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HISTORY 

2. SALES RANKING 

3. WORK AREA

4. PERFORMANCE

5. AWARD-WINNING

6. ORGANIZATION  

1. 서울법인택시 외부 광고

2. 지하철 신분당선 광고

3. 지하철 디지털 종합안내도광고

4. SRT 고속열차 광고

5. KIRO VIEW 인천공항 광고

6. 동서울 터미널 광고

7. IPTV 광고 (실시간,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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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씨애드 설립2000

2005
중소기업인증 디자인 분야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 마케팅 컨설팅사 인증

제11회 서울광고대상 본상 수상

2012 디자인분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 부문 수상

2015
대한민국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 수상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4년 연속)

서울법인택시 외부광고 광고대행권 취득

SKP모바일 광고대행권 취득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체 대행권 단독 취득

2007 한국언론진흥재단 협력업체 선정

신규 광고주 6개사 영입

2017
2017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 수상

2018-2019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TV광고 제작

신규광고주 영입(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연간 광고대행사 선정)

엔씨씨애드 한스타미디어 '스포테인먼트 업무협약’

카스 공식 SNS운영 및 바이럴 마케팅 대행

2018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 수상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추진위원회 광고대행사 선정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스티비상 "올해 최고의 홍보팀" 대상 수상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스티비상 "올해 최고의 홍보회사" 금상 수상

서울법인택시 외부광고 광고대행권 취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안단테 브랜드 광고 대행 수주

LGU+우리집 AI 디지털 마케팅 종합 대행

매일유업 바이럴 마케팅 운영 대행

2019
서울우유 협동조합 전 품목 연간 광고대행사 선정

2019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스티비상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적정의료이용 캠페인 진행

KDB산업은행 광고대행사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브랜드 런칭 홍보대상사 선정

에듀윌 공식 유튜브 운영 및 미디어 광고 운영 대행

2020
2020 정책소통 유공 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LG U+ 스마트홈 유플맘살롱 매체 운영 대행

하나금융 CSR 캠페인 바이럴 마케팅 운영 대행









2020년 대한민국 정책소통 유공포상 국무총리상수상

2019년 아시아태평양글로벌스티비상 '공기업 마케팅 혁신상' 3개부문
금상 및 은상 수상

2018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특별상 수상 '2018평창동계페럴림픽 TVC'

아시아태평양글로벌스티비상 '올해 최고의 홍보회사' 금상 수상

2017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공 부문' 특별상 수상

2016년 대한민국 광고제 '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5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캠페인부문' 특별상 수상

2014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4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공익캠페인부문'

201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기업부문' 수상

국민일보 광고대상 '공익부문' 대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디자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경제 광고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신문광고

200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제작물' 기획대상 수상

2006년 문화광고 그랑프리 '레저부문' 우수상 수상

경향광고대상우수상 '공공기업PR부문' 수상

국민광고대상우수상 '공공서비스부문' 수상

2005년 제11회 서울광고대상본상 '기업PR부문' 수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판물부문' 우수상 수상



대표이사

총괄상무 경영전략실

캠페인 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콘텐츠 제작팀크리에이티브팀

미디어 본부

미디어 1팀
(MASS MEDIA)

미디어 2팀
(OOH MEDIA)

미디어 3팀
(DIGITAL MEDIA)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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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안가

일반형 확장형

매체비 100,000 130,000

제작비 30,000 40,000

사이즈 2,250 x 485mm 2,380 x 670mm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역사명 광고비/1기당/월 제작비 비고

스크린도어 광고

강남역 2,000,000 250,000

총 12개
역사

양재역 1,200,000 250,000

양재시민의 숲역 1,000,000 250,000

청계산역 1,000,000 250,000

판교역 2,500,000 250,000

정자역 1,200,000 250,000

동천역 800,000 250,000

수지구청역 800,000 240,000

성복역 800,000 240,000

상현역 800,000 240,000

광교중앙역 800,000 240,000

광교역 800,000 240,000

합계 13,700,000 2,950,000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위치 수량 표출횟수 월 광고비 / VAT별도 매체규격

타입 A
(승강장 Big Screen)

승강장 252면

20초 영상 / 160회 노출

20,000,000 / 1구좌
1872mm X 1053mm 
(3840 X 2160 px)타입 B

(대합실 Big Screen)
대합실 303면 10,000,000 / 1구좌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1편성 당 모니터 수 1일 운행 횟수 월 광고비 소재가이드 표출횟수

차내영상 광고 36기 / 32편성 120회 12,000,000 / 1구좌 FULL HD 1,280 X 720
15초 영상 / 운행 1회당 3회 노출
30초 영상 / 운행 1회당 2회 노출
40초 영상 / 운행 1회당 1회 노출

▶ 차내영상 광고 ▶ 헤드레스트 광고

구분 판매방식 계약기간 월 광고비 소재가이드 비고

헤드레스트 광고
10편성

최소 1개월
30,000,000

17.5 x 7cm
제작비 최대 3도 포함비용
기타 탈부착 관리 인건비 포함32편성 90,000,000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표출횟수 월 광고비 매체규격

KIRO VIEW 15초 영상 / 150회 노출 20,000,000 / 1구좌 43인치(모니터 사이즈) / 150대 설치

단위: 원/ VAT 별도



매체 위치 규격 수량 월 광고비 제작비

승차장 상단 1,100 x 300 51기 102면 30,000,000 3,000,000

▶승차장행선안내조명 ▶대기장광고탑

매체 위치 규격 수량 월 광고비 / 기당 제작비 / 기당

버스 대기장
4,400 x 3,450

x 4면
총 2기 8,000,000 4,500,000

단위: 원/ VAT 별도단위: 원/ VAT 별도



10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 광고 중 2분 노출

- 지역, 시간, 오디언스, 관심사 등 타겟팅 진행 가능
- 기본 상품 단가 5원, 완전 시청 시 과금되는 합리적인 과금 방식
- 전수 조사 방식의 다차원 분석 통합 리프트 제공

VOD 시청 전 최대 3개 광고 노출
( 단초수 광고 제외 )

- 채널/프로그램, 지역, 시간, 오디언스, 관심사 등 타겟팅 진행 가능
- 선택형 VOD 시청으로 광고 주목도가 높고, 중도 이탈률이 낮음
- 양방향광고, 정지화면 광고, 단초수 광고 등 다양한 상품 구성
- 전수 조사 방식의 다차원 분석 통합 리프트 제공

* 채널 및 타겟팅, 리포트 항목 등은 각 사별 차이가 있음

최대 3개 광고,
zapping불가

후CM 전CM

▶실시간방송광고

▶VOD 광고

실시간 방송 광고 VOD 광고



www.ncc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