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격 정보 부가세 별도(단위: 원)

사용용도 사용기간

개인소장 온라인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개인 미디어 게시 ※별도문의

단행본, 잡지, 전집 1년

사보, 보고서, 기내지, 의정보고서 등 홍보 소식지 1년

온라인, 전자매체 e-book, CD수록, 광고메일, 웹진 기타 전자매체 1년

패키지 인쇄매체 + 전자매체 1년

전집, 백과사전, 도감, 학술논문, 발표자료 등 1년

교과서,참고서,학습지 1년

온라인, 전자매체 전자교과서, 교육용 웹사이트, CD수록 등 저장매체, 발표용 슬라이드 1년

패키지 인쇄매체 + 전자매체 (동일한 기사를 2개 매체 이상 사용) 1년

인쇄보도 신문-종합일간지,경제지,스포츠지,무가지,타블로이드,학술지 등 6개월

인터넷뉴스 등 (3자 전송 별건) 6개월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게재 (3자 전송 별건) 1년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인터넷방송 등

(추가 매체활용시 별건)

방송 TV광고, 홈쇼핑, 프로그램, 기타 6개월

패키지 인쇄매체 + 전자매체 + 방송매체 (동일한 기사를 2개 매체 이상 사용) 6개월

전시, 광고, 1개월

디스플레이 1장소

기타 상업용 1개월

매장 및 사업장 내 디스플레이 1장소

▶ 해외 이용시 ▶ 기사 이용 및 구매방법

구분 적용금액 · 기사 콘텐츠 판매 이용료는 국내 배포용, 1개국 1매체 사용권한 기준입니다.

해외 1개국 2배 · 패키지는 2개 매체 동일한 기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2~4개국 /1대륙 3배 · 다량 구매 및 정기적으로 이용시, 담당자와 상담사히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5개국 이상/2대륙이상 4배 · 구매한 기사를 재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취득권리

· 기사에 포함된 사진/도표/동영상/음원 등은 별도 판매합니다. (별도 문의)

▶ 외국어 매체 사용시 · 기사의 저작권 외에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음원, 특허권 및 기타 권리는 사용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구분 적용금액   이를 취득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개 외국어 2배 ▶ 결제방법

2개 ~ 3개국어 3배 ·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4개국어 이상 4배 · 입금 계좌: 농협은행 351-0908-5133-13 ㈜씨비에스아이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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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콘텐츠 단가표

1. 기사 콘텐츠

가격

노컷뉴스 free

200,000

200,000

200,000

온-오프라인

인쇄광고, 옥외광고, 포스터, 홍보배너, 멀티미디어

500,000

언론보도용

온라인보도

방송보도 6개월

교육용

인쇄매체

구분

출판,간행물

인쇄매체



▶ 가격 정보 부가세 별도(단위: 원)

사용용도 사용기간

교육용 교육용 스트리밍 사용 1년

뉴스 보도 프로그램

인터넷 스트리밍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인터넷 스트리밍

상업용 광고 및 상업용 3개월

개인소장 개인보관 (개인 소장 및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유 불가

교육용 교육용 시청각 사용 1년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스 보도 및 기업보고서, 의정보고서, 논문

방송 홈쇼핑, 일반 방송 프로그램, 기타 1개월

상업용 광고 및 상업용 3개월

▶ 해외 이용시 ▶ 동영상 이용 및 구매방법

구분 적용금액 · 동영상 콘텐츠 판매 이용료는 국내 배포용, 1개국 1매체 사용권한 기준입니다.

해외 1개국 2배 · 동영상 콘텐츠 판매 이용료는 1개 프로그램 1회분 기준입니다.

2~4개국 /1대륙 3배 · 다량 구매 및 정기적으로 이용시, 담당자와 상담사히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5개국 이상/2대륙이상 4배 · 구매한 동영상을 재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취득권리

· 동영상 저작물 외에 포함된 기사/사진/도표/음원 등은 별도 판매합니다. (별도 문의)

▶ 외국어 매체 사용시 · 동영상의 저작권 외에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음원, 특허권 및 기타 권리는 사용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구분 적용금액   이를 취득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개 외국어 2배 ▶ 결제방법

2개 ~ 3개국어 3배 ·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4개국어 이상 4배 · 입금 계좌: 농협은행 351-0908-5133-13 ㈜씨비에스아이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바랍니다.

1,500,000

2. 영상 콘텐츠

가격

300,000

300,000

500,000

1,000,000

200,000

오프라인
언론보도 및 보고

서용
1회

300,000

150,000

300,000

구분

온라인

언론보도용 1개월

스트리밍 1개월



▶ 가격 정보 부가세 별도(단위: 원)

사용용도 사용기간

온라인 개인블로그, 카페, 개인홈페이지

오프라인 인화 이미지 개인소장

단행본,잡지 내지 -

단행본,잡지 표지 -

단행본,잡지 내지+표지 (동일한 컷을 같은 매체에 이용시 기준) -

e북, 모바일 등 e-book, cd수록, 기타 전자매체 1년 이내

패키지 인쇄매체 + e-book (동일한 컷을 2개 매체에 이용시 기준) 1년 이내

전집, 백과사전, 도감, 학술논문, 발표자료 등

교과서,참고서,학습지

온라인,모바일 등 전자교과서, 교육용 웹사이트, cd수록 등 저장매체, 발표용 슬라이드 1년 이내

인쇄매체 + 온라인,모바일 등

(동일한 컷을 2개 매체에 이용시 기준)

