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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상품 소개서 수정 내용

날짜 수정 페이지 수정 내용

2019.09.18 P.76 뷰어 동영상 CPM 상품 신규 추가

P.94 브랜드검색 리미티드형 판매단가 항목 내용 수정

2019.10.15 P.8 M 메인 브랜딩DA 노출 지면 수정

P.49 / P.53 PM 자동차 통합 DA 신규 추가 / P 자동차 우측배너 구매 가능일 수정

<메인광고:주제판>, <서브광고:서비스별(금융)> 중 9월 29일 집행분 까지만 적용되는 내용 삭제

2019.10.17 P.40 M통합 네이티브 DA 기본형 및 캐로셀형 가이드 업데이트 및 상품 시안 변경

2019.10.24 P.79~81 성과형 광고 상품 내용 추가 (밴드 피드, 카페 피드)

2019.10.30 P.41 / P.45 M통합 아웃스트림 동영상형 및 P통합 아웃스트림 동영상형 상품 추가

2019.11.08 P.71~72 M밴드 풀스크린 부킹 프로세스 수정 및 M밴드 앱 띠배너(신) 동영상형 상품 추가

2019.11.25 P.8/P.39 제작가이드 링크수정

2019.11.27 P.33 자동차판 통합 콘텐츠DA 판매 구좌수 변경

2019.12.09 P.42 M뷰어 네이티브 동영상형 상품 신규 추가

2020.01.07 P. 59 동영상 CPM_범퍼형 상품 변경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은

• 네이버 광고 플랫폼(https://nosp.da.naver.com) 에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디스플레이 집행 가이드를 준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의 대상 업종은 집행 가이드 확인 후 광고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의 : naver_da@gwebscorp.com

광고 구매 관련 문의를 하실 때에는 광고주 업종 (업종을 모르시면 어떤 상품인지), 상품명, 구매 원하시는 기간 등

세부 정보를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nosp.da.naver.com/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da_guide_live.zip


판매상품

l 메인 광고 통합 스페셜 DA (모바일)

메인 브랜딩 DA (모바일)

메인 3선 DA (모바일)

타임보드 (PC)

롤링보드 (PC)

롤링보드 네이티브 DA (PC)

롤링보드 FirstView (PC)

커플보드 (PC)

l 메인 주제판 광고 FARM (모바일, PC)

JOB& (모바일, PC)

게임 (모바일)

경제M (모바일, PC)

공연전시 (모바일, PC)

동물공감 (모바일, PC)

디자인 (모바일, PC)

리빙 (모바일, PC)

법률 (모바일, PC)

부모i (모바일, PC)

비즈니스 (모바일, PC)

스쿨잼 (모바일, PC)

여행+ (모바일, PC)

연애결혼 (모바일, PC)

영화 (모바일, PC)

자동차 (모바일, PC)

중국 (모바일, PC)

테크 (모바일, PC)

패션뷰티 (모바일, PC)

푸드 (모바일, PC)

l 서브 광고 : 통합 M 통합 DA / 플러스 DA (모바일)

M 통합 네이티브 DA (모바일)

P 통합 우측배너 (PC)

P 통합 우측배너 더블플레이 (PC)

P 통합 네이티브 DA (PC)

l 서브 광고 : 서비스별 날씨 (모바일)

부동산 (모바일)

게임 카페 (모바일, PC)

금융 (모바일, PC)

자동차(모바일, PC)

항공권/호텔 (모바일, PC)

우측배너 : 블로그/사전/웹소설/자동차/쥬니버/

카페 (PC)

목차를 누르시면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판매상품

l 동영상 광고 뷰어 동영상 CPM (모바일) 동영상 CPM (모바일, PC)

동영상 CPV (모바일, PC)

생중계 패키지 (모바일, PC)

l 웹툰 광고 모바일 웹 DA (모바일)

앱 띠배너 (모바일)

PPL (모바일, PC)

빅배너 (모바일, PC)

빅배너 슬라이드 (모바일, PC)

브랜드 웹툰 (모바일, PC)

트리플 플레이 (PC)

우측배너 (PC)

l 밴드 광고 풀 스크린 (모바일)

앱 띠배너 (모바일)

l 검색형 광고 브랜드 검색 (모바일)

브랜드 검색 리미티드형 (모바일)

브랜드 검색 익스텐션형 beta (모바일)

브랜드 검색 (PC)

신제품 검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박스 (모바일, PC)

서칭뷰 (PC)

l 성과형 광고 밴드 피드 광고 (모바일)

카페 피드 광고 (모바일)

목차를 누르시면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메인 광고

∙ 통합 스페셜 DA (모바일) ∙ 타임보드 (PC)

∙ 메인 브랜딩 DA (모바일) ∙ 롤링보드 (PC)

∙ 메인 3선 DA (모바일) ∙ 롤링보드 네이티브 DA (PC)

∙ 롤링보드 FirstView (PC)

∙ 커플보드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네이버의 뉴스판, 새로운 네이버의 검색홈 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노출되는 광고로

단기간 내 높은 광고 노출 수와 브랜딩 임펙트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통합 스페셜 DA

Mobile 광고

상품명 M_메인_통합_스페셜DA

노출위치

기존 네이버의 경우 뉴스판 상단,

새로운 네이버의 경우 검색 홈에 노출

통합 스페셜 DA 구매 시, 두 개 지면에 모두 노출

판매단가

1일 8구좌 / 3시간 단위로 판매

단가표 바로가기

이미지 기본형만 판매 중

특이사항

기존 네이버용 스페셜 DA 소재와

새로운 네이버용 스페셜 DA 소재 총 2개를 등록

브랜드당 일 2구좌까지만 구매 가능

성별 타게팅 판매 유닛 있음 / 그 외 타게팅 불가 업종서비

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각 1종
(데모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기존 네이버 이미지형 새로운 네이버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A. 기존 네이버 뉴스판 B. 새로운 네이버 검색 홈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pr.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Main_SpecialDA_United_201905.zip


모바일 뉴스판/연예판/스포츠판/경제 M판/웹툰판/뿜판/푸드판/동영상판/건강판/ 책문화판/ 부모i판 등에

노출되는 광고로 네이버 모바일의 관문이 되는 영역에서 높은 주목도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메인 브랜딩 DA

Mobile 광고

상품명 M_메인_ 브랜딩DA

노출위치 각 판별로 2~3화면 정도에 위치

판매단가

CPM 4,400원 (11/3 집행분 까지)

CPM 5,000원 (11/4 집행분 부터)   단가표 바로가기

기본 단가 기준, 플러스형 10% 할증

특이사항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로 판매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제약/의료>의료기관 업종 집행 불가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8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별빛반짝형

이미지 플러스 가로형 파티클 (원/별/눈결정)형

이미지 플러스 세로형 스위칭형

페이스오프형 텍스트페이드인 아웃형

예시화면 모바일

뉴스판 연예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pr.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ALL.zip


모바일 메인의 좌측 상단 ‘3선’ 메뉴 클릭 시 이동하는 이용자 개인화 페이지 하단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입니다메인 3선 DA

Mobile 광고

상품명 M_메인_ 3선DA

노출위치 메인 좌측상단 ‘3선’ 메뉴 클릭 후 노출되는 페이지 하단

판매단가 CPM 1,800원

특이사항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화장품/생활용품, 패션 2개 업종만 구매 가능

(추후 확대 예정)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취소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3선’ 메뉴 클릭 시
이용자 개인화 페이지로 이동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Main_3lines_Guide.pdf


네이버 PC 메인 상단 영역에 고정 노출되는 광고로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 상품입니다. 

