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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고객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컴퍼니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 이용하며 잠시 머무는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최신 디스플레이, LTE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반의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
사람들과 매일 반복해 소통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창조하여
사랑받는 커뮤니케이션 컴퍼니가 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

회사소개



2017년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2018년 본격적인 사업 론칭 후
국내 최대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컴퍼니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06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설립

2018
4월. 서울생활권 1만대 상품 론칭
12월. 서울생활권 2만대 상품 론칭

2019
05월. 우리PE & 신영증권 PE투자유치
07월. 서울생활권 3만대 상품 론칭
09월.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분야 협업체계 구축 협약
12월. LH공사 안전홍보 플랫폼 구축 협약

오피스 500대 상품 론칭

2020
4월. 서울생활권 4만대 상품 론칭

2021
03월. 오피스 1천대 상품 론칭
04월. 서울생활권 5만대 상품 론칭
07월. 하이엔드 상품 론칭
10월. 지역생활권 5천대 상품 론칭

엘리베이터TV 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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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22
01월. 오피스 1.5천대 상품 론칭
02월. 부산생활권 1천대 상품 론칭

(공공/동네상권정보)
04월. 서울생활권 6만대 상품 론칭

부산생활권 2천대 상품 론칭
06월. 오피스 2천대 상품 론칭

부산생활권 3천대 상품 론칭
07월. 서울생활권 6.2만대 상품 론칭 (예정)
08월. 부산생활권 5천대 상품 론칭 (예정)
12월. 부산생활권 8천대 상품 론칭 (예정)

(4월/6월/8월/11월 순차적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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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anager

Brand
Manager Creator Service

Planner

구성원 소개

단지 개발,
관리, 운영

콘텐츠 기획,
캠페인 운영

콘텐츠 제작 신규 상품,
서비스 기획

플랫폼이 설치될 공간에 대한 연구/발굴/책임부터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치 있을 수 있도록
광고주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책임까지 고민합니다.

A to Z의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Full-Value chain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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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엘리베이터TV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4가지 역량을 소개합니다.

01 02 03 04
공간 입주민 콘텐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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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핵심 타겟 커버리지

01 공간

거주공간
엘리베이터TV 시장점유율 90.1%

거주공간 엘리베이터
전체 모수 대비 52.6%

서울생활권

지역생활권

208단지
3,038대

4,753단지
65,286대

516단지
6,852대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생활권 한 눈에 보기

부산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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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핵심 타겟 커버리지

서울생활권
아파트 & 오피스
서울생활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 중심 상업지구 (강남역, 시청역)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도시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01 공간

아파트 오피스
4,753단지
65,286대

225빌딩
2,333대

(*2022.06 기준/서비스매체 포함)
타겟 커버리지와 실제 판매 패키지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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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지역생활권
지역생활권은 서울생활권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 및
특별시와 8개 도를 포괄한 지역으로 전국 단위의 개념입니다.

아파트
516단지
6,852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핵심 타겟 커버리지

01 공간

(*2022.06기준/서비스매체 포함)
타겟 커버리지와 실제 판매 패키지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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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부산생활권
부산생활권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생활&업무의 영역에 포함되는 김해, 양산시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아파트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핵심 타겟 커버리지

01 공간

208단지
3,038대

(*2022.06기준/서비스매체 포함)
타겟 커버리지와 실제 판매 패키지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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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아파트 엘리베이터TV>
“25인치 세로형 디바이스

* 아파트 운영 시간 : 06:00 ~ 24:00 (18시간 운영)
* 오피스 운영 시간 : 08:00 ~ 20:00 (12시간 운영)

ㄴ주말 제외 / 공휴일 송출

크게 보이는
화면으로
풀화면노출

또렷이 들리는
음향크기50~55 dB

보다 선명하게
FULL HD 1.3배급

LG 디스플레이IPS패널

정면 눈높이에서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매체, 엘리베이터TV입니다.

01 공간

아파트 엘리베이터TV는 엘리베이터 내부 탑승 공간에, 오피스 엘리베이터TV는 엘리베이터 탑승 대기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면기준
120~170cm 높이설치

* 오피스의경우120~160cm

<오피스 엘리베이터TV>
“27인치 가로형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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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입주민 참여 공익캠페인 각종 조사 보고 발간 입주민과의 연결강화

공간의 주인, 입주민과 플랫폼을 넘어서 소통합니다.

