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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소개 
 회사 개요 
 회사 연혁 
 조직 구성 
 사업 영역 



 케이웨더㈜는 기상정보가 필요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기상사업자 입니다. 

회사 개요 

회사 개요 

회사명 케이웨더 ㈜ 

대표이사 김동식 

설립일 1997년 7월 1일 

주요 사업 

날씨경영컨설팅 서비스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장비 

날씨방송/뉴스 

자본금(2011년도 기준) 3,254,545 천원 

매출액(2011년도 기준) 8,430,000 천원 

임직원수 120명 

사업장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4층 

홈페이지 http://www.kweather.co.kr 



회사 연혁 

창립 & 도약 

국내최초 인터넷서비스 개시 

모바일서비스 개시 

신규서비스 개발 

성장 & 발전 

케이웨더 예보센터 설립 

날씨금융상품 제공 

기상장비사업 시작 

Vision 2012 

신규사업 확장 

기상시장 확대 

신성장 동력 마련 

회사 연혁 

2012.  6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휴대단말 날씨API 서비스 제
공 계약 체결 

2012.  4 
“날씨와 여행정보”, “기상청 날씨정보” 삼성스마트
TV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2012.  1 
삼성에버랜드잔디환경연구소와 잔디예보시스템
(TWS) 라이센스 계약 체결 

2011.11 iPad 용 날씨정보 App 개발/제공 

2011.10 KT Tech. 스마트폰內 케이웨더 App 기본 탑재 

2011. 7 날씨 뉴스 전문 포탈 ‘온케이웨더’ 설립 

2011. 3 기상전문방송 / 골프 날씨 App 개발/제공 

2010. 8 제일모직, 삼성테스코 날씨경영컨설팅 진행 

2010. 5 스마트폰 용 날씨정보 App 및 모바일웹 개발/제공 

2009.08 
케이웨더 630예보센터 구축 

(국내 최초 민간 예보 서비스 시작) 

2006.6 매일경제 벤처기업우수상 수상 

2003.2 ISO9001 인증(KQC-2847) 

2002.6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업체 선정 

2001.12 디지털대상 인터넷서비스부문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1998.2 국내 최초 기상정보 인터넷서비스 개시 

1997.12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 

1997.6 주식회사 케이웨더 법인설립 

2010~2011 1997~2010 



조직구성 

기상사업CU 

기상사업본부 

경영관리실 

시스템사업본부 

케이웨더㈜ 웰비안시스템㈜ 

온케이웨더㈜ 

조직 구성 

기상기술CU IT개발CU 시스템CU 솔루션CU 환경CU 

관계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특화된  맞춤 날씨 
   서비스 제공 
 건설, 유통, 에너지, 레저 등  산업  전 분야의   
   약 4천여 업체와  거래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기상 
   정보 제공 서비스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장비 

 경영핵심지표가 날씨로부터 받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 

 날씨를 고려한 수요예측 모델 수립  분석을  

                토대로 기상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경영 의사결정 전략 수립 

날씨컨설팅 

사업영역소개 

 각 분야별 최적의 기상장비 

   설계, 개발, 제조, 판매 

 최적의 관측솔루션을 제공 

 기상관측관련 기술지원과  

   위탁관리를 수행  

날씨방송/뉴스 

 기상정보와 생활정보를  

   접목한 각종 방송 컨텐츠 기획, 

  제작, 제공 

 날씨정보App,  종편채널 등을 통한 

   24시간 날씨방송 제공 중 

사업 영역 



Ⅱ 광고 상품 소개 
 모바일 광고 
 온라인 광고 
 방송 광고 



Mobile AD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은 지난 2011년 부터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92% 증가. 
디스플레이 광고가 검색광고에 비해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12년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는 2,200억원 급성장! 
   2013년 4,000억 규모를 형성할 전망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광고 

케이웨더와 함께 시작하세요! 



2010년 부터 기후변화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날씨에 대한 관심 상승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모바일 날씨 서비스의 이용 증대  

   모바일 광고 - 개 요 : 왜 케이웨더 모바일 서비스인가? 

Google Trends로 본 날씨’
키워드의 트래픽 증가 추이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관심도 상승  날씨 앱 사용자의 증가 

   모바일 광고 - 개 요 : 왜 케이웨더 모바일 서비스인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앱/웹 카테고리 이용율 비교 

2011. 12. 기준 



0 5 10 15 20

평일 

주말 

평일/주말  케이웨더 앱PV (시간대별 비교)  

시간 

1. 출근 시간  
2. 퇴근 시간 
3. 잠들기 전 

평균적으로 1일 약 3회 날씨확인 

         날씨앱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규칙적인 앱 실행 

광고 노출률 확보/상승 
 

   모바일 광고 - 개 요 : 왜 케이웨더 모바일 서비스인가? 