인쇄매체 신문-종합일간지,경제지,스포츠지,무가지,타블로이드,학술지 등 1년 이내

온라인 인터넷뉴스 등 1년 이내

방송 지상파,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인터넷방송 등 1년 이내

방송 + 웹사이트 (동일한 컷을 2개 매체에 이용시 기준)

인쇄매체 + 웹사이트 (동일한 컷을 2개 매체에 이용시 기준)

3개월 미만

전시회 3개월 ~ 6개월 미만

(1개장소 기준)※5년 이상 사용시 별도문의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카달로그, 팜플렛, 브로슈어, 리플렛, 메뉴얼, 5000부 미만

샘플북 e-카다로그, 전자브로셔
5,000 ~10,000부 미

만

10,000부 이상

카달로그+ e-카달로그 5000부 미만

브로슈어+ e-브로슈어
5,000 ~10,000부 미

만

메뉴얼+ e-메뉴얼 10,000부 이상

사보, 뉴스레터, 기관지 등

의정보고서, 내부게시판 등

기업 및 단체 운영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인트라넷 등 1년 이내

웹진,뉴스레터 온라인배포용 1년 이내

방송 보도용 이외 일반 방송 프로그램 (홈쇼핑 제외) 1년 이내

게임,소프트웨어,영상 배경 1년 이내

홍보용 슬라이드,멀티비전 1년 이내

모바일 기기, pda 등 휴대 단말기 내장형 1년 이내

키오스크, 발매기, 현금지급기, 모니터 등고정기기 내장형 1년 이내

100,000

100,000

15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400,000

300,000

400,000

500,000

1,000,000

300,000

400,000

전시, 디스플레이 

500,000

1,000,000

200,000

150,000

200,000

80,000

100,000

150,000

가격

포토뱅크 free

70,000

80,000

150,000

패키지 1년 이내

80,000

100,000

100,000

150,000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300,000

400,000

500,000

멀티미디어

인쇄매체

패키지

온라인

200,000

300,000

기타

인쇄매체, 온라인

패키지

인쇄매체

오프라인

매장 및 사업장 내 디스플레이

언론보도용

교육용

출판,간행물

인쇄매체

구분

개인소장 ※별도문의

3. 사진 콘텐츠

1. 편집(인쇄, 출판) 목적



▶ 가격 정보 부가세 별도(단위: 원)

사용용도 형태 사용기간 가격

1 ~ 9단 1년 이내 400,000

10 ~ 15단 1년 이내 500,000

700,000

(파노라마형
70% 추가)

지역지,학보사,타블로이드,무가지,기타 전문지 1년 이내 300,000

내지 1년 이내 200,000

표지 1년 이내 300,000

tv광고 CF(중앙방송,지역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인터넷 방송 등) 1년 이내 500,000

극장광고 극장용 광고 1년 이내 500,000

배너광고 1년 이내 200,000

스크린 쉐이퍼,월페이퍼 1년 이내 150,000

홈쇼핑 홈쇼핑 프로그램 1년 이내 400,000

3개월 미만 400,000

3개월 ~ 6개
월미만

500,000

6개월 이상 600,000

10개 미만 1년 이내 300,000

10개 이상 1년 이내 400,000

간판 - 500,000

내부 1년 이내 300,000

외부 1년 이내 400,000

상업용 1년 이내 500,000

비상업용-비고객용,사내용,캠페인 1년 이내 300,000

보도자료 신문,온라인 배포용(2차이상 배포불가) 1년 이내 500,000

1 만부 미만 1년 이내 450,000

1만~5만부 1년 이내 550,000 

5만 ~ 10만부 1년 이내 650,000

10만부 초과 1년 이내 750,000

1 만부 미만 1년 이내 300,000

1만~5만부 1년 이내 350,000

5만 ~ 10만부 1년 이내 400,000

10만부 초과 1년 이내 500,000

상품인쇄-음반자켓,박스,엽서초대장,카드, 다이어리,판촉물 등 1년 이내 300,000

로고,심볼,캐릭터 1년 이내 700,000

▶ 해외 이용시 ▶ 사진 이용 및 구매 방법

구분 적용금액 · 사진 콘텐츠 판매 이용료는 국내 배포용, 1개국 1매체 사용권한 기준입니다.

해외 1개국 2배 · 패키지는 2개 매체 동일한 사진을 이용하 경우 해당됩니다.

2~4개국 /1대륙 3배 · 다량 구매 및 정기적으로 이용시, 담당자와 상담사히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5개국 이상/2대륙이상 4배 · 구매한 사진을 재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취득권리

· 사진의 저작권 외에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음원, 특허권 및 기타 권리는 사용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 외국어 매체 사용시   이를 취득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분 적용금액 ▶ 결제방법

1개 외국어 2배 ·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2개 ~ 3개국어 3배 · 입금 계좌: 농협은행 351-0908-5133-13 ㈜씨비에스아이

4개국어 이상 4배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바랍니다.

▶ 사진 선택 방법

· 포토 뱅크 사이트에서 사진 검색 > 사진 ID번호 확인 > 담당자에게 문의

http://photo.cbs.co.kr/info.asp

기타

탁상용

홍보판촉상품

포스터

캘린더용

벽걸이용

옥외 및 매장내

현수막,네코와이드칼라,버스쉘터, 스크린도어,전광판 등

pop배너-1개장소 기준

차량광고-버스,택시, 지하철,기차 등

온라인광고

잡지광고 정기간행물,교양지,전문지,학술지,전화번호부등

2. 상업적 목적

구분

광고 

신문광고
중앙지, 스포츠지, 경제지 등

스프레드 1년 이내

http://photo.cbs.co.kr/info.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