월 평균 조회수 

7,688만 view

구독자  

349만 명  
월 평균 조회수 

9,144만 view

구독자  

461만 명
월 평균 조회수 

4,307만 view

보유 채널 구독자수 총합, 2022. 11 기준

보유 채널 월간 조회수 총합, 2022. 11 기준

13~17세

4.4%
10.4%

48.3%

36.9%

18~34세 35~54세 55세 이상 

여성

 46.1%
남성 

 53.7%

* 월 평균 조회수 : 2022. 11 기준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조회수

* 클립 조회수 : 업로드 시점부터 2022. 11까지 발생한 총 조회수

          김종민 15초 만에 강호동           코요태 노래 아닌 거 찾기

* 2022. 11 기준

SMR

no

1

2

3

4

5

프로그램명

재벌집 막내아들

히든싱어7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아는 형님

톡파원 25시

917만

143만

143만

82만

63만

조회수

JTBC VOYAGE｜히든싱어7

DRAMA VOYAGE｜재벌집 막내아들

JTBC X 아이스트 브랜디드 콘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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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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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첫 방송

7
 <대행사> 첫 방송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 생중계

8 9 10
 <오버 더 톱> 최종회

 <결혼에 진심> 최종회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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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안방판사> 첫 방송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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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K-909> 최종회

11 12 13
 <먹자GO> 최종회

14
 <떼춤: 100댄서> 최종회

15 16 17

18 19 20 21
 <사랑의 이해> 첫 방송

22 23 24

25
   <재벌집 막내아들>  

최종회

26 27 28 29 30 31

2023. 1
방송, 디지털, 오프라인을 다양하게 넘나들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JTBC. 

해당 섹션에서는 JTBC 1월의 추천 콘텐트와 장르별 주요 콘텐트 등 다양한 콘텐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방송사 편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교양    보도

2023. 1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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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광고대행사 최초로 여성 임원의 자리에 올라선 ‘고아인’.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간다.

우아하게 처절한 광고대행사 오피스 드라마!

사랑의 이해

사랑에도 계급이 있다?

이해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은행 속 네 남녀의

여심 저격 과몰입 유발 사내 연애 드라마.  

방송 토·일 22:30  [1/7 첫 방송]

출연  이보영, 조성하, 손나은,  

한준우, 전혜진 등

극본   송수한

연출   이창민(월간집, 으라차차 와이키키)

# ‘믿보’ 배우 이보영의 복귀작,  

사이다 같은 여성 오피스 드라마

# <월간집>,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사람 냄새 나는 연출의 이창민 PD

# 대한민국 직장인 공감 200%, 

우아하면서 처절한 오피스 드라마

PACKAGE PRICE
중CM 2.0억 / PIB1 1.0억 / PIB2 0.7억

방송 수·목 22:30

출연  유연석, 문가영, 금새록, 정가람 등

극본 이서현, 이현정

연출 조영민(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원작 소설 <사랑의 이해>

# <슬의생>, <수리남>의 유연석과  

로맨스 대표 배우 문가영의 만남

# 로맨스 명작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조영민 PD

# 익숙한 은행에서 일어나는 현실 공감 

연애 치정 누아르!

PACKAGE PRICE
중CM 1.5억 / PIB1 0.8억 / PIB2 0.5억

1월 추천 JTBC  드라마

N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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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방송 토 20:50

출연  강호동, 이수근, 김영철, 이상민, 서장훈, 민경훈, 김희철, 이진호

제작 민철기, 최창수

이성 상실, 본능 충실!

1월에도 초특급 게스트 라인업으로 함께하는,

형님 학교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놀이 <아는 형님>.

#토요일 저녁은 <아는 형님>

#명불허전 상징적인 JTBC 간판 예능

#미친 섭외력, 미친 화제성!

PACKAGE PRICE
중CM 1.5억 / PIB1 0.8억 / PIB2 0.5억

뭉쳐야 찬다 2

방송 일 19:40  

출연  안정환, 이동국, 김용만, 김성주 등

제작 성치경(뭉쳐야 찬다)

대한민국 대표 스포테인먼트 레전드 <뭉쳐야 찬다>!