1일 24개의 시간대 중 최적의 시간대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타임보드

상품명 P_메인_타임보드

노출위치 PC 메인 상단

판매단가

시간 단위 CPT 상품. 주중/주말 시간대별 예상 노출량에

맞춰 단가 차등 적용

단가표 바로가기

기본 단가 기준,

동영상AutoPlay형, Drag확장형은 10% 할증

듀얼동영상AutoPlay형은 20% 할증

특이사항

광고 시스템(NOSP) 에서 시간대 별 “타임보드 토큰” 신청/

획득 후 광고 집행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북미지역 노출 상품 별도 구매 가능(별도 문의)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5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이미지)

이미지롤링형

동영상 AutoPlay형

듀얼동영상 AutoPlay형

Drag 확장형

예시화면

PC 광고

* PC 메인 개편 예정되어 상품 판매 안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NOSP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pr.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Timeboard.zip
http://demo.ad.naver.com/da2/pc/main/timeboard/imag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timeboard/imageRolling/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timeboard/autoplay/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timeboard/dualvideo/sample.html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0893E03CAAAE2184DD2596EA7EA7A53E4C903F5183D58ACD7F80A6D6290EDC92314AE4026B660CE471470EAB5574ACFA


네이버 PC 의 대표 상품 중 하나로, 유저 사용 빈도가 높은 로그인 영역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rag 확장형, HD동영상형 등 동영상 포함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리치미디어 상품 구매도 가능합니다.롤링보드

상품명 P_메인_롤링보드

노출위치 PC 메인 우측 로그인 및 타임스퀘어 영역 하단

판매단가

특이사항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로 판매

1주 최소 집행금액은 500만원(VAT별도)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북미지역 노출 상품 별도 구매 가능(별도 문의)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5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이미지)

이미지롤링형

Drag 확장형

HD동영상형

AutoPlay 형

예시화면

PC 광고

판매방식 상품유형 단가

CPM
기본형 (이미지) 2,200원

동영상AutoPlay형 (20% 할증) 2,640원

Drag확장형 (10% 할증)
2,420원

HD동영상형 (10% 할증)

* PC 메인 개편 예정되어 상품 판매 안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NOSP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rollingboard.zip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imag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imageRolling/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drag/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hdvideo/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autoplay/sample.html


이미지 썸네일 , 메인카피, 서브카피, 광고주명, 랜딩 버튼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광고 메시지를 심플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주요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티브 DA 상품은 PC 롤링보드, PC 통합, 모바일 통합 상품이 있습니다.)
롤링보드 네이티브 DA

상품명 P_메인_롤링보드_네이티브 DA

노출위치 PC 메인 우측 로그인 및 타임스퀘어 영역 하단

판매단가 CPM 2,200원

특이사항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로 판매

1주 최소 집행금액은 500만원(VAT별도)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예시화면 PC

PC 광고

* PC 메인 개편 예정되어 상품 판매 안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NOSP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MO_NativeDA_all.zip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nativeDA/sample.html


집행 시간 동안 네이버 PC 메인에 방문한 모든 유저에게 1회씩 노출됩니다.

롤링보드 상단 타임스퀘어 영역까지 자동확장되는 상품으로 높은 주목도와 반응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롤링보드 FirstView

상품명 P_메인_롤링보드_FirstView

노출위치 롤링보드

판매단가
5,000 만원 / 1일 독점

(1,000만 UB 및 Imp (UB 당 1회 노출))

특이사항

선택한 시작시간 ~ 24시간 내 1,000만 imps 도달 시 노출

종료

2일 연속 집행 불가 / 커플보드 상품과 동시간대 부킹 불가

영업 담당자를 통해 집행 가능시간 문의 후 세팅 요청 필요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2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영상확장형

이미지확장형

예시화면

PC 광고

* PC 메인 개편 예정되어 상품 판매 안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NOSP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rollingboard_firstview.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rollingboard_firstview_201801.zip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firstview/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firstview_image/sample.html


타임보드와 롤링보드 영역에 1시간 고정으로 동시 노출되는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두 개의 광고 영역을 활용한 스토리전개 및 Creative로 높은 브랜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커플보드

상품명
P_메인_타임보드

P_메인_롤링보드_커플보드

노출위치 타임보드 & 롤링보드 (1시간 고정)

판매단가

타임보드 - 시간 대 별 타임보드 단가와 동일

롤링보드 - 시간 대 별 타임보드 단가와 동일, 

프리미엄형은 30% 할증

단가표 바로가기

예시: 타임보드기본형(100%) + 롤링보드(CPT) 프리미엄형

(100%+30%) = 타임보드기본형단가의230%

특이사항

커플보드로 진행 가능한 상품 유형

: 타임보드 전 상품 X 롤링보드 이미지형&퍼스트뷰

집행 전 영업담당자를 통해 소재 검수 진행 필요

(타임보드/롤링보드 동일 Creative 불가)

타 광고주의 커플보드 or 퍼스트뷰 상품과 동시간 대 집행 불가

09-24시 내 1시간 단위 일 1구좌만 구매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없음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타임보드X롤링보드 집행 가능한 상품유형으로 조합 가능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프리미엄형

예시화면

PC 광고

* PC 메인 개편 예정되어 상품 판매 안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NOSP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pr.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Main_Coupleboard.pdf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coupleboard/basic/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rollingboard/coupleboard/premium/firstview/sample.html


메인 광고 : 주제판

∙ FARM (모바일, PC) ∙ 리빙 (모바일, PC) ∙ 영화 (모바일, PC)

∙ JOB& (모바일, PC) ∙ 법률 (모바일, PC) ∙ 자동차 (모바일, PC)

∙ 게임 (모바일) ∙ 부모i (모바일, PC) ∙ 중국 (모바일, PC)

∙ 경제M (모바일, PC) ∙ 비즈니스 (모바일, PC) ∙ 테크 (모바일, PC)

∙ 공연전시 (모바일, PC) ∙ 스쿨잼 (모바일, PC) ∙ 패션뷰티 (모바일, PC)

∙ 동물공감 (모바일, PC) ∙ 여행+ (모바일, PC) ∙ 푸드 (모바일, PC)

∙ 디자인 (모바일, PC) ∙ 연애결혼 (모바일,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 주제판 상품별로 구매 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구매 전에 개별 상품소개서를 확인 해주세요. 



먹거리 관련 정보, 식품 유통 정보, 귀농귀촌 관련 꿀팁, 도시 거주자 대상 베란다 텃밭/주말 농장 등 정보, 농어촌 체험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모바일 FARM판은 일평균 37만 PV, 18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61% : 남성 39% 입니다. (’19년 8월 기준)
FARM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FARM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FARM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80~11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FARM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FARM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FARM판 6라인, PC FARM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1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59~82만, PC 400~50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FARM판 예시화면 PC FARM판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A. 브랜딩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farm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farm/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farm/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farm/sample.html


채용 / 창업 /스타트업 / 이직 / 아르바이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JOB&판은 일평균 146만 PV, 53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54% : 여성 46% 입니다. (’19년 8월 기준)JOB&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JOB&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JOB&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5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110~16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JOB&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JOB&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JOB&판 5라인, PC JOB&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87~120만, PC 210~23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빅이미지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JOB&판 예시화면 PC JOB&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뒤에계속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job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job/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job/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job/sample.html


JOB&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JOB&_구인정보DA

노출위치 모바일 JOB&판 7라인

판매단가
한달 2구좌 / 1일 시작~말일 종료, 구좌당 2,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450~550만 imps)

특이사항
구인정보만 집행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JOB&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로플리킹형

예시화면 모바일 JOB&판

가로플리킹

채용 / 창업 /스타트업 / 이직 / 아르바이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JOB&판은 일평균 146만 PV, 53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54% : 여성 46% 입니다. (’19년 8월 기준)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job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horizontalScroll/sample.html


게임 출시 소식, 인기 게임 정보, 게임 공략 팁 등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판은 일평균 73만 PV, 25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91% : 여성 9% 입니다. (’19년 8월 기준)게임 판

Mobile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게임판상품명 M_메인_게임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게임판 3라인 또는 4라인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41~56만 imps)

특이사항

전체 광고 예산 2억 이상인 광고주가 구매 가능한 프리미

엄 DA 집행 시, 4라인에 노출됨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집행 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프리미엄DA 미집행 시프리미엄DA 집행 시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da_guide_live.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game/sample.html


경제 최신 뉴스 및 이용자 맞춤 추천 뉴스와 함께, 금융, 주식, 부동산, 재테크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경제M판은 일평균 256만 PV, 83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59% : 여성 41% 이며, 30~49세 이용자가 주로 방문합니다. (’19년 8월 기준)
경제M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경제M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경제M판 6라인, PC 경제M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6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53~73만, PC 70~10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경제M판 통합 콘텐츠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경제M판 예시화면 PC 경제M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finance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financ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finance/sample.html


공연/전시 관련 최신 뉴스, 연극/뮤지컬/각종 전시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예술인 및 무대 뒷 이야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연전시판은 일평균 32만 PV, 14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71% : 남성 29% 입니다. (‘19년 8월 기준)
공연전시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공연전시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공연전시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71~98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공연전시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공연전시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공연전시판 6라인, PC 공연전시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13~18만, PC 150~20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빅이미지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공연전시판 예시화면 PC 공연전시판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A. 브랜딩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show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show/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show/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show/sample.html


