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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nversations Start Here 



2억 UV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제됐던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허핑턴포스트 

2억 UV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제됐던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riana Huff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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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의 새로운 역사 

허핑턴포스트는 세계 최대의 뉴스 사이트입니다.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2010 
업계를 선도하는 
네이티브 개척 
 
 
 
 
 
네이티브 광고 
캠페인 최초 시행 
 
 
 
최초 브랜드 콘텐츠 
파트너 

2011 
Aol에 인수 
 
 
 
 
 

글로벌 에디션 
런칭 시작 
 

뉴욕타임스 트래픽을 추월 
 

2012 
디지털 뉴스 
사이트 최초로 
퓰리처상 수상 
 
 
 
 

 

2013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장 

2015 
 

15 
International Editions 

 

214M 
Global Unique Visitors 

 

2014 
페이스북  

#1 퍼블리셔 
 
 
 

에이전시 콘텐츠 
파트너십 최초 런칭 

 

허프포스트 
라이브 런칭 

2005 
설립 

2008 
미국 대선과 
대담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선정 

2009 
올해의 블로그 
25로 선정 
 
 
 
 
 
 
 

2006 & 2007 
최고 정치 블로그로 
선정 
 
 
 
 
 
 
 
 

Sleep 섹션 런칭 
 
 
 

최초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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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방문자 214,000,000명 

15개 에디션으로 운영되는 허핑턴포스트의 글로벌 방문자는 월 2억 1천만명이 넘고, 데스크탑 사용자만 월 1억 

2천만명이 넘습니다. 전세계의 어떤 뉴스 미디어보다 많은 수용자들이 허핑턴포스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다른 경쟁매체의 UV는 데스크탑을 기준함. (모바일을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음) 
• 허핑턴포스트는 글로벌 Cross-Platform(모바일+데스크탑)을 기준이며, 허핑턴포스트의 데스탑 UV는 125M 수준임. US 에디션만의 UV는 118M. 
• Source: Comscore Multi-Platform Worldwide Audience, Custom Report, Jan 2015, Custom Entity 
• Source: Comscore, Jan 2015, HuffPost US Multi-Platform Traffic to Global Entity, Other sites: Worldwide Desktop Traffic 5 



탁월한 소셜 인게이지먼트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링크드인, 포스퀘어, 디그 등 수많은 소셜미디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수용자의 인터렉션이 월평균 2억 2천만회를 넘어서는 등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는 가장 빠르고 폭넓게 수용자의 삶에 파고듭니다. 

• Source: comScore, NewsWhip 6 



가장 많은 동영상이 소비되는 뉴스 사이트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 동영상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사이트는 허핑턴포스트입니다. CNN이나 폭스뉴스, 

버즈피드 등 유명 뉴스 채널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15개 에디션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합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 Source: Comscore, Dec 2014 7 



진정한 글로벌 뉴스 미디어 

허핑턴포스트는 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와 제휴해 15개의 에디션을 발행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강하게 

연결된 에디션들은 세계의 아젠다와 지역의 이슈를 결합시킵니다.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10개 이상의 언어와 

15개국 이상의 지역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허핑턴포스트가 유일합니다.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Spain 

Germany 

Brazil 

Mexico 

Japan 

Australia 

South Korea 
Italy 

Greece 

India 

Arabic 

United States 
Maghreb 

Morocco 

Algeria 

Quebec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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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파트너십, 기술 기반의 뉴스 

허핑턴포스트가 괄목한 성과를 그것도 글로벌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의 핵심 역량 

때문입니다. 각 시장 특성에 맞춘 지역 중심의 콘텐츠 운영과 허핑턴포스트 고유의 DNA에 기반한 혁신, 사업과 

브랜드 가치, 각 국의 일류 미디어와의 파트너십, 모든 시장에 동시에 적용되는 범용적인 기술 플랫폼이 

그것입니다. 

일류 미디어 기업과 

파트너십 

모든 에디션 공통의 

범용적인 기술 플랫폼 

지역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와 현지 언어 

허핑턴포스트 DNA에 

기반한 혁신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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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에 대응 

허핑턴포스트의 영향력은 단순히 홈페이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뉴스앱, 

검색엔진과 포털, 여러 제휴 매체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고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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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뉴스로 가득하다 



Click to edit Master title style 

사건 사고만이 뉴스는 아닙니다. 기존과 다른 의견, 

새로운 시도, 처음 핀 봄 꽃, 누군가의 한 마디, 모든 

것이 뉴스이며 세상은 또한 그런 뉴스로도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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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호흡 

세계 시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문화공간이자 
매개체이며 선한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개인적이고 흥미롭고 유익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공동의 가치를 공유 

세계와 호흡하는 젊은 뉴스 

차별적인 사용자 경험의 제공 

독자의 관심과 여론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독자의 관심을 예측하고, 독자의 뉴스 
소비 행태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독자가 
원하는 뉴스를 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2544세대의 관점 

