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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BO리그 소개 



þ  2015 KBO리그 정규시즌 
3월 28일(토) ~ 9월 

*시범경기 : 3월 7일(토) ~ 3월 22일(일) 

þ 10구단 시대 개막 
kt 위즈 출범으로 한국프로야구 역사상역대 최다구단 편성 

þ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행 
승률 4-5위팀간 와일드카드 결정전 실시 후 승리팀이 KBO 준플레이오프 진출 

2015년, 한국 프로야구가 ‘KBO리그’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þ 1,000만 관중 목표  
1일 5경기 - 총 720경기 진행을 통해 역대 최다 관중 목표 



2015 Daumkakao KBO리그 서비스 소개 



2015년, Daumkakao KBO 서비스도 진화합니다. 

게임센터      3분야구 

경기에 대한 다양한 사전정보부터 게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중계 서비스, 나아가 발빠른 경기리뷰 콘텐츠까지! 
Daumkakao 2015 KBO 서비스에서 관심있는 경기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센터 

- 각 경기별 정보 허브 
- 경기 전후로  
   다양한 정보 제공 

- 경기 리뷰 콘텐츠 

- 경기 종료 후 게임센터를
 통해 게이트웨이 지원 

- HD고화질 생중계 
- 하이라이트 및  

전체경기 VOD 제공 

N N

Daum 초기면 

- KBO 생중계 및 
게임센터, 3분야구
게이트웨이 제공 



Daumkakao에서 KBO 경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O 경기 현황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 Daumkakao PC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후 상황에 따라 Daumkakao PC, 모바일 초기면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합니다.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게임센터 N

 각 팀별 최근 경기 스코어, 시즌 전력 등
경기 중계 전 사전 정보 제공  

영상, 문자는 물론 캐스터중계까지  
다양한 방식의 생중계 제공  

최신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은 물론 
리뷰 콘텐츠인 3분야구 제공 



Daumkakao에서 KBO 고퀄리티 리뷰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14 가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새롭게 선보인 ‘3분야구’가 2015 KBO리그에 정식 서비스됩니다. 
영상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에서 에디터톡/뉴스/별 평점 등 다양한 콘텐츠 믹스로 야구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201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체 PV      3분야구 N

*좌 : PC / 우 : 모바일 
*2015년 3분야구 시안 일부 변경 예정 

3분야구 

2014 3분야구 인당 PV 

5 4 

PC 

Mobile 

*출처 : Daumkakao 내부자료 

예시 URL : http://sports.media.daum.net/sports/event/baseball/ps2014/3min/71027998?2460 



2015 Daumkakao KBO 스폰서십 소개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패키지 단가 

8천만원/독점/1개월 

영역  게재 영역 게재 위치 No  상품명 총 구좌수(월) 단가(월) 

PC 

게임센터 (KBO 게임별) 

경기정보 하단 1 KBO 탑바 

  
  
  
 

1구좌 
  
  
  
 

8천만원 

플로팅바 (좌측) 상단 4번째 
> 최근경기영상/뉴스 

    게임트랙/하이라이트 
2 KBO 네이티브애드 

3분야구 (KBO 게임별) 
3분야구 컨텐츠 내 – 3번째 디바이더 전 3 KBO 3분야구 삽지 

3분야구 컨텐츠 내 – 우측하단 4 KBO 3분야구 스폰서로고 
KBO생중계 팝업 생중계 팝업 우측 하단 -> 클릭시 확대 5 KBO 중계창 스킨 

영상센터>KBO 
영상센터 GNB하단 6 KBO 스폰서바 
영상센터 우중단 7 KBO 250 

모바일 

영상센터/ 게임센터 > KBO 

게임센터 하기 메뉴 내 상단 4번째 
> 최근경기영상 / 뉴스 

 하이라이트 
8 KBO 모바일 네이티브애드 

게임센터 최하단 / 영상센터 최하단 9 KBO 모바일 플리킹애드 

3분야구 (KBO 게임별) 
3분야구 컨텐츠 내 – 3번째 디바이더 전 10 KBO 3분야구 모바일 삽지 

3분야구 컨텐츠 내 - 좌측하단 11 
KBO 3분야구 모바일  

스폰서로고 

* 2015년 4월 ~ 2015년 10월 (포스트시즌 포함 7개월) 

•  KBO 정규시즌 : 3월 28일(토) ~9월, 10월부터 포스트시즌 /  사전에 상품 구매 및 소재 셋팅 완료 시 3/28일부터 광고 노출 가능합니다. 
•  해당 상품은 노출량 개런티가 불가합니다. 
•  일부 상품은 스펙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5 KBO 스폰서십 – 동영상패키지 단가 

2천만원/1구좌/1개월 (총 16구좌) 