반려동물 관련 최신 뉴스, 꿀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텍스트 콘텐츠 이외에 동영상 및 오디오 클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동물공감판은 일평균 58만 PV, 22만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67% : 남성 33% 입니다. (’19년 8월 기준)
동물공감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동물공감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동물공감판 2라인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79~110만 imps)  

특이사항
동물분양, 체험동물원 관련 내용 구매 제한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동물공감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동물공감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동물공감판 5라인, PC 동물공감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24~33만, PC 100~140만 imps)

특이사항
동물분양, 체험동물원 관련 내용 구매 제한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동물공감판 예시화면 PC 동물공감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animal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anima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anima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animal/sample.html


국내외 공간 디자인, 패션 디자인 트렌드, 독특한 디자인&아트, 브랜드 스토리, 공예 디자이너 및 명인 소개 등 디자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자인판은 일평균 37만 PV, 16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62% : 남성 38% 입니다. (’19년 8월 기준)
디자인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디자인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디자인판 2라인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52~72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디자인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디자인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디자인판 5라인, PC 디자인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27~37만, PC 200~275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빅이미지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디자인판 예시화면 PC 디자인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design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design/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design/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design/sample.html


국내 및 해외 인테리어 정보, 평형별 인테리어 정보 와 함께 다양한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빙판은 일평균 160만 PV, 64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79% : 남성 21% 입니다. (’19년 8월 기준)리빙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리빙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리빙판 4라인, PC 리빙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6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42~57만, PC 80~11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리빙판 통합 콘텐츠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리빙판 예시화면 PC 리빙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living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livinghom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livinghome/sample.html


각종 법률 상식, 생활에 유용한 판결 사례 등 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법률판은 일평균 37만 PV, 18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58% : 여성 42% 입니다. (’19년 8월 기준)법률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법률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법률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55~76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법률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법률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법률판 6라인, PC 법률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19~26만, PC 130~18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법률판 예시화면 PC 법률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law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law/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law/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law/sample.html


1~7세 유아동의 육아 관련 전문 정보와 함께 육아팁 공유,  육아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모i판은 일평균 76만 PV, 31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중은 여성 81%, 남성 19% 수준 입니다.  (’19년 8월 기준)부모i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부모i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부모i판 4라인, PC 부모i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34~46만, PC 120~16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부모i판 통합 콘텐츠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부모i판 예시화면 PC 부모i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kids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momkids/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momkids/sample.html


경영전략, CSV, 혁신, 리더쉽, 마케팅, 자기계발, Issue&Trend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판은 일평균 43만 PV, 17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73% : 여성 27% 입니다. (’19년 7월 기준)비즈니스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비즈니스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비즈니스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47~64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비즈니스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비즈니스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비즈니스판 6라인, PC 비즈니스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15~21만, PC 100~148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비즈니스판 예시화면 PC 비즈니스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usiness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business/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business/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business/sample.html


초등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전용 웹툰, 체험활동,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스쿨잼판은 일평균 37만 PV, 18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69% : 남성 31% 입니다. ( ’19년 8월 기준 )
스쿨잼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스쿨잼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스쿨잼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1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82~110만 imps)  

특이사항
게임 업종 구매 제한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스쿨잼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스쿨잼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스쿨잼판 6라인, PC 스쿨잼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11~15만, PC 190~25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스쿨잼판 예시화면 PC 스쿨잼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school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schoo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schoo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school/sample.html


국내 및 해외 여행 최신 트렌드와 꿀팁, 여행지/ 숙박/ 맛집 등 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여행+판은 일평균 129만 PV, 55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55% : 남성 45% 입니다. (’19년 8월 기준)
여행+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여행+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여행+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9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59~81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여행+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여행+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여행+판 6라인, PC 여행+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7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47~65만, PC 110~15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빅이미지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여행+판 예시화면 PC 여행+판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A. 브랜딩DA

뒤에계속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travel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trave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travel/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travel/sample.html


여행+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여행_콘텐츠DA_가로플리킹형

노출위치 모바일 여행+판 9라인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74~100만 imps)

특이사항

여행 / 항공 / 숙박 / 면세점 / 관광청 업종에서 집행 가능. 

그 외 업종은 광고 내용 토대로 협의 후 결정함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여행+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가로플리킹형

가로플리킹

국내 및 해외 여행 최신 트렌드와 꿀팁, 여행지/ 숙박/ 맛집 등 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여행+판은 일평균 129만 PV, 55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55% : 남성 45% 입니다. (’19년 8월 기준)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travel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flicking/travel/sample.html


썸, 연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연애결혼판은 일평균 53만 PV, 22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58% : 남성 42% 입니다. (’19년 8월 기준)연애결혼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연애결혼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연애결혼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59~81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연애결혼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연애결혼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연애결혼판 6라인, PC 연애결혼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28~38만, PC 155~21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연애결혼판 예시화면 PC 연애결혼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wedding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wedding/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wedding/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wedding/sample.html


국내 및 해외 최신 개봉작 및 다양성 영화 소개, 영화계 소식, 영화 리뷰, 시사회 정보 등 영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영화판은 일 평균 138만 PV, 55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59% : 여성 41% 입니다. (’19년 8월 기준)
영화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영화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영화판 2라인

판매단가
1주 8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75~10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영화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영화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영화판 5라인, PC 영화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56~78만, PC 120~17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빅이미지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영화판 예시화면 PC 영화판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A. 브랜딩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ovie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movi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movi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movie/sample.html


자동차 관련 최신 소식, 자동차 관리팁, 시승기 및 모터사이클 관련 정보, 드라이브/자동차 정보 등을 제공 합니다 .

모바일 자동차판은 일평균 330만 PV, 113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87% : 여성 13% 수준 입니다. (’19년 8월 기준)
자동차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자동차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자동차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10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58~79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자동차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자동차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자동차판 8라인, PC 자동차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6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12월 8일 집행분까지 적용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56~77만, PC 84~116만 imps)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12월 9일 집행분부터 적용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80~100만, PC 130~15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자동차판 예시화면 PC 자동차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car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cargam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cargame/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cargame/sample.html


중국에 대한 최신 뉴스와 함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국판은 일평균 25만 PV, 10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68% : 여성 32% 입니다. (’19년 8월 기준)
중국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중국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중국판 3라인, PC 중국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51~70만, PC 210~29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중국판 통합 콘텐츠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중국판 예시화면 PC 중국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china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china/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china/sample.html


전자제품 및 ICT 최신 제품 소개, 업계 동향, OS 사용팁, 출시 앱 소개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테크판은 일평균 82만 PV, 28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88% : 여성 12% 입니다. (’19년 8월 기준)
테크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M_메인_테크_브랜딩DA

노출위치 모바일 테크판 3라인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87~12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테크판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상품명 PM_메인_테크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테크판 6라인, PC 테크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3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44~60만, PC 140~19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테크판 예시화면 PC 테크판

A. 브랜딩DA

B. 모바일/PC 통합 콘텐츠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tech_ad_guide.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_240_ALL.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anner/ittech/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ittech/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ittech/sample.html


뷰티 및 패션 각 분야의 전문 파트너를 통한 고품질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Airs 를 통해 각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패션뷰티판은 일평균 160만 PV, 62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89% : 남성 11% 입니다. (’19년 8월 기준)
패션뷰티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패션뷰티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패션뷰티판 4라인, PC 패션뷰티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8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4(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359~만, PC 54~만 imps)

특이사항
브랜드당 1주 1구좌 구매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패션뷰티판 통합 콘텐츠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패션뷰티판 예시화면 PC 패션뷰티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eauty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beauty/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beauty/sample.html


푸드 정보, 레시피, 요리 동영상, 맛집 정보 등 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푸드판은 일평균 322만 PV, 129만 UB 규모의 서비스 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74% : 남성 26% 입니다. (’19년 8월 기준)푸드 판

Mobile & PC광고

상품명 PM_메인_푸드_콘텐츠DA_통합

노출위치 모바일 푸드판 4라인, PC 푸드판 2행1열

판매단가
1주 6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80~120만, PC 70~97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푸드판 통합 콘텐츠 DA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 PC 각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본형 PC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푸드판 예시화면 PC 푸드판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food_ad_guide.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content/food/sample.html
http://demo.ad.naver.com/da2/pc/main/content/food/sample.html


서브 광고 : 통합

∙ M 통합 DA / 플러스 DA (모바일) ∙ P 통합 우측배너 (PC)

∙ M 통합 네이티브 DA (모바일) ∙ P 통합 우측배너 더블플레이 (PC)