생활 체육 역사상 최고의 코치진과 ‘축구 오디션’을 통해 만난 어쩌다벤져스,

더욱 강력해진 웃음과 화제성의 <뭉쳐야 찬다> 그 두 번째 시즌.

#믿고 보는 <뭉쳐야> 시리즈

# 레전드 스포테인먼트 예능의 원조 <뭉쳐야 찬다 2>의 날로 성장하는 경기력!

#명불허전 JTBC 대표 예능

PACKAGE PRICE
중CM 2.0억 / PIB1 1.0억 / PIB2 0.7억

최강야구

방송 월 22:30 

출연  김성근,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등

연출 장시원(도시어부, 강철부대)

야구의 나라 대한민국, 프로야구 제11구단 창단을 목표로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레전드 베테랑 프로선수들의 진심 야구,

1천만 야구팬의 심장을 뛰게 할 사상 최강의 야구팀이 탄생한다.

#<도시어부> <강철부대>를 연이어 히트시킨 장시원 PD의 세 번째 도전

#‘야신’ 김성근 감독 선임과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의 합류

#프로야구 휴지기에 야구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최강야구>!

PACKAGE PRICE
중CM 1.5억 / PIB1 0.8억 / PIB2 0.5억

JTBC  예능

톡파원 25시

방송 월 20:50

출연  전현무, 김숙, 양세찬, 이찬원, 타일러, 알베르토 등

제작 홍상훈(히든싱어6, 유명가수전)

세계 각지의 특파원? 우리는 톡파원!

해외 교민, 유학생, 한국말이 유창한 외국인을 톡파원으로 임명한다.

해외에 가지 못해 더욱 궁금해진 각 나라의 소식을 톡파원을 통해 알아보자.

#누워서 세계 속으로, TV로 가는 해외여행

#실제 거주 중인 톡파원을 통해 생생하게 알아보는 현지 상황

#해외여행 급증과 함께 시청률 고공 상승!

PACKAGE PRICE
중CM 1.0억 / PIB1 0.5억 / PIB2 0.3억



36 37

안방판사

방송 화 20:50  [1/24 첫 방송]

출연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 등

연출 정동현(1박 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국인의 고민 1순위 인간관계!

인간관계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그날까지,

누구나 겪는 인간관계 속 크고 작은 문제를 법의 잣대로 뜯어본다.

#전현무와 이찬원의 진행에 진짜 변호사까지 출연!

#<1박 2일 시즌 4>,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정동현 PD 신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감 백배 법정 예능 토크쇼

PACKAGE PRICE
중CM 1.0억 / PIB1 0.5억 / PIB2 0.3억

오버 더 톱–맨즈 챔피언십

방송 화 20:50(~1/10)

출연  전현무, 문세윤, 김민경 등

제작 윤현준, 박성환(싱어게인, 효리네 민박)

“대한민국에서 팔씨름 누가 제일 잘해?”

만 15세 이상 남자라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팔씨름 토너먼트 예능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초, 상금 1억원을 쟁취할 초대 팔씨름 챔피언 찾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놀이, 팔씨름을 스포츠로!

#깔끔한 진행의 전현무, 예능 대세 문세윤, 국가대표 김민경의 진행

PACKAGE PRICE
중CM 1.0억 / PIB1 0.5억 / PIB2 0.3억

JTBC  예능

손 없는 날

방송 금 20:50

출연 신동엽, 한가인

연출 김민석, 박근형(유 퀴즈 온 더 블럭)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이사!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삿날, 요란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출동한다.

짐보다 말이 많은 시끌벅적 이사 버라이어티.

#국민 MC 신동엽의 13년 만의 야외 예능!