일반 앱과 다른 유저의 사용 형태 

날씨가 안좋아질수록 노출량 상승 

출처 :자체 조사, ios 기준 

날씨와 연관 있는 광고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악기상 시 떨어지는  

매출을 보전할 수 있음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맑음 흐림 구름조금 눈 비 

날씨에 따른 PV 수 
보통날씨보다, 눈, 

비올 때 
약 30~60%증가 

 

눈/비  관련 상품 노출 시  

높은 광고효과 기대 

   모바일 광고 - 개 요 : 왜 케이웨더 모바일 서비스인가? 



    App 다운로드 수 300만 
월 평균 PV 1,500만(일 평균 40만) 

어디에 노출되는 지 불분명한  
네트워크 광고 상품보다, 

확실한 타겟팅 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 개 요 : 케이웨더 모바일 서비스의 PV 



iOS 어플리케이션:  총 5개(iPhone 4개, iPad 1개)의 App. 출시 / 운영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총 3개의 App. 출시 / 운영 

조직구성 모바일 광고 - 매체 소개 

모바일웹 출시/운영 



[ 날씨매칭광고 노출 화면 ] 

 아이콘 매칭 광고 단가  
       - 오늘예보 기준:  CPM 1,500원 
        -  현재날씨 기준:  CPM 1,000원 
 

 월 평균 예상 집행가 : 6,000,000원 
    (날씨 조건 및 계절에 따라 가변적) – 광고단가 안내페이지 참고 
 

 케이웨더 날씨(iOS), 날씨와 위젯(Android) 앱만 가능 
 

 상품별 한구좌 고정 (중복 시 롤링) 

광고 집행 방법: 노출할 날씨 조건에 따라(비/눈/기온/습도 등)  광고 브랜드 노출 

조직구성 모바일 광고 - 상품 소개 : 모바일 앱 날씨매칭 광고 

 네트워크 배너와 달리, 원하는 조건에 직접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하여 높은 광고효과 기대 
 광고 랜딩 액션 가능 ( PV 및 클릭수 집계 가능)   
    

터치 시 페이지 아웃링크 가능 
PV 및 클릭수 집계 가능 
Size: 356 X 92 



    모바일 날씨매칭 광고 (조건별 추천 광고상품) 

기상유형 날씨조건 추천 광고품목 추천 업체명 

 
 

비 

 
 
 

강수 일수 

 
1) 제습제 
2) 식품 (부침개 재료 등) 
3) 주류 (막걸리 등) 
4) 자유이용권/ 입장권 할인 
5) 장화, 우의 등 

 
1) 옥시, 유한킴벌리 등 
2) 큐원, 청정원, 제일제당 등 
3) 진로, OB맥주 등 
4) 테마파크 (에버랜드, 롯데월드, 대명  리조트 등) 
   스포츠구단 (야구, 축구 등) 
5) 패스트패선 업페 또는 장화 /우의 업체 
 

 

눈 
 

강설 일수 

 
 

1) 스키장 홍보 및 입장권 할인 
2) 온음료 핫초코, 커피, 차 등) 
3) 보험 (눈길교통사고 예방) 
4) 보온상품 (보일러/ 겨울의류 등) 

 

1) 겨울 스포츠 (스키장/배구/농구 등) 
2) 핫초코 (동서/네슬레 등) 차 (설록.동서/동원 등) 
    커피 (롯데/동서/한국야구르트 등) 
4) 보일러 (린나이, 경동나비엔 등)  
   의류 (겨울의류 프로모션 대상품) 

 

한파 
 

-1℃이하 

 
폭염 

 
30℃ 이상 

1) 이온음료, 탄산음료 등 
2) 아이스크림, 팥빙수 등 
3) 에어컨 등 

1) 동아오츠카 , 코카콜라, 웅진식품 등 
2) 빙과류 (빙그레, 해태, 롯데 등)  
3) LG전자, 삼성전자 
 

 

일교차 
최저/최고 기온차 

10℃ 이상 
1) 의약품 (인후염, 감기 등) 
2) 화장품 (피부 건조) 
3) 의류 (니트웨어, 재킷 등) 

1) 옥시(스트랩실), 대웅제약(씨콜드), 노바티스(테라
플루), 보령제약(콜쓰리) 

2) 화장품브랜드 (수분/재생라인),  
3) 패션브랜드 (니트웨어,가디건,재킷 등) 

건조 습도 40% 이하 
 

1) 의약품 (인후염, 감기 등) 
2) 화장품 (피부 건조) 
3) 세정제 (손세정제, 소독제품) 
4) 가습기, 공기청정기 

 

1) 옥시(스트랩실), 대웅제약(씨콜드) 등 
2) 화장품브랜드 (수분/재생라인) 
3) 옥시(데톨) 등 
4) 웅진코웨이, 샤프, 청호 등 
 

 