∙ M 통합 아웃스트림 동영상(모바일) ∙ P 통합 네이티브 DA (PC)

∙ M 뷰어 네이티브 동영상형(모바일)
∙ P 통합 아웃스트림 동영상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뉴스 / 연예 / 스포츠 / 뿜 / 웹툰 / 웹소설 / 지식iN / 카페에 노출되는 광고로

모바일 메인보다 큰 사이즈로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모바일 통합 DA

Mobile 광고

상품명
M_통합_ DA

M_통합_ DA플러스

노출위치

서비스별로 위치가 다르며 뉴스/연예/ 스포츠의 경우

기사 리스트 사이 와 기사 본문의 본문 하단에 위치

(DA플러스 상품은 웹툰 서비스에는 노출되지 않음)

판매단가
CPM 2,700원

기본 단가 기준, 플러스형은 10% 할증됨

특이사항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6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플러스형_이미지 플러스 세로형

플러스형_별빛반짝형

플러스형_슬라이드쇼형

플러스형_가로스크롤형

플러스형_자이로스코프형

예시화면 모바일

뉴스 섹션홈 리스트 뉴스 기사 본문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sub_DA_ALL.zip


이미지 썸네일 , 메인카피, 서브카피, 광고주명, 랜딩 버튼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광고 메시지를 심플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주요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티브 DA 상품은 PC 롤링보드, PC 통합, 모바일 통합 상품이 있습니다.)
모바일 통합 네이티브 DA

상품명 M_통합_ 네이티브 DA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 DA 상품과 위치 동일

판매단가 CPM 2,700원

특이사항

고지문구형은 제약, 금융과 같이 고지문구를 기입해야 하

는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함

브랜드당 4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2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클릭투웹/클릭투다운로드)

고지문구형

예시화면 모바일

Mobile 광고

뉴스 언론사 홈 리스트 뉴스 기사 본문

고지문구형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MO_NativeDA_all.zip


모바일 뉴스 / 연예 / 스포츠 기사 하단 및 지식iN 의 통합DA 영역에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로,

16:9 비율의 영상과 캠페인 메시지 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모바일 통합 DA 아웃스트림 동영상형

Mobile 광고

상품명 M_통합_ 동영상

노출위치

뉴스 / 연예 / 스포츠 기사 엔드 페이지 및 지식인 엔드 페

이지에 노출됩니다

(상품 노출 지면은 추후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단가 CPM 5,000 원

특이사항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영상 전체 재생(WIFI 환경) or

5초 재생 후 정지 (LTE 환경)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및 위약금 적용

네이버TV 영상과 조회수 통합 가능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예시화면 모바일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Mobile_OutStream_VideoAD_201908.pdf
http://demo.ad.naver.com/da2/mobile/sub/outstream/sample.html


모바일 새로운 네이버 동영상 뷰어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동영상 뷰어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동영상 광고를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이용자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모바일 뷰어 네이티브 동영상형

Mobile 광고

상품명 M_뷰어_ 네이티브_동영상형

노출위치 모바일 네이버앱>검색>통합/동영상탭>동영상 뷰어

판매단가 1주 5구좌 / 1구좌 당 300만원

특이사항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 앱>검색>네이버TV 영상의 경우

동영상 뷰어로 연결되며,

스포츠/VLIVE/별도 제휴된 일부 영상은 뷰어 미 적용

(서비스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6:9, 1:1 비율의 영상 소재로 집행 가능

브랜드 당 2구좌까지 구매 가능

업종 서비스율 및 위약금 적용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예시화면 모바일

검색>통합 탭

검색>동영상 탭

뷰어 진입

뷰어 진입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Viewer_Native_Video.zip


뉴스, 연예, 스포츠 서비스의 우측 영역에 통합 노출되는 배너 상품 으로,

광고주 필요에 따라 노출 영역 타게팅 하실 수 있습니다. P 통합 우측배너

상품명 P_통합_우측배너_뉴스/연예/스포츠

노출위치

뉴스 홈/섹션홈/기사 본문, 연예 홈/기사 본문, 스포츠 섹션

홈(영상 외)/기사 본문 페이지의 우측 상단 영역

(상품이 노출될 서비스는 계속 확대할 예정임)

판매단가 CPM 1,000원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사이즈 300X250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2종

이미지형

이미지롤링형

예시화면 PC

PC 광고

뉴스 기사 본문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demo.ad.naver.com/da2/pc/sub/entertain/imageRolling/sample.html


뉴스, 연예 서비스의 우측 상하단 영역에 동일한 컨셉의 소재를 노출하는 상품으로,

이용자 시선을 끌어 상단 배너만 집행했을 때 보다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P 통합 우측배너 더블플레이

상품명 P_통합_우측배너_더블플레이_뉴스/연예

노출위치

뉴스 홈/섹션홈/기사 본문, 연예 홈/기사 본문 페이지의

우측 상단 및 우측 하단 영역

(상품이 노출될 서비스는 계속 확대할 예정임)

판매단가 CPM 1,200원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예시화면 PC

PC 광고

뉴스 홈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demo.ad.naver.com/da2/pc/sub/news/doubleplay/sample.html


이미지 썸네일 , 메인카피, 서브카피, 광고주명, 랜딩 버튼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광고 메시지를 심플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주요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티브 DA 상품은 PC 롤링보드, PC 통합, 모바일 통합 상품이 있습니다.)
P 통합 네이티브 DA

상품명 P_통합_네이티브 DA

노출위치
뉴스, 연예, 스포츠 기사 하단 덧글 입력 창 위

(상품이 노출될 서비스는 계속 확대할 예정임)

판매단가 CPM 2,000원

특이사항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예시화면 PC

PC 광고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MO_NativeDA_all.zip
http://demo.ad.naver.com/da2/pc/sub/entertain/nativeDA/sample.html


P 통합 네이티브 지면에 노출 가능한 동영상 상품으로, 16:9 영상과 카피, CTA 버튼으로 구성되었습니다P 통합 아웃스트림 동영상

상품명 P_통합_동영상

노출위치

뉴스 섹션 홈, 기사 엔드 / 연예 홈, 기사 엔드 / 스포츠 기사

엔드 / 지식인 엔드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상품 노출 지면은 추후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단가 CPM 4,000원

특이사항

브랜드당 3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및 위약금 적용

네이버TV 영상과 조회수 통합 가능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예시화면 PC

PC 광고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Mobile_OutStream_VideoAD_201908.pdf
http://demo.ad.naver.com/da2/pc/sub/news/outstream/sample.html


서브 광고 : 서비스별

∙ 날씨 (모바일) ∙ 게임 카페 (모바일, PC) ∙ 스포츠 (PC)

∙ 부동산 (모바일) ∙ 금융 (모바일, PC)
∙ 우측배너 : 블로그/사전 /웹소설/자동차/

쥬니버 / 카페 (PC)

∙ 자동차 (모바일, PC)

∙ 항공권/호텔 (모바일,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날씨 상세 페이지 내 노출되는 광고로

날씨 주제와 관련 있는 제품 노출 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날씨

Mobile 광고

상품명 M_날씨_ 브랜딩DA

노출위치
날씨 상세 페이지 > 날씨 탭 내 주간날씨 다음

날씨 상세 페이지 > 대기 환경 내 미세먼지 추이 다음

판매단가 1주 5 구좌, 1 구좌당 600만원

특이사항
브랜드당 2구좌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사이즈 720X240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날씨 탭 내 주간 날씨 다음 대기 환경 내 미세먼지 추이 다음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ingbanner.zip.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main/brandingda/weather/sample.html


부동산

Mobile

상품명 M_부동산_DA

노출위치 매물/분양/뉴스 상세 페이지 하단 영역

판매단가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70~100만 imps)

특이사항
브랜드당 1구좌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사이즈 720X300

세부 상품

유형

총 1종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부동산

모바일 부동산 상세 페이지 내 노출되는 광고로

부동산 주제와 관련 있는 제품 노출 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subbanner.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sub/image/land/sample.html


예시화면

모바일 웹 / 카페 앱

게임 카페

상품명 PM_게임카페_통합DA

노출위치

공식 게임 카페 게시글 목록 상단(타이틀 아래) : 모바일 웹, 

카페 앱, PC

게임 카테고리 하위 카페에서 게시글 목록과 게시글 본문

의 우측 영역 플로팅 배너 : PC

* NOSP에서 미리보기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판매단가

1주 5구좌 중 4구좌 판매(1구좌는 카페 서비스에서 자체

적으로 제휴 광고 노출)/ 주 7일 노출, 1구좌당 1,0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웹/카페 앱 100~120만 imps, PC 

상단 배너 50~70만 imps, PC 플로팅 배너 850~1,000만 imps)

구매 가능 구좌수 제한 없음. 단, 3구좌 이상 구매시 광고

효과 제고 및 이용자 피로도 낮추기 위해 구좌별로 이미지

소재 달라야 함.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 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 PC 2종

모바일 이미지형
PC 이미지형

PC 플로팅 이미지형

공식 게임 카페 (모바일 웹, 카페 앱, PC)및 게임 카테고리 하위 카페 (PC) 내에 노출되는 광고로

게임 주제와 관련 있는 제품 또는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노출 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PC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Game_cafe_DA.pdf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노출되는 1주 CPT 광고 상품입니다.  