02 입주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두 다 히어로’,
‘내 생애 최초의 아이돌’ 등 입주민이 직접
신청&참여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주인인 입주민을 더 잘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합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카카오톡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민과 엘리베이터
밖에서도 소통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 친구 약 5.5만명
◆ 홈페이지 가입 회원 약 7만명

(*2021.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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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입주민이 매체에서 마주하는 메시지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02 입주민

입주민 고관여

공
지
사
항

유
익
정
보

공
공
정
보

혜
택
정
보

공
익
캠
페
인

브
랜
드
정
보

동
네
상
권
정
보

24개 2개 5개 2개 1개 3개 2개

입주사 고관여

공
지
사
항

유
익
정
보

브
랜
드
정
보

10개 4개 4개

<아파트 전체 구좌 사이클> <오피스 전체 구좌 사이클>

입주민 고관여 콘텐츠 30%이상 편성

광고 사이사이에 단지정보, 생활정보 등 입주민에게 고관여 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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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엘리베이터TV는 입주민에게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02 입주민

엘리베이터 내
영상 콘텐츠를 본다

45%

[기타 답변]
스마트폰을 본다
멍하니 서있는다
거울을 본다

[ BASE: FMK 입주민, N=639, 상반기 기준 ]

엘리베이터에 탄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TV를 눈여겨 보며, 
더 검색하고, 구매하고, 참여합니다.

50%

25%

0%

엘리베이터TV 비관심자

엘리베이터TV 관심자

광고로 새 브랜드를
알게된다

광고의 브랜드를
검색한다

광고 상품을
구매/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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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기획 단계부터 촬영, 제작의 역량을 내재화하여

03콘텐츠

25인치 아파트엘리베이터TV(세로형)

27인치 오피스엘리베이터TV(가로형)

시청자의 인사이트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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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다양한 파트너와 최선을 다해 협업하고,

04 파트너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타겟에게 더욱 fit한 캠페인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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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포커스미디어코리아 01 공간

02 입주민

03 콘텐츠

04 파트너

지속적인 입주민에 대한 관심과 공간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04파트너

많은 회사들이 다시 찾고, 오래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재계약 건

60%

2019년
재계약 건

47%
2020년

재계약 건

60%

Jan-19 Jan-20 J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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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포커스미디어코리아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함께라면,
더 효과적인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영향력 있는 타겟에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더 FIT한 콘텐츠를 주목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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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포커스미디어코리아

#1 영향력 있는 타겟에게

“잘 벌고 잘 쓰는 서울생활권 소비자”입니다.

엘리베이터TV의 시청자는

비입주민입주민

월
평
균
가
구
총
수
입

월
평
균
가
구
총
수
입

[ BASE: FMK 입주민, N=639 / FMK 비입주민, N=1,445]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양천구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엘리베이터TV 약 5만대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입주민 대비 화이트컬러 직장인 비중이 10%가량 높으며 월 평균 가구 총 수입이 122만원 더 높은 소비자입니다.
또한 오피스 엘리베이터TV는 서울 주요 지역과 성남, 안양, 고양 등 오피스 밀집지역의 화이트 컬러가 주요 시청자입니다.



How, 포커스미디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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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 평균 엘리베이터를 2.7회 이용하며,

4주를 기준으로 특정 콘텐츠를 평균 3.67회 시청합니다.

연간 접촉횟수는 300회 이상으로
TV, 케이블, 라디오 등의 매체에 비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333
302

266
329

172

109 116
66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만나는 매체입니다.

엘리베이터TV는

인터넷 TV 케이블
/위성

엘리베이터
탑승

라디오 일간지 IPTV DMB

[ BASE: FMK 입주민, N=639, 상반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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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FIT한 콘텐츠를

시간, 장소, 상황(T.P.O)에 따라 FIT한 콘텐츠로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TV에서는

시청자(입주민)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더 관심이 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콘텐츠 송출 장소에 따른 콘텐츠 송출 상황에 따른 콘텐츠 송출

알고있다

45%

14%

42%

36%

8%

매우 관심이 간다

관심이 간다

관심이 간 편이다

관심이 가지 않는다

긍정응답

86%

단지별, 시/군/구 별, 서비스지역/비서비스지역의
구분별 등 패키지 내에서 타겟을 세분화하여 장소에
따른 송출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대, 평일, 주말 등 시간대와 요일에 맞는
콘텐츠의 송출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스-주말 콘텐츠 아이디어스-평일 낮 콘텐츠 에이스침대-동두천스퀘어점 에이스침대-에이스에비뉴서울점

날씨, 대기환경 등 특정 상황에 맞춘 콘텐츠의 송출이
가능합니다. 

자체콘텐츠-비 오는 날 자체콘텐츠–숲과 나무

출처: A 브랜드엘리베이터TV 광고효과조사

T.P.O 콘텐츠 인지도 맞춤형 콘텐츠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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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목도 높게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매체입니다.