#<유퀴즈> X <1박 2일> 최고의 제작진 라인업

#자극적인 예능 홍수 속, 사람 냄새 가득한 가족 버라이어티

PACKAGE PRICE
중CM 0.8억 / PIB1 0.3억 / PIB2 0.2억

비긴어게인: 인터미션

방송 금 22:30  [1/6 첫 방송]

출연  임재범, 박정현, 김종완, 강민경, 최정훈, 김필, 존박 등

제작 신영광(뜨거운 씽어즈)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점차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요즘,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두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한다.

<비긴어게인> 간판들과 뉴 페이스가 모여 새로운 레전드를 만들어간다.

#임재범, 박정현, 김종완, 강민경 등 최고의 보컬리스트 총출동

#유튜브 조회수 1000만 제조기 <비긴어게인>의 새로운 시즌

#금요일 22:30 편성으로 일주일의 마무리를 <비긴어게인>으로!

PACKAGE PRICE
중CM 0.8억 / PIB1 0.3억 / PIB2 0.2억

N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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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진심

방송 화 22:30(~1/10)

출연  성시경, 안현모, 이진혁, 유정(브레이브 걸스)

제작 이엘미디어컴퍼니(돌싱글즈, 슈퍼맨이 돌아왔다)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에 진심인 12명의 일반인들이 ‘매칭 하우스’에 입성해

연애부터 결혼 준비까지 보여주는 초현실 연애 리얼리티.

#<돌싱글즈> 제작사의 새로운 연애 리얼리티 도전

# 연애를 넘어서 현실적인 결혼 준비 과정까지 보여주는 

진짜 리얼리티!

PACKAGE PRICE
중CM 0.8억 / PIB1 0.3억 / PIB2 0.2억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

방송  1/7(토) 20:00  

JTBC2 · JTBC4 현지 생중계 / JTBC 지연 중계

‘가수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자리매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Since 1986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축제

#디지털 음원에서 일반 음원까지

JTBC 뉴스룸

방송 주중 19:50 / 주말 17:50

진행   주중 박성태 앵커, 안나경 앵커 

주말 강지영 앵커

더 집요하게, 더 다채롭게 확 달라진 <JTBC 뉴스룸>.

더욱 강화된 심층성과 다양성에

매주 금요일 방청객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까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목 20:50

출연  한문철 변호사, 이수근, 규현, 기욤 패트리, 한보름, 수빈(우주소녀)

연출 민철기(복면가왕, 엄마는 아이돌)

교통 법규 일타강사 한문철 변호사가 TV에 나온다.

‘블랙박스계의 솔로몬’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교통 상식 대결부터

대한민국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착한 드라이버’ 프로젝트까지!

#구독자 156만 명의 한문철 변호사의 TV 프로그램!

#<복면가왕>, <엄마는 아이돌> 연출자 민철기 CP의 새로운 도전기

#최고의 서포터 이수근부터 만능 아이돌 규현과 기욤 패트리까지!

PACKAGE PRICE
중CM 1.0억 / PIB1 0.5억 / PIB2 0.3억

세계 다크투어

방송 수 20:50

출연  박나래, 장동민, 봉태규, 박하나, 이정현

제작 성치경(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먹고 놀기만 하는 여행은 이제 그만!

전 세계의 비극적 역사와 극악무도한 범죄 현장을 살펴보는 ‘다크 투어리즘’으로,

배움과 성찰이 함께하는 언택트 세계 여행

#국내 최초 세계 사건 현장 언택트 투어

#흥미진진한 사건과 그리운 외국 풍경의 새로운 조합

#스릴러, 추리소설 광팬들의 새로운 이야깃거리

PACKAGE PRICE
중CM 1.0억 / PIB1 0.5억 / PIB2 0.3억

JTBC  교양 JTBC  예능·보도

H
O

T



40 41

JTBC  디지털예능

할명수 시즌 2

릴리즈  디지털 금 17:30  

YouTube 할명수 채널 

연출 조숙진(괴릴라 데이트)

출연 박명수 

유튜브 1인자에 도전한다! 

별명 부자 박명수의 다채로운 부캐 쇼!

#부캐 부자 박명수
#캐릭터를 통해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게 광고 노출

킹요일

릴리즈  디지털 월 18:00   

YouTube 스튜디오  채널

연출  김지연(오늘도 삽질)

출연  이은지

직장인 월요병 타파를 위해 이은지가 나서다.