그동안 여론을 
주도해 온 40~50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25~44세의 관심과 
시각, 가치에 기반한 
뉴스를 공급 

뉴스와 라이프스타일의 균형 

지루한 뉴스가 아닌 콘텐츠와 정보, 
뉴스를 결합한 뉴스테인먼트를 제공 

탁월한 식견과 대안적 시각 

오피니언(블로그) 콘텐츠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몰입도에 기반해 
개인의 이슈를 사회적 아젠다로 
전환 

새로운 아젠다의 개척 

한국의 여론 시장에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LGBT, 동물권, 
다문화, 인권, 여행 등의 
영역에서 여론을 창출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알아야 하는 뉴스”PRESS AGENDA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관심 있는 

뉴스”PUBLIC AGENDA를 기반으로, 수용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뉴스”PERSONAL AGENDA를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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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아젠다를 확산 

르몽드, 엘파이스, 아사히 등 존경받는 최고의 뉴스 기업들과 제휴한 허핑턴포스트의 15개 뉴스룸은 상시적인 

편집회의와 연 2회의 글로벌 미팅을 통해 지구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이 고민해야 할 

이슈를 제공합니다.  

January 7, 2015 
 
Terrorist attack on the offices of French 
satirical magazine, Charlie Hebdo, leaves 
several people dead or injured 

 
 
Within minutes, our edition in 
France has early access to 
footage of the shooting 

Pour Cabu, Charb, Wolinski et tous les 
autres... 
 
Anne Sinclair, our French Editorial Director, 
writes a powerful blog post on her friendship 
with one of the deceased cartoonists 

Expert Global Reporting 
 
Our editorial chief in France, Paul Ackermann, 
appears on MSNBC and several other media 
networks to provide real-time reporting from 
France 

Greece 

UK 

US 

JP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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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쓰고 세계가 읽는 뉴스  

허핑턴포스트의 14개 에디션은 적극적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기사를 번역해 전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북한 소식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 동향, 한류 소식까지 폭이 넓습니다. 한국 블로거의 

글이 10개국 이상의 에디션에 퍼블리싱되기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인 웹툰이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 

독자들에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14개 에디션들의 편의와 국내외의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조만간 영문판을 

런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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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스미디어 

2015년 7월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UV는 1158만, PV는 7826만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 UV는 2.1배, PV는 

3.2배가 증가한 것 입니다. 이 기간중 월평균 UV 성장율은 6.3%, PV 성장율은 10.1%에 이릅니다. 최근 3개월의 

성장세는 이보다 더 가파릅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6,974 

8,578 

11,578 

3 6 9 12 3 6 

UV 

24,563 

47,642 

78,261 

3 6 9 12 3 6 

PV 

4.39 

6.83 6.76 

3 6 9 12 3 6 

PV / UV 
• Source: Adobe Omniture, Mar 2014 ~ Jul 2015 
• UV 및 PV는 천단위 16 



25~44세대의 새로운 기준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디지털 뉴스의 확산에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언론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온 25~44세 집단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핵심 고객군입니다. 

이들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 Source: 구글 analytics 2015년 상반기(1월~6월) 

41.5% 

44.8% 

9.9% 

3.8% 

18세~24세 

25세~44세 

45세~54세 

55세 이상 

연령대 

주요 관심사 

구매 계획 세그먼트 

18% 

13% 

12% 

11% 

9% 

8% 

8% 

8% 

8% 

6% 

News Junkies & Avid … 

Political Junkies 

Travel Buffs 

TV Lovers 

Movie Lovers 

Technophiles 

Music Lovers/World … 

Cooking Enthusiasts 

Music Lovers/Pop Music … 

Shoppers/Shopaholics 

40% 

13% 

9% 

7% 

7% 

6% 

5% 

5% 

4% 

4% 

Dating Services 

Employment 

Travel/Hotels & … 

Consumer … 

Education/Post-Secondary … 

Financial … 

Apparel & Accessories 

Beauty Products & Services 

Education/Foreign … 

Consumer Electronics/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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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높은 로열티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끊임없이 독자의 성향 및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더 

많은 기사를 읽고 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Source: Adobe Omniture, Mar 2014 ~ Jul 2015 

165.75 

202.54 

292.92 

416.85 

293.39 

3 6 9 12 3 6 

3.03 

4.39 

6.83 

6.04 

6.44 
6.76 

3 6 9 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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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PV 방문자당 체류시간 



소셜 미디어와 검색엔진의 성장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정보와 감동,  재미 등 기본적인 DNA를 지켜나가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최대 독자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젊은 세대들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와 핀터레스트같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하반기에 본격화합니다.  