PM 금융 통합 DA 상품은 모바일 증권 및 PC 금융의 홈과 종목 상세 페이지에 동시에 노출되므로,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reach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

Mobile & PC 광고

상품명 PM_금융_통합DA

노출위치
모바일 : 증권 홈 및 종목 內 종합/토론/뉴스 하단 영역

PC : 금융 홈 및 종목 페이지 우측 영역

판매단가
1주 10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1,2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380~400만, PC 380~400만 imps)

특이사항
브랜드당 3구좌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모바일 : 사이즈 720X300

PC : 사이즈 240X240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 PC 1종

모바일 이미지형 PC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증권 예시화면 PC 금융

상품명 P_금융_우측하단배너_홈

노출위치 PC 금융 홈 우측 하단 영역

판매단가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3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150~20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PC : 사이즈 220X90

세부 상품

유형

총 1종

PC 이미지형

B. PC 금융 우측하단배너

A. PM 금융 통합 DA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subbanner.zip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demo.ad.naver.com/da2/mobile/sub/image/stock/sample.html
https://finance.naver.com/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s://finance.naver.com/


모바일 자동차 검색 더보기 페이지와 PC 자동차 서비스에 노출되는 1주 CPT 광고 상품입니다.  

PM 자동차 통합 DA 상품은 모바일과 PC에 동시에 노출되므로,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자동차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reach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Mobile & PC 광고

상품명 PM_자동차_통합DA

노출위치

모바일 : 자동차 검색 결과  더보기 클릭  모델정보 페이지에

서 등급정보 아래, 등급 페이지에서 맨 아래 영역

PC : 자동차 홈 및 상세 페이지 우측 영역

판매단가

* 10/21 집행분 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1주 4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4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60~85만, PC 37~50만 imps)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모바일 : 사이즈 720X300

PC : 사이즈 280X240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 PC 1종

모바일 이미지형

(샘플페이지 제작 예정)
PC 이미지형

예시화면 모바일 자동차 검색>더보기 예시화면 PC 자동차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subbanner.zip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s://auto.naver.com/


상품명 PM_호텔/항공권_통합DA

노출위치
모바일 : 네이버 항공권/호텔 홈

PC : 네이버 항공권/호텔 홈

판매단가
30일 노출(시작일 선택) / 4구좌, 구좌당 500만원
(구좌당 예상 노출량 모바일 200~400만, PC 200~400만 imps, 

서비스 특성상 성수기/비수기 편차 큼)

특이사항

항공권/호텔/현지투어(가이드, 티켓 판매 등) 예약 서비스

는 집행 불가함

업종 담당자에게 메일로 부킹 요청 필요함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모바일 : 사이즈 720X240

PC : 사이즈 300X150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 PC 1종

모바일 이미지형 PC 이미지형

항공권/호텔

네이버 항공권/호텔 서비스는 여행을 계획 중인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로, 여행자보험, 면세점, 로밍 서비스, 관광지 정보

등 국내외 여행 유저에게 필요한 맞춤 상품 광고가 가능 합니다. 또한 모바일 및 PC 서비스에 동시에 노출 되므로,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항공권/호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reach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항공권 예시화면 PC 항공권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anner_travel.zip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store.naver.com/flights/


네이버 PC 스포츠 서비스 중 유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목별 홈의 중단과 하단 우측에 위치합니다.

중단 바 형태의 이미지는 클릭, 마우스 오버 등의 사용자 액션에 따라 확장되는 리치 미디어 상품 입니다.스포츠 더블 플레이

PC광고

상품명 P_스포츠_종목홈_더블플레이

노출위치
PC 네이버 스포츠 8개 종목 홈

(홈, 야구, 해외야구, 축구, 해외축구, 농구, 배구, 일반)

판매단가
CPM 1,250원

상품 유형(이미지, 동영상) 할증 없음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 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 페이지

총 2종
(텍스트 클릭하면 데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확장형

동영상 확장형

중단바 이미지 우측의 <자세히 >영역을 클릭 또는 마우스 오버 해당영역으로 확장됩니다(데모페이지 참고)1 2

예시화면 PC

뒤에계속

2

1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PORTS_doubleplay.zip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376388731E68C8D8C30D6631AD635B8C9F60852AE16DC9DEE816F31C6E34929A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46529F2DFC9639BE1488E339D1356ADB9F60852AE16DC9DEE816F31C6E34929A


스포츠 브랜딩패키지 – 골프, e스포츠

PC광고

상품명
P_골프_홈_브랜딩패키지

P_e스포츠_홈_브랜딩패키지

노출위치
PC 네이버 스포츠 골프 홈

PC 네이버 e스포츠&게임 홈

판매단가

골프 : 1주 2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500만원

e스포츠 : 1주 1구좌 / 주 7일 노출, 1구좌당 1,000만원

골프, e스포츠 모두 상품 유형(이미지, 동영상) 할증 없음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통합 제작 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 페이지

총 2종
(텍스트 클릭하면 데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골프 브랜딩 패키지
이미지 확장형

동영상 확장형

e스포츠 브랜딩 패키지
이미지 확장형

동영상 확장형

중단바 이미지 우측의 <자세히 >영역을 클릭 또는 마우스 오버 해당영역으로 확장됩니다(데모페이지 참고)1 2

예시화면 PC

골프와 e스포츠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더블 플레이 (중단 바와 하단 우측배너)와 함께 좌우 사이드 스킨까지 더해져

브랜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상품 입니다.

1

2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PORTS_homebranding.zip
https://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E3273C9E8FF34AB0C6488F33131934E58ED46CAAD645D6900AF1AE5C429C2FB3
https://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66950B709FA99690D85CEA02DD5B2D998ED46CAAD645D6900AF1AE5C429C2FB3
https://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E3273C9E8FF34AB0C6488F33131934E5CD01358EEB87840A2105F57096081EAA
https://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2?hash=C3C16FF10D1B19F834A0FD75EBC5050666950B709FA99690D85CEA02DD5B2D99CD01358EEB87840A2105F57096081EAA


네이버 PC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각 서비스의 주제, 특성과 관련된 업종에서 구매하시면, 자연스럽게 관심사 타게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PC 광고

• 공통 특이 사항 : 세부 유형 중 동영상형은 기본 단가에서 20% 할증 상품별 타게팅 정보, 업종서비스율 적용, 위약금 없음

• 파일 다운로드 : 단가표, PC 배너 제작가이드

서비스명 상품명 판매방식 사이즈 세부 유형 제작가이드 노출 위치 예시 특이사항

블로그 P_블로그_우측배너_
홈 외

CPM 280X240 이미지형
동영상_Autoplay형

PC 배너 제작가이드 블로그 주제별 보기

사전 P_사전_우측배너_통합 CPM 240X240
280X240

이미지형 PC 배너 제작가이드 (240X240) 국어, 글로벌회화, 독일
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어학, 영영, 
중국어, 프랑스어, 한자
(280X240) 국어, 영어, 일본어

구매 제한 업종 : 게임>게임 기타, 게
임>모바일게임, 게임>온라인게임

* 서비스 UI 개편에 따라 사전별 광
고 사이즈 달라질 수 있음

웹소설 P_웹소설_우측배너 CPM 280X280 이미지형 PC 배너 제작가이드 오늘의 웹소설 작품페이지
MY

자동차 P_자동차_우측배너 CPT 280X240 이미지형 PC 배너 제작가이드 자동차 홈 12월 29일 집행분 까지만 구매 가능. 
12월 30일 집행분 부터는 PM 통합
상품으로만 판매