휴머니즘 공감 인터뷰 웹예능!

#MZ세대 직장인 관심사 저격 
#인터뷰 통한 제품 및 서비스 노출 

헤이뉴스  

릴리즈 Instagram 헤이뉴스 @_hey.news_

 Facebook 헤이뉴스 페이지 

 홈페이지 hey.news.co.kr

 YouTube 헤이뉴스 채널

MZ세대를 위한 스토리 커뮤니티 Hey.News!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취향별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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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1월 JTBC 기본 편성표 * 15초 이하 광고 집행 시, 할증률 20% 적용 

* 프라임 타임 본방송 PIB1 후TOP/전END 지정 시 단가는 일반 전후CM 대비 150% 수준

* 금액 단위 : 천원

* 상기 편성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A A B C

자막(10초) 1,000 700 300 150

탄력시보(10초) 후속 프로그램 PIB1 단가의 2/3

금액 단위: 천원자막, 탄력시보 광고 단가

 중CM /  PIB /  전후CM 15초 광고 단가 명시

시급 시 분 월 화 수 목 금 분 시 분 토 일 분 시 시급

C
6 닥터들의 썰왕썰래(재)

- / 200 / 100

알짜왕(재)
- / 200 / 100

다큐 플러스(재)
- / 200 / 100

중독자들(재)
- / 200 / 100

가족의 발견 배우자(재)
- / 200 / 100

6

5 5

6

C

베푸는 베프(재)
- / 200 / 100

친절한 진료실(재)
- / 200 / 100

7
미라클 푸드(재)
1,800 / 900 / 600

지킬박사와 가이드(재)
1,800 / 900 / 600

애니메이션(재) 애니메이션(재)
시청자 의회
- / 900 / 600

7
한 번 더 리즈시절

- / 200 / 100

애니메이션(재)
30 7

B

애니메이션(재) 애니메이션(재)
중독자들

300 / 200 / 100

8 상암동 클라스
- / 1,100 / 700

8
쌀롱하우스

300 / 200 / 100
30 8

다큐 플러스
1,800 / 900 / 600

9

5 5

9
미라클푸드

1,800 / 900 / 600
25 9

B
친절한 진료실
1,800 / 900 / 600

가족의 발견 배우자
1,200 / 600 / 400

이츠 마이 라이프
1,800 / 900 / 600

알짜왕
1,800 / 900 / 600

 닥터들의 썰왕썰래
1,800 / 900 / 600

지킬박사와 가이드
1,800 / 900 / 600

1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3,200 / 1,600 / 1,100

세계 다크투어 스페셜
3,200 / 1,600 / 1,100

차이나는 K-클라스(재)
3,200 / 1,600 / 1,100

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뭉쳐야 찬다 2 스페셜
3,200 / 1,600 / 1,100

10

50

위대한 식탁
1,800 / 900 / 600 30 10

A

A

대행사(재)
6,400 / 3,200 / 2,100톡파원 25시 스페셜

3,200 / 1,600 / 1,10011 30
40

30
40

11

55

11JTBC 이 시각 뉴스룸

대행사(재)
3,200 / 1,600 / 1,100

결혼에 진심 스페셜
3,200 / 1,600 / 1,100

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스페셜
3,200 / 1,600 / 1,100

손 없는 날 스페셜
3,200 / 1,600 / 1,100

JTBC 이 시각 뉴스룸

12
40

12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5,700 / 2,800 / 1,900

아는 형님(재)
5,700 / 2,800 / 1,900

12

안방판사(재)
3,200 / 1,600 / 1,1001

10

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3,200 / 1,600 / 1,100

1 30

50

1

대행사(재)
3,200 / 1,600 / 1,100

톡파원 25시(재)
3,200 / 1,600 / 1,100 대행사(재)