7,948 

19,022 

27,577 

3 6 9 12 3 6 

Referrer: Social 

11,557 

10,246 

18,881 

23,752 

3 6 9 12 3 6 

FB Engagement Daily 

456,583 

929,764 

1,174,07

8 

2,037,75

6 

3 6 9 12 3 6 

Referrer: Search Engine 

• Source: Adobe Omniture, Mar 2014 ~ Jul 2015, 모든 숫자는 instance 기준 19 



모바일 + 비디오 = 무궁한 시장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트래픽의 80%는 모바일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이용 증가를 불러 왔으며,  페이스북에서도 동영상 기사 피드는 일반적인 기사 피드보다 2.4배 더 

많은 독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변화를 반영하여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두 배로 늘리는 등 동영상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Source: Adobe Omniture, Mar 2014 ~ Jul 2015, UV 및 PV는 천단위 (모든 통계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제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PV/UV는 2015년 6월 기준  191 

4,018 

4,529 

5,832 

7,456 

9,842 

3 6 9 12 3 6 

Mobile UV 

10,942 

19,930 

41,026 

70,141 

3 6 9 12 3 6 

Mobile PV 
동영상 기사 PV (페이스북) 

16,775 

40,192 

기사피드 동영상기사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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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애드: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선택 



독자의 시각에서 만드는 새로운 광고 경험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네이티브애드는 독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끊임없이 독자들의 관심을 찾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독자들이 남긴 흔적들을 분석해 독자들의 표면적 니즈 뿐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관심사까지 

찾아냅니다. 이를 위해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네이티브애드가 단순히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이전에 없던 광고 경험을 창출해 나가는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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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고 경험을 창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네이티브애드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네이티브 콘텐츠는 독자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개의 원칙 아래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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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애드에 특화된 전문 인력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네이티브애드를 전담하는 파트너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캠페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네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 및 각 산업군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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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드는 콘텐츠 

네이티브애드는 파트너스튜디오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독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많은 프로모션 경험을 축적한 파트너스튜디오의 플래너와 에디터들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캠페인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구성과 콘텐츠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상시적인 “대화”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획 제작 퍼블리싱 

캠페인 일정 
및 규모, 비
용 상담 

게재신청서 
체결 및 
캠페인 자료 
전달 

에디터와 
광고주/대행사 
콘텐츠 기획 미팅 

1차 초안 전달: 광고
주, 대행사 확인  

 

네이티브 콘텐츠 
확정: 광고주 
최종 확인 

네이티브 콘
텐츠 게재 및 
노출, SNS 피

딩 

결과보고서  
전달 

 

일정 D  -14 D  -10 D  -3 D  -1 Live D +4 

클라이언트/대행사 O O O O 

허핑턴포스트  
네이티브랩 

O O O O O O 

문의 체결 기획회의 1차초안 콘텐츠 확정 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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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퍼블리싱 역량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프로모션 박스, 뉴스앱, 멀티플랫폼 지원,  SEO 최적화, SNS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이언트의 캠페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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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성과를 위한 다양한 상품 구성 

정해진 특정 위치에 일정 기간의 콘텐츠 노출을 보장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 플랫폼 통해 콘텐츠를 퍼블리싱하여 광고 효과를 보장합니다.  

캠페인 목표와 기대하는 독자 인터랙션에 따라 2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상품에 따라 제작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제작시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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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과 리포트 

허핑턴포스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툴들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기사가 SNS에 피딩되면,  실시간으로 SNS 전파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실시간 이슈를 지역별로 알 수 있는 모니터링툴도 갖추고 있어 SNS를 통한 확산이 더 필요할 

경우, 피드문구 수정, 보유 네트워크를 통한 추가 확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종료 후 정성, 정량적 평가를 

더해 결과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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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광고 솔루션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외면받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파트너십은 세상에 꼭 필요한 기사와 콘텐츠를 

허핑턴포스트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화된 섹션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가치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트너십을 맺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브랜드 BI를 꾸준하게 노출하면서, 필요에 따라 

섹션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다양한 네이티브애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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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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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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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는 거대한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입니다. 진출한 국가의 GDP를 합하면 전세계의 55%를 

넘어섭니다. 허핑턴포스트가 진출한 어느 나라에나 원하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35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광고 상품만으로도 클라이언트는 충분히 캠페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넓은 커버리지와 타겟 독자 확대를 원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다른 미디어에도 동시에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1,158만 UV 

7,826만 PV  

32.1만 페이스북 팬 

23,413,889 Engagement 

(2015년 7월 기준) 

10.3만 트위터  팔로워 

875만 UV 

6,418만 PV 

16.2만 페이스북 팬 

3,258,377 Engagement 

(2015년 7월 기준) 

27.8만 트위터 팔로워  

34만 UV 

158만 PV 

31.2만 페이스북 팬 

 

 

28.9만 트위터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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