쥬니버 P_쥬니버_우측배너_홈 CPT 300X250 이미지형
동영상_Autoplay형

쥬니버 배너
제작가이드

쥬니버 홈 주류, 담배, 대출, 병원, 
다이어트 제품 구매 제한

카페 P_카페_우측배너_홈 외 CPM 300X300 이미지형 PC 배너 제작가이드 주제별, 지역별, 랭킹

우측배너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pr.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subbanner.zip
https://section.blog.naver.com/ThemePost.nhn?directoryNo=0&activeDirectorySeq=0&currentPage=1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C%82%AC%EB%9E%91&x=0&y=0&query=%EC%82%AC%EB%9E%91&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https://endic.naver.com/search.nhn?sLn=kr&isOnlyViewEE=N&query=%EC%82%AC%EB%9E%91
https://novel.naver.com/webnovel/list.nhn?novelId=699566
https://novel.naver.com/my/recentNovelList.nhn
https://auto.naver.com/
https://jr.naver.com/
https://section.cafe.naver.com/CafeRankingList.nhn


동영상 광고

∙ 동영상 CPM (모바일, PC) ∙ 생중계 패키지 (모바일, PC)

∙ 동영상 CPM 범퍼형 (모바일, PC)

∙ 동영상 CPV (모바일,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동영상 CPM

동영상 광고

예시화면 PC

예시화면 MO

상품명

PM_인스트림 동영상_CPM

P_인스트림 동영상_CPM

M_인스트림 동영상_CPM

노출위치

네이버TV, 스포츠, VLIVE 동영상 콘텐츠 재생 전

(1분 이상 길이의 영상에서 노출, 5초 후 SKIP 가능)

PC만 노출시 P_인스트림 동영상_CPM

Mobile만 노출시 M_인스트림 동영상_CPM으로 집행

판매단가

PM_네이버 인스트림_CPM CPM 9,000원

P_네이버 동영상_CPM

M_인스트림 동영상_CPM
CPM 10,800원

특이사항

소재 길이 6초 이상, 조회수 통합 기능 제공

브랜드당 2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및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스트림 CPM

네이버TV, 스포츠, VLIVE 등 네이버 주요 동영상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광고로,

동영상 콘텐츠 재생 전의 주목도 높은 위치에 노출되어, 높은 브랜드 인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video.zip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CallSvc?hash=0893E03CAAAE2184DD2596EA7EA7A53E6C5B63E736494FEB3487BE009E9042B992D10E800740466789A8380C97038C03


동영상 CPM_범퍼형

동영상 광고

예시화면 PC

예시화면 MO

상품명 PM_인스트림 동영상_CPM_범퍼형

노출위치

네이버TV, 스포츠, VLIVE 동영상 콘텐츠 재생 전

광고 Skip 불가능

(1분 이상 길이의 영상에서 노출)

판매단가 PM_인스트림 동영상_CPM_범퍼형 CPM 4,000원

특이사항

소재 길이 6초 이하

브랜드당 10%까지만 구매 가능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및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스트림 CPM 범퍼형

네이버TV, 스포츠, VLIVE 등 네이버 주요 동영상 서비스에서 non-skip형으로 노출되는 범퍼형 상품으로

임팩트 있는 광고 메시지 전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video.zip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CallSvc?hash=0893E03CAAAE2184DD2596EA7EA7A53E7FB28A85F35DFD71BA56139B324AA83FFAA21A140299B5C4B10D2FA02DDD8935


동영상 CPV

동영상 광고

상품명 PM_인스트림 동영상_CPV

노출위치
네이버TV, 스포츠, VLIVE 동영상 콘텐츠 재생 전/중/후

(1분 이상 길이의 영상에서 노출, 5초 후 SKIP 가능)

판매방식

CPV (입찰 방식)

15초 이상 시청 시, 과금

소재 길이 15초 미만일 경우, 100% 재생 시 과금

특이사항

소재 길이 6초 이상

조회수 통합 기능 제공

중간광고는 15분 이상 길이의 영상에서 노출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및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1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스트림 CPV

예시화면 MO

예시화면 PC

광고 재생 5초 후에 SKIP 기능으로 이용자가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시청이 일정 시간 지속되었을 경우에만 과금 되는 CPV 상품입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video.zip
http://preview.ad.naver.com/api/preview/viewCallSvc?hash=0893E03CAAAE2184DD2596EA7EA7A53E6C5B63E736494FEB3487BE009E9042B992D10E800740466789A8380C97038C03


동영상 소재 하나로 네이버 스포츠 생중계 전, 중간에 노출시켜 효과적인 브랜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프로야구, 해외야구, 해외축구, 올림픽, 월드컵 등 리그 일정에 맞추어 생중계 전광고와 중간광고가 패키징 되는 상품으로

생중계 전광고는 5초skip형, 생중계 중간광고는 15초non-skip형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생중계 패키지

동영상 광고

상품명 PM_생중계패키지

노출위치 PC, 모바일 스포츠 생중계 동영상 전, 중간

판매단가

CPT 

(프로야구, 해외야구, 해외축구, 올림픽, 월드컵 등의

스포츠 종목 시즌에 맞춘 인벤토리 조합으로

보통 월 단위 구좌제로 사전 공지안내 후 판매)

특이사항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및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2종

PC/MO 생중계 전광고

PC/MO 생중계 중간광고

예시화면 PC

예시화면 MO

PC 생중계 전광고

MO 생중계 중간광고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NAVER_DA_sports_live.zip


웹툰 광고

∙ 모바일 웹 DA (모바일) ∙ PPL (모바일, PC) ∙ 트리플 플레이 (PC)

∙ 앱 띠배너 (모바일) ∙ 빅배너 (모바일, PC) ∙ 우측배너 (PC)

∙ 빅배너 슬라이드 (모바일, PC)

∙ 브랜드 웹툰 (모바일,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상품명 M_웹툰_웹DA

노출위치 Mobile 웹 홈 메뉴, 요일 별 작품 리스트 중단

판매단가 CPM 1,000원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이미지형

웹툰 모바일웹 브라우저 실행 시, 홈 메뉴 및 요일 별 작품 리스트 페이지 중단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유저의 사용 빈도가 높은 위치에 노출되어, 높은 주목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DA

Mobile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A. 홈 메뉴 B. 요일 별 작품 리스트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1


상품명 M_웹툰_앱띠배너

노출위치 Mobile 메인 작품 리스트 화면 하단

판매단가 CPM 1,000원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이미지형

웹툰 모바일 앱 실행 시, 메인 작품 리스트 화면 하단에 띠배너 형태로 노출됩니다.

스크롤 시에도 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노출되어 높은 노출 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앱 띠배너

Mobile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0


PC 와 Mobile 에서 연재 중인 한 작품의 스토리 안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PPL 삽입형과

해당 작품 하단에 작가의 작화를 활용한 광고 소재를 노출하는 PPL 이미지형, 슬라이드형, 동영상형이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독자 / 팬들에게 노출되어 주목도와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상품입니다.  
PPL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 스타럭스 판도라 ＇유미의 세포들’상품명 PM_웹툰_PPL_작품명

노출위치 PC, Mobile 작품 하단

판매단가

CPT 7일 작품 독점 (시작일 선택)

이미지형, 슬라이드형, 동영상형 은 1주 단위로 판매

작품 별 단가 별도 문의

특이사항
삽입형은 작품 내 삽입으로 반 영구적이며 단독 진행 불가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없음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3종 / PC 3종

모바일 이미지형 PC 이미지형

모바일 동영상 Autoplay형 PC 동영상 Autoplay형

모바일 이미지 슬라이드형 PC 이미지 슬라이드형

CPT

삽입형 작품 별 차등 단가

이미지형 작품 별 차등 단가

슬라이드형 이미지형 에서 20% 할증

동영상형 이미지형에서 30% 할증

A. 삽입형 B. 이미지형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상품명 M_웹툰_빅배너_통합, P_웹툰_빅배너

노출위치 PC, Mobile 작품 하단

판매단가

CPM 3,600원

기본 단가 기준, 동영상형 30% 할증

특이사항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로 판매

1주 500만원 이상 집행을 권장함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모바일 2종 / PC 2종

모바일 이미지형 PC 이미지형

모바일 동영상 Autoplay형 PC 동영상 Autoplay형

PC 와 Mobile 에서 연재 중인 모든 작품의 스토리 엔딩 컷에 큰 배너 이미지를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기본형(이미지형) 뿐만 아니라 상단의 이미지 영역과 하단의 동영상이 자동재생되는 동영상형이 있습니다.빅배너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A. 기본형 B. 플레이형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7


상품명 M_웹툰_빅배너_슬라이드

노출위치 PC, Mobile 작품 하단

판매단가 CPM 4,320원

특이사항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로 판매

1주 500만원 이상 집행을 권장함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모바일 1종 / PC 1종

모바일 이미지_슬라이드형 PC 이미지_슬라이드형

PC 와 Mobile 에서 연재 중인 모든 작품의 스토리 엔딩컷에 큰 배너 이미지를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슬라이드형의 경우 5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주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빅배너 슬라이드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7


상품명 P_브랜드웹툰_스폰서십

노출위치 PC, Mobile 연재 작품 리스트

판매단가

CPT 8화 기준, 1주 1화 업데이트 (변경 불가) 

특이사항

디바이스 별 웹툰 홈, 작품 리스트 페이지 등 추가 제공

영역 소재 (이미지 파일) 필요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입점비 위약금 없음 / 작가료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집행 프로세스, 부가소재 제작가이드, 부가소재 예시파일

세부 상품

유형

PC 1종

스폰서십_일반형

브랜드 (or 회사, 제품)를 주제로 웹툰 시리즈를 제작하여 연재하는 상품입니다.