영역  게재 영역 게재 위치 No  상품명 총 구좌수(월) 단가(월) / 1구좌 

PC 

KBO VOD  
VOD 시작 전 1 KBO VOD 프리롤 

16구좌  2천만원 

VOD 종료 후 2 KBO VOD 포스트롤 

KBO 생중계 
생중계 시작 전 3 KBO 생중계 프리롤 

이닝 종료 후 4 KBO 생중계 대체광고 

모바일 
KBO  tv팟앱, 다음앱 VOD  VOD 시작 전 5 KBO VOD 모바일프리롤 

KBO tv팟앱, 모바일웹 생중계 이닝 종료 후 6 KBO 생중계 모바일대체광고 

• 동영상패키지 2구좌 구매 시 대체광고 30초 영상(1개) 진행 가능합니다. 
 

 

* 2015년 4월 ~ 2015년 10월 (포스트시즌 포함 7개월) 



2015 KBO 메인스폰서 패키지 

2015 KBO 스폰서십 상품 구성 

게임센터 영상센터 3분야구 

1. KBO 탑바 
2. KBO 네이티브애드 

3. KBO 3분야구 삽지 
4. KBO 3분야구 스폰서로고 

6. KBO 스폰서바 
7. KBO 250 

8. KBO 모바일 네이티브애드 
9. KBO 모바일 플리킹애드 

10. KBO 3분야구 모바일 삽지 
11.  KBO 3분야구 모바일 스폰서로고 

PC > 야구(KBO) 

 Mobile > 야구(KBO) 

게임센터 
영상센터 

3분야구 

N N

N
N

N 개편/신규 섹션 

생중계 

5. KBO 중계창 스킨 



2015 KBO 동영상패키지 

2015 KBO 스폰서십 상품 구성 

VOD 생중계 

1. KBO VOD 프리롤 
2. KBO VOD 포스트롤 

3. KBO 생중계 프리롤 
4. KBO 생중계 대체광고 

5. KBO VOD 모바일프리롤  6. KBO 생중계 모바일 대체광고 

PC > 야구(KBO) 

 Mobile > 야구(KBO) 

VOD 생중계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PC>스포츠>야구>게임센터 

1

2

1. KBO 탑바 
- 노출 : 게임센터 스코어보드 하단 노출 
- 사이즈 : 1190*48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2. KBO 네이티브애드 
- 노출 : 게임센터 플로팅바- 위에서부터 4번째 영역에 노출  
   * 경기여부에 따라 노출영역 상이 
      ㄴ 경기전 : 최근경기영상 / 뉴스 
      ㄴ 경기중 : 게임트랙 
      ㄴ 경기후 : 하이라이트 / 뉴스 
   * 콘텐츠가 3개 이상일 경우만 광고 노출  
 
- 사이즈 : 340*190/ 텍스트 2줄 (광고주명 1줄, 내용1줄)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PC>스포츠>야구>3분야구 

3. KBO 3분야구 삽지 
- 노출 : 3분야구 콘텐츠 내 1페이지  
            – 3번째 디바이더 전 
- 사이즈 : 580*580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4. KBO 3분야구 스폰서로고 
- 노출 : 3분야구 콘텐츠 내 우측하단 (전페이지 적용) 
- 사이즈 : 290*48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 상세 내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4

3



PC>스포츠>야구>생중계 

5. KBO 중계창 스킨 
- 노출 : 스포츠>KBO 생중계창 
- 사이즈 : 스킨 300*54 / 미니사이트 278*580  
- 구현 시나리오 
   a 중계창 인입시 스킨영역 5초 이내 애니메이션 노출 
   b 스킨영역 우측 화살표 마우스 오버시 미니사이트 확장 
   c 제공 리포트 : 스킨영역 - 노출수/클릭수/ETR(마우스오버)  
                          미니사이트 영역 – 클릭수  5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 확장후 



PC>스포츠>야구>영상센터 

6

7

7. KBO 250 
- 노출 : KBO 영상센터 페이지 우측 
- 사이즈 : 250*250 (일반형/동영상형) 
 

6. KBO 스폰서바 
- 노출 : KBO 영상센터 페이지 GNB하단 
- 사이즈 : 978*60 (미니사이트 978*390) 

2015 KBO 스폰서십-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Mobile>스포츠>야구>게임센터/영상센터 

9. KBO 모바일 플리킹애드 
- 노출 : KBO 영상센터 최하단,  
             KBO 게임센터 최하단 
-  사이즈 : 640*200 (이미지형/비디오형) 
-  구현 시나리오 

a. 배너를 오른쪽으로 플리킹할 때 뒤에 숨겨졌던 배너가 노출 
b. 숨겨졌던 배너 클릭시 이미지형은 광고주사이트로 아웃링크 
   비디오형은 광고주 비디오가 별도 창으로 재생 

 

