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tudy 뉴스CaseStudy

채널 A, Taboola Feed를 통해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수익 증대에 성공

“Taboola Feed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기존의 
수익화 솔루션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월간 실 사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지만 Taboola
와 함께 한 이후로는 수익과 CTR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유저들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 채널A 디지털 서비스팀 정인화 팀장

채널A는 전국에 송출되는 방송 네트워크로서 케이블, IPTV, 
디지털 스트리밍 미디어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과제

솔루션

성과

몰입도 높은 광고 경험을 도입하여 기존 파트너와 협업한 
기간에 감소했던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회복

연속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는 Taboola Feed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RPM 및 CTR 향상

채널A, Taboola Feed 적용 후 RPM(1,000회 노출당 수익)
이 60% 증가, CTR(클릭률)은 40% 증가

RPM(1,000회 노출
당 수익) 증가

60%

CTR(클릭률) 증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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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전국에 송출되는 종합편성채널로서 케이블, 
IPTV, 디지털 스트리밍 미디어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형식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채널
A는 창의적인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하며, BBC, YouTube, dailymotion, Netflix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토 헤드라인] 채널A, Taboola Feed와의 
협업을 통해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 제공 및 
성과 향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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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이트 내 참여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Feed 내 동영상

채널A가 구현한 Taboola Feed에는 Feed 내 동영상이 
포함됩니다. Taboola Feed 내에 있는 비디오 광고와 대용량 
포맷들이 프리미엄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고 전 세계 대규모 
브랜드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는 전반적으로 Taboola의 세일즈 팀과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디어 업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훌륭한 파트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채널A는 Taboola와 협력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광고와 그 외 
여러 형식을 이용해 온라인 콘텐츠 포털을 수익화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광고주 수가 늘어날수록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된 홍보 및 오가닉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A는 연속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는 Taboola 
Feed를 기사 페이지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RPM과 CTR
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콘텐츠의 
평균적인 분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Taboola Feed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친숙한 연속 스크롤 
경험을 오픈 웹 퍼블리셔 사이트에 결합하였습니다. 기사에 
통합된 이 새로운 경험은 사용자들에게 모두 맞춤화되는 
동영상, 문서, 슬라이드쇼, 그 외 수많은 써드 파티 경험 등 
몰입도 높은 ‘카드’ 형식을 제공했습니다.

Taboola Feed는 사용자들이 퍼블리셔의 더 많은 콘텐츠를 
발견하여 더욱 오랫동안 사이트에 머물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수익 성장을 실현합니다. 채널A가 Taboola Feed를 사용한 
이후 RPM(1,000회 노출당 수익)이 60% 증가하였고 CTR(
클릭률)은 40% 증가했습니다. 

연속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는 Taboola Feed를 통해 수익 향상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실현한 채널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