5,700 / 2,800 / 1,900

세계 다크투어(재)
5,700 / 2,800 / 1,900

2
40
50

세계 다크투어(재)
3,200 / 1,600 / 1,100

20
2

50

2

결혼에 진심(재)
3,200 / 1,600 / 1,100

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B

뭉쳐야 찬다 2(재)
3,200 / 1,600 / 1,100

최강야구(재)
3,200 / 1,600 / 1,100

대행사(재)
5,700 / 2,800 / 1,900

3 30
40

3
20

3

대행사(재)
5,700 / 2,800 / 1,900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안방판사(재)

3,200 / 1,600 / 1,100

사랑의 이해(재)
3,200 / 1,600 / 1,100

A

4 4

10

40
4

손 없는 날(재)
5,700 / 2,800 / 1,900 버디 보이즈(~1/8)

5,700 / 2,800 / 1,900
5

정치부 회의
- / 1,600 / 1,100

5

50 50

5

JTBC 뉴스룸  
- / 7,000 / 4,800

6 30 6

50
40

6

SA

사건반장
3,200 / 1,600 / 1,10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스페셜
13,500 / 6,100 / 4,500

톡파원 25시 BEST

7

50

7
20

40
7

안방판사(재)
13,500 / 6,100 / 4,500

뭉쳐야 찬다 2
22,500 / 12,200 / 9,000

JTBC 뉴스룸
24,300 / 7,000 / 4,800

SA

8

50

8

50

8

톡파원 25시
12,000 / 6,480 / 4,800

오버 더 톱(~1/10)

→안방판사(1/24~)
12,000 / 6,480 / 4,800

 세계 다크투어
12,000 / 6,480 / 4,80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2,000 / 6,480 / 4,800

손 없는 날
12,000 / 6,480 / 4,800

아는 형님
22,500 / 12,200 / 9,000

9 9 9

10 30 10 30

톡파원 25시 BEST(재)
30 10

최강야구
16,250 / 8,770 / 6,500

결혼에 진심(~1/10)
12,000 / 6,480 / 4,800

사랑의 이해
20,000 / 10,800 / 8,000

사랑의 이해
20,000 / 10,800 / 8,000

비긴어게인: 

인터미션(1/6~)
12,000 / 6,480 / 4,800

대행사(1/7~)
20,000 / 10,800 / 8,000

대행사
20,000 / 10,800 / 8,000

11 11 11

사랑의 이해(재)
6,100 / 3,000 / 2,000

12

10

40

20
12

세계 다크투어(재)
6,100 / 3,000 / 2,000

안방판사(재)
6,100 / 3,000 / 2,000

12

대행사(재)
6,100 / 3,000 / 2,000

톡파원 25시(재)
6,100 / 3,000 / 2,000

결혼에 진심(재)
6,100 / 3,000 / 2,000

뭉쳐야 찬다 2(재)
6,100 / 3,000 / 2,000

A 1
사랑의 이해(재)

6,100 / 3,000 / 2,000

40
1

40 40
1 A

대행사(재)
6,100 / 3,000 / 2,000

손 없는 날(재)
6,100 / 3,000 / 2,000

아는 형님 스페셜
6,100 / 3,000 / 2,000

톡파원 25시(재)
6,100 / 3,000 / 2,000

최강야구 스페셜
6,100 / 3,000 / 2,000B 2

10

30 2 2 B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6,100 / 3,000 / 2,000

1월 JTBC2 기본 편성표

* 15초 기준 / PIB 지정(전END, 후TOP, 중TOP)은 해당 단가의 130%

시급 SSA1, SSA2 SA A B

전후CM 400 250 150 80

중CM 800 500 300 160

금액 단위: 천원시급별 단가

시급 시 분 월 화 수 목 금 분 시 시급 시 분 토 일 분 시 시급

B

5 5

B

5 5

B

6
톡파원 25시(재) 손 없는 날(재) 아는 형님(재) 톡파원 25시(재) 최강야구(재)

6 6
뭉쳐야 찬다 2(재)