황사 
pm10 200  
㎍/㎥ 이상 



   모바일  광고 [날씨매칭광고 노출비율 및 단가] 

기상유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조 
(현재날씨) 

예상 노출율 29% 31% 22% 15% 11% 

단가  \ 4,350,000 \ 4,650,000 \ 3,300,000 \ 2,250,000 \ 1,650,000 

일교차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20% 60% 45% 43% 28% 

단가  \ 4,500,000 \ 13,500,000 \ 10,125,000 \ 9,675,000 \ 6,300,000 

황사 
(현재날씨) 

예상 노출율 10% 18% 10% 

단가  \ 1,500,000 \ 2,700,000 \ 1,500,000 

폭염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20% 18% 50% 27% 

단가  \ 4,500,000 \ 4,050,000 \ 11,250,000 \ 6,075,000 

비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13% 33% 40% 50% 67% 60% 30% 

단가  \ 2,925,000 \ 7,425,000 \ 9,000,000 \ 11,250,000 \ 15,075,000 \ 13,500,000 \ 6,750,000 

* 단가측정: 현재날씨 CPM 1000 
               오늘예보 CPM 1500 

※ 조건별 CPM단가가 다른 이유:  
    * 현재날씨 상품: 해당 기상조건일 경우만 노출 (현재 기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오늘예보 상품: 오늘예보값 기상조건 시 노출 (하루 종일 노출) 

1) 봄 ~ 여름 

* 기온을 조건으로 하는 광고상품(한파/폭염)은 해당년도의 예보값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노출 퍼센트에 따라 조절됨 
* 광고 단가는 매월 갱신되며, 갱신된 단가는 차월부터 적용됩니다.  (시즌 계약 시 갱신 전 단가 적용) 



   모바일  광고 [날씨매칭광고 노출비율 및 단가] 

기상유형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건조 
(현재날씨) 

예상 노출율 22% 20% 29% 16% 24% 29% 

단가  \ 3,300,000 \ 3,000,000 \ 4,350,000 \ 2,400,000 \ 3,600,000 \ 4,350,000 

일교차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43% 22% 17% 20% 

단가  \ 9,675,000 \ 4,950,000 \ 3,750,000 \ 4,500,000 

눈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20% 22% 3% 10% 

단가  \ 4,500,000 \ 4,950,000 \ 675,000 \ 2,250,000 

한파 
(현재날씨) 

예상 노출율 30% 30% 30% 30% 

단가  \ 4,500,000 \ 4,500,000 \ 4,500,000 \ 4,500,000 

비 
(오늘예보) 

예상 노출율 20% 40% 27% 17% 17% 13% 

단가  \ 4,500,000 \ 9,000,000 \ 6,075,000 \ 3,825,000 \ 3,825,000 \ 2,925,000 

* 단가측정: 현재날씨 CPM 1000 
               오늘예보 CPM 1500 

※ 조건별 CPM단가가 다른 이유:  
    * 현재날씨 상품: 해당 기상조건일 경우만 노출 (현재 기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오늘예보 상품: 오늘예보값 기상조건 시 노출 (하루 종일 노출) 

1) 가을 ~ 겨울 

* 기온을 조건으로 하는 광고상품(한파/폭염)은 해당년도의 예보값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노출 퍼센트에 따라 조절됨 
* 광고 단가는 매월 갱신되며, 갱신된 단가는 차월부터 적용됩니다.  (시즌 계약시 갱신 전 단가 적용) 



 모바일 띠배너 광고 단가 CPM 1,000원, 평균 CTR 0.5~0.8% 
 Ex) 월 1,000,000 PV 노출시 월 1,000,000원 
 앱 다운로드, 캠페인 페이지 등 다양한 랜딩페이지 지원 가능 

케이웨더 날씨 날씨 방송 On케이웨더 황사 정보 케이웨더 HD (For iPad) 

케이웨더 날씨 날씨 방송 On케이웨더 케이웨더 모바일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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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모바일 광고 - 상품 소개 : 모바일 띠배너 광고 

단 1개의 배너로 
7개 날씨 관련  

매체 동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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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D 



케이웨더/On케이웨더 
사이트 메인 

언론사/포털 날씨 페이지 메인 
(매경/mbn/한경/드림엑스) 

   온라인 광고 – 사이트 DA 배너 

 월 평균 PV 70만(케이웨더 40만, 언론사/포털 날씨 30만) 
 날씨 관련 6개 매체 동시 집행 가능: 패키지 금액 월 10,000,000원 
   : 각 사이트별 배너 1개씩 할당 

   : 금액은 게재 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 하 진행 



   온라인 광고 – 사이트 DA 배너 

지면 상품명 사이즈 / 편수 단가 집행금액(월) 
월 평균 노

출량 
최소집행단위 비고 

케이웨더  
사이트 

메인 우측 상단 배너 350*60  6시간 노출 기준  ₩3,0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On케이웨더 
사이트 