PC, Mobile 모두 노출되며, 자칫 복잡하고 심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림과 스토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완결 후에는 테마웹툰으로 이동하여 반 영구적으로 노출됩니다. 
브랜드 웹툰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 GS25 ‘오!지에스여’

입점비 5,000만원

작가료 작가 별 차등 단가로 별도 문의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4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5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6


상품명 P_웹툰_트리플플레이 DA패키지

노출위치 PC 만화 홈, 웹툰 요일별, 작품 하단

판매단가

1일 1구좌, 1,500만원

기본 단가 기준, 

동영상형 10% 할증 (유닛 단위로 적용됨)

특이사항
원고 하단의 경우, 확장 시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형태

타게팅 불가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PC 3종

이미지형

동영상_확장형

이미지_확장형

웹툰 PC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메인 영역과 정식 연재 작품 원고 하단에 띠배너로 노출됩니다.

띠배너 우측에 마우스 오버 시, 모니터를 덮는 수준의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 확장되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1일 독점형으로 높은 주목도와 브랜딩 임펙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리플 플레이

PC 광고

예시화면 PC – 만화 홈

상단바 이미지 우측의 <자세히 >영역을 클릭 또는 마우스 오버 해당영역으로 확장됩니다1 2

랜딩 페이지

1

2

미디어 확장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22


상품명 P_웹툰_우측배너

노출위치 PC 웹툰 홈 및 하위 목록 페이지 우측 영역

판매단가

CPM 870원

기본 단가 기준, 동영상형 20% 할증

특이사항

웹툰 홈의 경우 트리플플레이 판매 시, 노출이 불가 할 수

있음

타게팅 가능 / 업종서비스율 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PC 2종

이미지형

동영상 Autoplay형

PC 웹툰 홈과 하위 목록 페이지에 각각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이미지형 및 동영상 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시선이 머물기 쉬운 우측에 위치합니다.우측배너

PC 광고

예시화면 PC – 웹툰 하위 목록 페이지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7
https://comic.naver.com/external/shareFile.nhn?fileId=12


BAND 광고

∙ 풀 스크린 (모바일)

∙ 앱 띠배너 (모바일)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풀 스크린

Mobile 광고
유저 주목도가 높은 전면 배너 형태의 광고로 밴드 앱 종료 시 노출됩니다. 

브랜딩 목적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목적의 캠페인에도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품명 M_밴드_풀스크린

노출위치 밴드 앱 종료 시 전면 배너 형태로 노출

판매단가

1일 1구좌 1광고주 단독 노출

노출 비중별 판매(100%, 50%)

※ 100% 비중 프로모션 단가 운영 여부,

담당자 사전 확인 요망

특이사항

선착순 부킹

100% 구좌 : 집행 10주 전 월요일 11시부터 부킹 가능

50% 구좌 : 집행 4주 전부터 잔여 구좌에 한해 부킹 가능

(50% 구좌는 담당자 별도 문의 요망)

Android 전용 / 타게팅 불가 / 동일 광고주 최대 주 2회 집

행 가능 /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밴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풀스크린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총 2종

Click to Web/App

Click to Play

예시화면 모바일

구분 100% 비중 50% 비중

평일 3,000만원 1,500만원

공휴일 2,500만원 1,250만원

A. Click to Web/App B. Click to Play

https://ad.band.us/ad/ko/display
https://ad.band.us/ad/ko/display


노출량 확보가 용이한 밴드의 대표 광고 상품 중 하나로,

밴드 앱 하단에 노출됩니다. 앱 띠배너

Mobile 광고

상품명 M_밴드_앱_띠배너(신)

노출위치

밴드 앱 하단 띠배너 형태로 노출

- Android : 밴드홈, 새소식, 채팅 메뉴 하단 노출

- iOS : 밴드홈 하단 노출

판매단가
CPM 1,000원
※ 별도 프로모션 단가 운영 중

특이사항
타게팅 가능 (타게팅 할증 10%, OS 타게팅은 할증 미적용)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밴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띠배너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총 2종

Simple Type

Open Type

Video Type

예시화면 모바일

A. Simple Type B. Open Type C. Video Type

https://ad.band.us/ad/ko/display
https://ad.band.us/ad/ko/display


검색형 광고

∙ 브랜드 검색 (모바일) ∙ 신제품 검색 (모바일) ∙ 커뮤니케이션박스 (모바일, PC)

∙ 브랜드 검색 리미티드형 (모바일) ∙ 서칭뷰 (PC)

∙ 브랜드 검색 익스텐션형 beta (모바일)

∙ 브랜드 검색 (PC)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Mobile 광고

상품명 M_브랜드검색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통합검색 결과 내 노출 위치는 동일

상품 별로 집행 가능한 시작 단가가 다름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7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트형 일반(이미지좌측) 프리미엄형 와이드메뉴

라이트형 일반(이미지우측) 프리미엄형 와이드썸네일

라이트형 썸네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메뉴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썸네일

예시화면 모바일

라이트형 썸네일 프리미엄형 와이드썸네일

브랜드 검색 _ 모바일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randsearch_Price_DA.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searchguide.zip


Mobile 광고

브랜드 검색 리미티드형

모바일 브랜드검색 리미티드형은 특정 업종에만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홈쇼핑 방송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홈쇼핑 혜택가로 미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홈쇼핑 브랜드검색’과, 

유통업종에서 다양한 이벤트 및 주요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쇼핑몰 브랜드검색‘ 이 있습니다.

상품명 M_브랜드검색 _리미티드형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쇼핑몰 브랜드검색은 최소 30일부터 집행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 홈쇼핑 브랜드검색은 30일간 합산 노출수로 후정산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홈쇼핑 : TV홈쇼핑 사에 한해,  방송 전 1일~7일동안 가능

쇼핑몰 :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 & 판매하는 사이트에 한해,

기준 조회수 합계 15만회 초과 시 가능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총 2종

리미티드형 홈쇼핑

리미티드형 쇼핑몰

예시화면 모바일

홈쇼핑 브랜드검색 쇼핑몰 브랜드검색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randsearch_Price_DA.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brandsearchguide.zip


Mobile 광고

상품명 M_브랜드검색_익스텐션형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기존 브랜드검색 상품에 익스텐션 소재가 적용된 형태로, 

소재 등록 시 익스텐션 유형을 포토이미지형, 동영상형, 썸

네일형 중 선택 가능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_익스텐션형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5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익스텐션형 라이트썸네일 (썸네일형)

익스텐션형 와이드메뉴 (동영상형)

익스텐션형 와이드썸네일 (썸네일형)

익스텐션형 오토플레이메뉴 (동영상형)

익스텐션형 오토플레이썸네일 (포토이미지형)

브랜드 검색 익스텐션형
기존 모바일 브랜드검색 일부 유형의 소재 하단에 추가적인 컨텐츠 전달 영역을 제공하여,

통합검색 결과 내에서 브랜딩 임펙트를 주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입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확장버튼이

지정된 컬러로 변경

1

1 확장버튼 클릭 시 추가 소재 노출

(동영상/썸네일/포토이미지 중 택 1)
2

2

예시화면 모바일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randsearch_Price_DA.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Extension.pdf


상품명 P_브랜드검색

노출위치 PC 통합검색 결과 좌측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통합검색 결과 내 노출 위치는 동일.

상품 별로 집행 가능한 시작 단가가 다름.

프리미엄형 기본은 동일상품 내에서 이미지/동영상 선택.