세계 다크투어(재) 6

A

7 30 30 7

A

7 30

톡파원 25시(재)
7

SA

손 없는 날(재) 세계 다크투어(재) 대행사(재) 안방판사(재) 아는 형님(재) 손 없는 날(재)
8 8 8 30 8

사랑의 이해(재)

SA

9
세계 다크투어(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뭉쳐야 찬다 2(재) 사랑의 이해(재)

9 9
대행사(재)

9

10 30 30 10 10 30

사랑의 이해(재)
10

대행사(재) 사랑의 이해(재) 안방판사(재) 손 없는 날(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11 11 11 30 11

톡파원 25시(재)

SSA2

12
대행사(재) 톡파원 25시(재) 뭉쳐야 찬다 2(재) 사랑의 이해(재) 손 없는 날(재)

12

SSA2

12
손 없는 날(재)

12

SSA2

1 30 30 1 1 3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1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대행사(재) 톡파원 25시(재) 사랑의 이해(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2 2 2 30 2

안방판사(재)
3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대행사(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톡파원 25시(재)

3 3
안방판사(재)

3

4 30 30 4 4 30

아는 형님(재)
4

사랑의 이해(재) 뭉쳐야 찬다 2(재) 대행사(재) 손 없는 날(재) 안방판사(재) 톡파원 25시(재)
5 5 5 30 5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SA

6
대행사(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안방판사(재) 세계 다크투어(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6

SA

6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6

SA

7 30 30 7 7 30

대행사(재)
7

대행사(재) 안방판사(재) 대행사(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손 없는 날(재)

SSA1

8 8

SSA1

8 30 8

SSA1

대행사(재)
9

뭉쳐야 찬다 2(재) 톡파원 25시(재) 대행사(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9 9

대행사(재)
9

10 30 30 10 10 30

뭉쳐야 찬다 2

10

톡파원 25시
오버 더 톱(~1/10)

→안방판사(1/24~)
세계 다크투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손 없는 날 아는 형님

11 11 11 11

12
대행사(재) 결혼에 진심(~1/10) 사랑의 이해 사랑의 이해 대행사(재)

12 12
대행사(1/24~) 대행사

12

SA

1 30 30 1 1 30 30 1

대행사(재) 톡파원 25시(재) 사랑의 이해(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대행사(재) 대행사(재)
2 2

SA

2 2

SA

A

3
톡파원 25시(재)

최강야구
톡파원 25시(재) 세계 다크투어(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3 3
아는 형님(재) 세계 다크투어(재)

3

4 30 30 4 A 4 30 30 4 A

뭉쳐야 찬다 2(재) 아는 형님(재) 아는 형님(재) 아는 형님(재) 뭉쳐야 찬다 2(재) 뭉쳐야 찬다 2(재)
B 5 아는 형님(재) 5 B 5 5 B

* 상기 편성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바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바

바로 보는 본방바 본 본방송 가 가장 빠른 본방  

본

 프리미엄 재방 

 프리미엄 재방 

 프리미엄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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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JTBC4 기본 편성표

* 상기 편성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급 시 분 월 화 수 목 금 분 시 분 토 일 분 시 시급

B

5 5 5

B

6
톡파원 25시(재)

톡파원 25시(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아는 형님(재)

톡파원 25시(재)
6

톡파원 25시(재)
대행사(재) 6

A

7
20

40

20

40
7

40

10

7

SA

대행사(재)
오버 더 톱(재) 톡파원 25시(재)

톡파원 25시(재) 뭉쳐야 찬다 2(재) 결혼에 진심(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8
40 40

8
50

20
8

최강야구(재)

세계 다크투어(재) 손 없는 날(재) 사랑의 이해(재)

SA

9

10
20

50

9 9

손 없는 날(재)

최강야구(재)
세계 다크투어(재)

손 없는 날(재)
10

50

세계 다크투어(재)
50

10 사랑의 이해(재) 40
1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아는 형님(재)
11 30 대행사(재)

10

11

10

11

세계 다크투어(재)
세계 다크투어(재)

세계 다크투어(재)
뭉쳐야 찬다 2

SSA2

12

10

30 12
50

20
12

SSA2

대행사(재)