A안 - 메인 우측 상단 배
너 

350*60  6시간 노출 기준  ₩3,0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B안 - 우측배너 240*240  6시간 노출 기준  ₩2,0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C안 - 좌측 배너 170*170  6시간 노출 기준  ₩1,0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D안 - 메인 중앙 배너 468*60  6시간 노출 기준  ₩2,5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E안 - 기업 로고 배너 90*30  6시간 노출 기준  ₩1,0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F안 - 기사 본문 우측 배
너 

240*240  6시간 노출 기준  ₩2,500,000   2주 총 1구좌 고정 

G안 - 좌측 SkyScriper 120*600  6시간 노출 기준  ₩1,500,000   2주 총 4구좌 롤링 

언론사/포털  
날씨 페이지 

매일경제/mbn/한경/ 
드림엑스 

우측 레이어 상/하단 
240*95  6시간 노출 기준  ₩2,500,000   4주 총 1구좌 고정 



Broadcasting AD 



2. 방송 광고    방송 광고 – 프로그램 소개 

라이프스타일 예보 
날씨 전문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오늘/내일  주간 날씨 방송 
1일 3회(05시, 16시, 20시) 제작 / 방송 

날씨와 생활정보 
날씨와 관련된 생활 상식 등의 정보 제공  
1일 1회(평일) 제작 / 방송 

맛있는 날씨 
  오늘의 날씨에 어울리는 추천 메뉴 소개 
   1일 1회(평일) 제작 / 방송 



2. 방송 광고    방송 광고 – 프로그램 소개 

* 매체별 / 프로그램별 평균 조회수  

구분 매체 
라이프스타일 

예보 
맛있는 날씨 

날씨와  
생활정보 

편성 시간 광고 

모바일 케이웨더 모바일 앱/웹 월 500,000 월 40,000 월 40,000 전 광고 가능 

온라인 

케이웨더 홈페이지, 한경/매
경/mbn 날씨페이지, YTN 

Weather, 다음TV팟, LGU+박
스, 유튜브, 

월 60,000 월 10,000 월 10,000 전 광고 가능 

LCD 
KTX 월 350,000 -- -- 

클립광고 불가 

A’rex(공항철도) 월 300,000 - - 

CATV 

복지TV 684,000가구 684,000가구 684,000가구 
08:25, 12:00, 16:00, 17:25, 

18:55, 22:25 

마운틴TV 240,000가구 240,000가구 11:57, 18:26, 20:57 

낚시TV 348,000가구 348,000가구 03:00, 09:00, 15:00, 21:00 

이데일리TV 384,000가구 384,000가구 11:00, 15:00 

세이프TV 15,000가구 
  
02:30, 07:00, 10:00, 21:00 

 



2. 방송 광고 

클립 광고 
방송 시작  앞 / 뒤에 클립 광고 게재 

자막 및 PPL 
   BI 로고 표출  
   상품 / 매장 간접 홍보 

맞춤 제작 방송 
 브랜드와 날씨를 매칭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방송 광고 – 상품 소개 



 방송 전/후 클립 광고 

▶케이웨더 방송 ▶[앞] 웅진코웨이 광고 15” ▶[뒤] 웅진코웨이 광고 15” 

   방송 광고 - 사례 

맞춤 제작 방송 



   방송 광고 - 사례 

자막광고 

PPL 광고 

기상정보에 적합한 브랜드BI 노출 (폭염=이온음료) 

생활정보와 적합한 콘텐츠 방송 시 해당 브랜드 노출   (장마철 습기 = 습기 제거제) 

※ 광고 단가: 별도 문의 



   계약 집행 Guide  

- 광고 단가는 매월 갱신되며, 갱신된 단가는 차월부터 적용 (시즌 계약 시 갱신 전 단가 적용) 
     계약 후 광고 단가 변동 시 매월 1일 (휴무일일 경우 익일) 변동된 광고 단가 공시 (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 
 

- 주간 광고 리포트 (CTR, PV, 클릭수) 주1회 제공  
 

- 대행사/매체사 수익분배비율 안내  대행사 (20%) 랩사 (30%) 
 
 

  
 

1)날씨매칭 광고 

  광고 제작 Guide 

* 자체 제작 시 
 표준 - 356x92 size 
 가로: 356/ 세로: 최소75~최대92  
* 케이웨더 제작 시 

 제품이미지/아이콘 (PSD) 파일 1개  
  COPY: 1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전달요청                  

1 

2 

2)띠 배너 광고 

- 640 X 100 (1mb 미만 – png) 
- 640 X 96 (15K 미만 png) 
- 링크시킬 URL  전달요청                  
 

* 광고소재 변경 시  
  수신 후 즉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