리미티드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업종에 한해서만 판매.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PC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4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트형 일반

프리미엄형 기본(이미지형) / (동영상형)

프리미엄형 동영상 특화

리미티드형 신용카드

브랜드 검색 _ PC

PC 광고

예시화면 PC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https://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Brandsearch_Price_DA.xlsx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brandsearchguide.zip
https://ditto.searchad.naver.com/preview.html?creative=crtv-p6c8gc2tcd43&fullwidth
https://ditto.searchad.naver.com/preview.html?creative=crtv-pb7vtuybfwce&fullwidth
https://ditto.searchad.naver.com/preview.html?creative=crtv-p9h67qdqt8o5&fullwidth
https://ditto.searchad.naver.com/preview.html?creative=crtv-p9a1t04fi21c&fullwidth
https://ditto.searchad.naver.com/preview.html?creative=crtv-paiikhfa3uh7&fullwidth


모바일에서 일반 명사 검색 시 검색결과 상단에 일주일 간 최대 2개 브랜드의 신제품을 노출하는 광고로

제품 출시 초기 마케팅에 효과적인 상품입니다.신제품 검색

Mobile 광고

상품명 M_신제품검색

노출위치 모바일 검색결과 상단

판매단가 주 단위 입찰 방식 (최저입찰가 존재)

특이사항

2위 입찰가로 일괄 낙찰 (단, 2개 브랜드 이하 입찰 시 최저

입찰가로 낙찰)

광고 노출 시점 기준 출시 180일 이내 제품만 집행 가능

브랜드 사만 집행 가능 (유통사 집행 불가)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총 2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전환효과 X (단일 이미지형)

이미지 전환효과 O (이미지 롤링형)

예시화면 모바일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NewProduct.zip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NewProduct_CreativeGuide.pdf


상품명 P_커뮤니케이션박스 / M_커뮤니케이션박스

노출위치 PC/모바일 검색결과 상단

판매단가

기준 조회수 40만회 이하: 90일 6,000만 원

기준 조회수 40만회 초과: 90일 9,000만 원

(기준 조회수 : 최근 30일의 PC, 모바일 조회수 합계)

특이사항

PC/모바일 동시 집행만 가능하며 , 90일 단위 구매

국내 시총 300위 이내 및 이에 준하는 외국계 기업에 한하

여 집행 가능

순수 기업 홍보가 아닌 마케팅 목적의 컨텐츠 집행 불가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PC 커뮤니케이션박스 제작가이드 보기

M 커뮤니케이션박스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총 2종

PC_커뮤니케이션박스

모바일_커뮤니케이션박스

기업명 검색 시 검색결과 상단에 PR 목적의 기업 홍보 컨텐츠를 노출하는 상품입니다.커뮤니케이션박스

Mobile & PC 광고

예시화면

PC 모바일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CommunicationBox.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PC_Limited_combox.pdf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M_Limited_combox.pdf


상품명 P_검색_서칭뷰

노출위치 PC 검색결과 우측 최상단

판매단가 주 단위 입찰 방식 (최저입찰가 존재)

특이사항

매 월 첫 월요일에 익월 (4 or 5주치) 인벤토리에 입찰가능

광고 노출 시 동영상 자동 재생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있음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없음

세부 상품

유형

총 1종

서칭뷰 (동영상 오토플레이)

PC에서 일반 명사 검색 시 검색 결과 우측 최상단에 동영상이 자동 재생 되는 광고로

검색어와 연관된 컨텐츠를 주목도 있게 보여주어 브랜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서칭뷰

PC 광고

예시화면 PC

http://searchad.naver.com/File/downloadfilen/?type=10&filename=SearchingView.zip


성과형 광고

∙ 밴드 피드 광고 (모바일)

∙ 카페 피드 광고 (모바일)

상품명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이동합니다.



상품명 밴드 피드 광고

노출위치 BAND Mobile App 새글 피드 영역

판매단가
최소 입찰가

- CPM 100원 / CPC 10원/ CPV 10원 (VAT 별도)

특이사항

고정 단가가 아닌 RTB로 운영되며

GFA (GLAD for Advertiser) 플랫폼을 통해 진행 가능

*GFA 플랫폼:  https://gfa.naver.com

타게팅 가능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제작가이드 보기

세부 상품

유형

총 3종

단일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최대 5개 이미지 노출 가능)

단일 동영상 (16:9 or 1:1 비율)

BAND App 새글 피드 영역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Native 형태로 노출 됩니다.

GFA 플랫폼의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광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밴드 피드 광고

Mobile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단일 이미지

단일 동영상

이미지 슬라이드

https://gfa.naver.com/
https://ad.band.us/ad/ko/native
https://ad.band.us/ad/ko/native


상품명 카페 피드 광고

노출위치 Café Mobile App 새글 피드 영역

판매단가
최소 입찰가

- CPM 100원 / CPC 10원/ CPV 10원 (VAT 별도)

특이사항

고정 단가가 아닌 RTB로 운영되며

GFA (GLAD for Advertiser) 플랫폼을 통해 진행 가능

*GFA 플랫폼:  https://gfa.naver.com

타게팅 가능

상품소개서 상품소개서 보기

제작가이드 위 상품소개서 참조

세부 상품

유형

총 3종

단일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최대 5개 이미지 노출 가능)

단일 동영상 (16:9 or 1:1 비율)

Café App 새글 피드 영역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Native 형태로 노출 됩니다.

GFA의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광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카페 피드 광고

Mobile 광고

예시화면 모바일

단일 이미지

단일 동영상

이미지 슬라이드

https://gfa.naver.com/
https://displayad.naver.com/contents/guide/%EC%B9%B4%ED%8E%98_%ED%94%BC%EB%93%9C_AD.pdf


[참조 ] 상품별 타게팅 항목 * 타게팅 선택시 항목당 20% 할증됨. (단, 국내 지역 일반 선택시 30% 할증)
예를 들어 기본 단가 CPM 1,000원 상품에서 나이, 성별 타게팅 설정하면, CPM 1,400원.

* 주류, 담배 등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노출해야 하는 캠페인은 성인 타게팅 필요하오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품명
노출
영역

나이 성별
시간/

시간대
지역

모바일
OS

Brand
Safety

기타

메인 광고

M_메인_스페셜DA O 남성 또는 여성 타게팅 구매시, 업종담당자에게 문의

M_메인_브랜딩DA O O O O O

M_메인_3선DA O O O O O

P_메인_롤링보드 O O O O

P_메인_롤링보드_네이티브 DA O O O O

서브 광고 : 통합

M_통합DA /통합DA 플러스 O O O O O O

M_통합_네이티브DA O O O O O O

P_통합_우측배너 O O O O O

P_통합_우측배너_더블플레이 O O O O O

P_통합_네이티브DA O O O O O

서브 광고: 서비스별

P_스포츠_종목홈_더블플레이 O O O O O

P_블로그_우측배너_홈 외 O O O O

P_사전_우측배너_통합 O O O O O

P_웹소설_우측배너 O O O O

P_카페_우측배너_홈 외 O O O O

동영상 광고

PM_인스트림 동영상_CPM O O O O O O

타게팅 할증 20% 적용, Brand Safety는 할증 미적용

P_인스트림 동영상_CPM O O O O O O

M_인스트림 동영상_CPM O O O O O O

M_인스트림 동영상_CPM_범퍼형 O O O O O O

PM_인스트림 동영상_CPV O O O O O

웹툰 광고

M_웹툰_웹DA O O O O O

M_웹툰_앱띠배너 O O O O O

M_웹툰_빅배너_통합 O O O O O O

P_웹툰_빅배너 O O O O O

M_웹툰_빅배너_슬라이드 O O O O O

P_웹툰_우측배너 O O O O

밴드 광고 M_밴드_앱_띠배너(신) O O O O 타게팅 할증 10% 적용, OS 타게팅은 할증 미적용



[참조 ] 상품별 타게팅 항목
* 타게팅 선택시 항목당 20% 할증됨. (단, 국내 지역 일반 선택시 30% 할증)

예를 들어 기본 단가 CPM 1,000원 상품에서 나이, 성별 타게팅 설정하면, CPM 1,400원.

* 주류, 담배 등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노출해야 하는 캠페인은 성인 타게팅 필요하오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품명
노출
영역

나이 성별
시간/

시간대
지역

모바일
OS

Brand
Safety

관심사
앱설치자

제외
기타

성과형 광고
밴드 피드 광고 O O O O O O O

카페 피드 광고 O O O O O 관심사 타게팅 추후 제공 예정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