8. KBO 모바일 네이티브애드 
- 노출 : 게임센터 위에서부터 4번째 영역에 노출  
   * 경기여부에 따라 노출영역 상이 
      ㄴ 경기전 : 최근경기영상 / 뉴스 
      ㄴ 경기후 : 하이라이트 / 뉴스 
   * 콘텐츠가 3개 이상일 경우만 광고 노출  
-  사이즈 :  이미지 - 600*300 (JPG) 

              텍스트 – 라벨 최대 20자 (1줄) 
                            제목 최대 30자 (2줄) 

8 9



2015 KBO 스폰서십 – 메인스폰서 패키지 상세 

Mobile>스포츠>야구>3분야구 

10 

11 

10. KBO 3분야구 모바일 삽지 
- 노출 : 모바일 3분야구 콘텐츠 내 1페이지  
            – 3번째 디바이더 전 
- 사이즈 : 580*580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11. KBO 3분야구 모바일 스폰서로고 
- 노출 : 모바일 3분야구 좌측 하단 
- 사이즈 : 290*48 
- 제공 리포트 : 노출/클릭수 
 

* 상세 내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KBO 스폰서십 – 동영상패키지 상세 

PC>스포츠>야구>VOD 

1. KBO VOD 프리롤  
- 노출 : 스포츠>영상센터>VOD 영상 플레이 전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30초 이내 (5초 재생 후 스킵버튼 활성화)  
- 사운드 삽입필수  
- 동영상 공통 가이드 참고  

 
2. KBO VOD 포스트롤  
-  노출 : 스포츠>영상센터>VOD 영상 플레이 후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최소 5초~60초  
-  사운드 삽입필수  
-  동영상 공통 가이드 참고  

 

1

2



2015 KBO 스폰서십 – 동영상패키지 상세 

PC>스포츠>야구>생중계 

3. KBO 생중계 프리롤  
- 노출 : 생중계 진입시 노출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30초 이내 (5초 재생 후 스킵버튼 활성화)  
- 사운드 삽입필수  
- 동영상 공통 가이드 참고  

 
4. KBO 생중계 대체광고 
- 노출 : 생중계창(PC생중계창,팟플레이어) 
             >>이닝종료후,투수교체시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15초 (스킵버튼 없음) 
- 사운드 삽입필수  
- 동영상 공통 가이드 참고  
- 실시간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특성상 광고셋팅은  
   반드시 경기전일 셋팅필수 (경기 중 소재 및 랜딩 변경 불가)  
- 우천 또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경기가 없는 경우 노출되지 않음  

 

* 단, 동영상패키지 2구좌 구매 시 대체광고 30초 영상(1개) 진행 가능합니다. 

3

4



2015 KBO 스폰서십 – 동영상패키지 상세 

Mobile>스포츠>야구>VOD 

 5. KBO VOD 모바일 프리롤 
- 노출 : 모바일 tv팟앱/다음앱/모바일웹 일부 
            >KBO>VOD 플레이 전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30초 (5초 재생 후 스킵버튼 활성화)  
- 사운드 삽입필수 
- 동영상 공통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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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BO 스폰서십 – 동영상패키지 상세 

Mobile>스포츠>야구>생중계 

* 단, 동영상패키지 2구좌 구매 시 대체광고 30초 영상(1개) 진행 가능합니다. 

6

 6. KBO 생중계 모바일 대체광고  
-  노출:tv팟앱,모바일웹>생중계내 이닝종료후,투수교체 시  
            * 다음앱 일반화질, 모바일웹 일반화질, tv팟앱 고화질  
               생중계 중 노출 
-  사이즈 : 최소 640*360 이상 
-  플레이타임: 15초 (스킵버튼 없음) 
-  제공리포트: tv팟앱에서 노출된 광고노출량 (클릭불가)  
-  PC 생중계 대체광고와 동일한 광고 소재 노출  
-  다음앱(안드로이드)에서 생중계 시청시 tv팟앱 자동실행  
-  우천 또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경기가 없는 경우 노출되지 않음  

 



* 동영상 공통가이드 

1280*720이상의 16:9 비율 권장 / 최소 640*360 필수 
(16:9이외, 4:3 또는 다른 비율의 영상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영상 재생 시 레터/필러박스 노출)  

■ 해상도 (영상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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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타임 프리롤 (VOD프리롤, 생중계프리롤, VOD모바일프리롤, 생중계모바일프리롤) 30초 이내  
대체광고 15초 
포스트롤 5초~60초  

■ 용량  
 

■ FPS 

1GB  
 

24~30 fps 권장  

■ 사운드 
 

■ 클릭태그  

삽입 필수. 단, 유저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사운드나 과도하게 큰 사운드는 수정 요청  
 

자동삽입  

- Daum 에서 자체적인 인코딩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au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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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팟플레이어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