엘리베이터TV는

엘리베이터TV는 타 영상 매체 대비 광고주목도 1위를 달성하며
스마트기기,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주목도 하락세 속에 단독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3.2
3.0

2.9 2.9
2.7 2.7

2.6 2.6

3.3점

3.0
2.9

2.8
2.6 2.6

2.4
2.3

엘리베이터
동영상 광고

TV
광고

DMB
광고

케이블
TV 광고

스마트기기
동영상 광고

IPTV
광고

인터넷
동영상 광고

온라인
동영상 광고

[ BASE: FMK 입주민, N=639, 상반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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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품 소개

0 1 브랜드정보 0 2 문화정보 0 3 동네상권정보 0 4 공공정보

A-01-1 서울생활권 상품

A-01-4 세미브랜드정보 상품

A-01-2 지역생활권 상품

O-01 오피스 상품

A-02-1 서울생활권 상품

A-02-2 지역생활권 상품

O-02 오피스 상품

A-03-1 서울생활권 상품 A-04-1 중앙행정기관 상품

A-04-2 지방자치단체 상품

HA-01 하이엔드 상품

A-01-3 부산생활권 상품NEW! A-02-3 부산생활권 상품

A-03-2 부산생활권 상품

A-04-3 지역공공정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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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브랜드정보 0 2 문화정보 0 3 동네상권정보 0 4 공공정보

138,000,000원 276,000,000원 35,000,000원 23,000,000원 96,000,000원 192,000,000원 40,000,000원 7,000,000원

◦ 세로형 25인치 풀화면 노출
◦ 22년 7월 이후 금액 변경 예정
◦ 직거래 광고주 대상 구좌 제작비 지원

◦세로형 25인치 풀화면 노출
◦22.10.03 이후 상품 구성 변경 예정
◦직거래 광고주 대상 구좌 제작비 지원

◦ 세로형 25인치
풀화면 노출

◦ 직거래 광고주 대상 구좌
제작비 지원

◦ 세로형 25인치 부분화면 노출
◦ 22년 7월 이후 금액 변경 예정
◦ 직거래 광고주 대상 구좌 제작비 지원

◦ 가로형 27인치 노출
◦ 집행 가능 브랜드 제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시 확인 가능)

※ 패키지 단가는 송출 기준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광고 송출 기간에 따른 자세한 금액 안내 및 각 상품별 집행 가능 여부는 광고 문의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상품 내 업종별로 동기간 집행 가능한 최대 구좌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송출기간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작비의 경우 타 상품과 동시 집행 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https://www.focusmediakorea.com/service/boo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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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브랜드정보 0 2 문화정보 0 3 동네상권정보 0 4 공공정보

96,000,000원 192,000,000원 24,000,000원 16,000,000원 32,000,000원

◦ 아파트 상품의 경우 세로형 25인치 부분화면 노출
◦ 영화/공연/방송/OTT 등 집행 가능 (*OTT 자체 브랜딩 광고의 경우 문화정보 상품으로 집행 불가)
◦ 22년 7월 이후 금액 변경 예정

※ 패키지 단가는 송출 기준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광고 송출 기간에 따른 자세한 금액 안내는 광고 문의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ocusmediakorea.com/service/boo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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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브랜드정보 0 2 문화정보 0 3 동네상권정보 0 4 공공정보

대당 7,000-13,000원

◦ 대행거래 불가
◦ 동 광고주 기준 5,000대 이상 집행 불가
◦ 최대 52주 계약 가능

※ 광고 금액은 송출 단지/빌딩 수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금액 안내는 광고 문의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상품 내 업종별로 동기간 집행 가능한 최대 구좌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송출기간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cusmediakorea.com/service/boo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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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브랜드정보 0 2 문화정보 0 3 동네상권정보 0 4 공공정보

29,000,000원 58,000,000원 11,000,000원 9,000,000원 2,000,000원 대당 2,000원 대당 7,000-13,000원

◦ 대행거래 불가 (*한국언론재단 제외)
◦ 월 기준 구좌당 2회 콘텐츠 제작 지원
◦ 22년 7월 이후 금액 변경 예정

◦ 해당 관할 행정구역 전체 집행

※ 광고 송출 기간에 따른 자세한 금액 안내는 광고 문의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ocusmediakorea.com/service/boo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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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품 - 포유박스

50,000,000원

◦FMK 제작 포유박스 부스 제공
◦FMK 동료로 구성된 운영 스텝 지원
◦파트너사에 따라 샘플링 프로모션 커스터마이징 필요
◦샘플링 운영 시, 파트너사 미션과 브랜딩 진행
◦설문조사 결과 및 결과 리포트 제공
◦엘리베이터TV, 카카오 채널, 단지 내 홍보 등 사전 홍보 진행
◦단지 섭외를 위해 희망 진행 일정으로부터 6주전까지 확정 필요
◦계절/날씨 이슈로 시점별 가능한 형태 진행 (*실내/실외)

※ 광고 송출 기간에 따른 자세한 금액 안내는 광고 문의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유박스는 아파트 내 유휴공간에서 입주민 생활에 유익한 파트너사의 제품/서비스를 포커스미디어가 직접 제공하는 오프라인 상품입니다.

https://www.focusmediakorea.com/service/booking.html


https://www.facebook.com/FocusMedia.Korea

1833-8998 (ARS 2번 광고문의)

info@focusmediakorea.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5F

https://www.focusmediakorea.com

https://www.instagram.com/focusmedia_official/

https://www.facebook.com/FocusMedia.Korea
mailto:info@focusmediakorea.com
https://www.focusmediakorea.com/
https://www.instagram.com/focusmedia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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