세계 다크투어(재)결혼에 진심(재)
결혼에 진심

오버 더 톱(재)1

10

40
50

20
1 1

톡파원 25시(재) 톡파원 25시(재)

결혼에 진심(재)
손 없는 날(재)2

40

10

40
2

20

세계 다크투어(재)

2

대행사(재) 결혼에 진심(재)

대행사 손 없는 날(재)3

10
20

40
3

40 40
3

결혼에 진심(재)
사랑의 이해(재)

대행사(재) 손 없는 날
사랑의 이해(재)

4

10
20

40
4

50

4

대행사
톡파원 25시(재) 세계 다크투어(재)

사랑의 이해(재) 사랑의 이해(재)5
40

10

5
20

5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뭉쳐야 찬다 2(재)

SA

6

톡파원 25시 오버 더 톱 세계 다크투어 50

6

아는 형님

6

SA

사랑의 이해7

50
40

7

손 없는 날(재)
40

7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최강야구(재)

대행사(재)
오버 더 톱(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8
20

8
40

8

SSA1

사랑의 이해
톡파원 25시(재)

SSA

9
20
30

50
대행사(재) 50

9
20

9

오버 더 톱(재) 손 없는 날(재)
오버 더 톱(재)

세계 다크투어(재)
뭉쳐야 찬다2(재)

10
20 20

1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10

세계 다크투어(재)

11

10

결혼에 진심(재)

30
40

11
2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11

세계 다크투어(재)
세계 다크투어(재)

오버 더 톱(재)
손 없는 날(재)12

40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40
12

40
12

최강야구 뭉쳐야 찬다2(재) 뭉쳐야 찬다 2(재)
SA

1

10
20

40
1

세계 다크투어(재)

1

세계 다크투어(재)
오버 더 톱(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2

50

2
40

50

2

SA

오버 더 톱(재)오버 더 톱(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대행사(재) 세계 다크투어(재)

A

3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

20
3 3

세계 다크투어(재)

4
20
30

40
4

20
30 4

A
세계 다크투어(재) 대행사(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재)톡파원 25시(재) 세계 다크투어(재)세계 다크투어(재) 세계 다크투어(재)
5 5 5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본본 본

본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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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미디어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태평로2가) 부영태평빌딩 3층

jtbcads@jtbc.co.kr

문의

JANUARY
2023

안녕하세요.

JTBC, 중앙그룹입니다.

JTBC미디어컴이 발행하는

월간 <J’ELLO> 제호는

JTBC와 중앙그룹의 이니셜 ‘J’에 인사말 ‘Hello’를

더해 만든 이름입니다.

또한 J’ELLO에 “젤리처럼 말랑하고 달콤하다”는 

친근한 어감의 효과도 더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J’ELLO>는 JTBC미디어컴이

광고주, 에이전시 분들에게 공유하는

세일즈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드라마 금· 토· 일 22:30 재벌집 막내아들(~12/25)

토 · 일 22:30 대행사(1/7~)

수 · 목 22:30 사랑의 이해 신규 예정

예능 월 20:50 톡파원 25시

22:30 최강야구

화 20:50 오버 더 톱(~1/10) 안방판사(1/24~) 신규 예정

22:30 먹자GO(~12/13) 결혼에 진심(~1/10) 피크타임(2/7~)

수 20:50 떼춤: 100댄서(~12/14)

금 20:50  손 없는 날

22:30 비긴어게인: 인터미션(1/6~) 신규 예정

토 16:40 K-909(~12/10)

20:50 아는 형님

일 19:40 뭉쳐야 찬다 2

교양 수 20:50 세계 다크투어

목 20:50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일 10:30 차이나는 K-클라스(~12/18)

보도
월~금

토~일

19:50 
17:50

JTBC 뉴스룸

디지털 예능 월 18:00 킹요일(1/2~)

금 17:30 할명수 시즌 2

* 상기 편성 정보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Digital  
 YouTube 채널

JTBC 12 December

12 December

1 January

1 January

2 February

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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