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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 소개

1. 광고 소개 > 쇼핑광고 소개 > 광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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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커머스를 통해 제공되던 광고상품인 쇼핑광고 중 일부가
보다 효율적인 광고 운영 환경과 광고지면 UI 개선을 위해 카카오의 광고 플랫폼인 카카오모먼트로 이관됩니다.

합리적인 비용 책정

비용

카카오커머스
쇼핑광고

카카오
쇼핑광고

최대 36% 가격 인하와 주/월 단위 상품 분리로
쇼핑광고의 비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광고지면의 UI 최적화

UI

유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UI를 개선하였으며 몰명 역시 확장하였습니다.

광고 플랫폼 단일화

관리

쇼핑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가능합니다.

1. 광고 소개 > 쇼핑광고 소개 > 상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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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성과 노출 지면을 효율 중심으로 통합하였으며 광고 단가 역시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저가 쇼핑몰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몰명 영역은 더욱 파워풀하게 개편됐습니다.

AS-IS

PC

TO-BE

MO

쇼핑박스 1탭
쇼핑박스 2탭

쇼핑트렌드 A

쇼핑박스 2탭 CPC

쇼핑트렌드 B

PC, MO 쇼핑박스

쇼핑박스 3탭
쇼핑박스 4탭

서비스

PC 쇼핑박스
1탭 몰명

PC 쇼핑박스
2탭 몰명

PC
브랜드스페셜

MO
쇼핑트렌드 몰명

PC 쇼핑박스 아이콘 + 몰명
PC 쇼핑박스 몰명
MO 쇼핑박스 몰명

1. 광고 소개 > 쇼핑광고 지면 > PC 쇼핑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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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 탭으로 노출되던 PC 쇼핑박스가 하나로 합쳐져 더 강력해졌습니다.
썸네일 소재의 판 당 노출 소재 수가 확대되고, 더욱 가시화된 몰명 영역을 통해 유저들의 안정적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콘 몰명 신설

2 노출 가능 몰명 수 확대

3

단일 페이지 내
썸네일 소재 노출 영역 확대

1. 광고 소개 > 쇼핑광고 지면 > MO 쇼핑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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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다음에서 트래픽 및 유저 관심도가 높은 탭 중심으로 상품을 개편하였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세로 비율 확대를 통해 유저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탭으로 몰명 노출이 확장됐습니다.

AS-IS

TO-BE

1 몰명 가독성 강화

2 세로형 썸네일 이미지 적용 및 크기확대

02. 광고상품 안내

2. 광고상품 안내 > PC 쇼핑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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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쇼핑박스에서 유저가 다양한 소재를 마치 카탈로그를 보며 쇼핑하는 듯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PC 쇼핑박스
노출 영역

PC 다음 메인 페이지 우측 중단

판매 방식

구좌 단위 판매 / CPT 과금

광고 구성

이미지 + 텍스트 + 랜딩URL

구좌 수

총 240 구좌 / 페이지 당 12개

노출 방식

구좌 균등 노출 (위치 랜덤)

월 단위 광고상품

주 단위 광고상품

구좌 기간

1개월

구좌 기간

1주

운영 시간

집행 월 1일 ~ 집행 월 말 일

운영 시간

월요일 ~ 일요일

구좌 단가

18,000,000원 (VAT 별도)

구좌 단가

6,000,000원 (VAT 별도)

2. 광고상품 안내 > MO 쇼핑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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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쇼핑박스는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연스러운 구매 연결을 유도합니다.

MO 쇼핑박스
노출 영역

모바일 다음 웹/앱 내 뉴스/랭킹/연예탭 하단

판매 방식

구좌 단위 판매 / CPT 과금

광고 구성

이미지 + 텍스트 + 랜딩URL

구좌 수

총 315 구좌 / 페이지 당 9개

노출 방식

구좌 균등 노출 (위치 랜덤)

월 단위 광고상품

주 단위 광고상품

구좌 기간

1개월

구좌 기간

1주

운영 시간

집행 월 1일 ~ 집행 월 말 일

운영 시간

월요일 ~ 일요일

구좌 단가

7,000,000원 (VAT 별도)

구좌 단가

2,500,000원 (VAT 별도)

2. 광고상품 안내 > 서비스 제공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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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PC 쇼핑박스 상단 몰명 지면은 유저들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PC 쇼핑박스

MO 쇼핑박스

1

3

2

1 아이콘 + 몰명

3 몰명

구좌 수

총 2 구좌

구좌 수

총 8 구좌

노출 주기

월 1회 / 월 1일 ~ 월 말 일

노출 주기

월 1회 / 월 1일 ~ 월 말 일

2 몰명

구좌 수

총 15 구좌

노출 주기

월 1회 / 월 1일 ~ 월 말 일

2. 광고상품 안내 > 쇼핑박스 정책

쇼핑광고는 카카오모먼트를 통해 제공되며 이에 따라 기본 플랫폼 정책은 카카오모먼트의 정책을 따릅니다.

집행 조건

•쇼핑광고 집행을 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심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직 쇼핑광고만을 위한 카카오모먼트 광고 계정의 신규 생성이 필요하며 반드시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 집행 가능합니다.
•공식 대행사로 등록된 대행사에 한해 카카오모먼트 내 쇼핑광고 권한이 추가됩니다.
•이때 권한 부여를 위한 심사, 승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상품 구매

•월단위 광고 상품은 집행 월이 시작 되기 전에만 구매 가능하며 집행 기간 중 구매는 불가합니다.
•주단위 광고 상품은 집행 주가 시작 되기 전에만 구매 가능하며 집행 기간 중 구매는 불가합니다.

광고 노출

•소재는 구좌 기간에 맞춰 상시 노출되며 페이지는 유저 유입 시마다 랜덤 노출됩니다.
•구좌 당 소재는 자유롭게 등록 가능하며 소재별 노출 스케쥴은 직접 운영이 필요합니다.
•심사 완료 후 즉시 노출 혹은 소재 ON/OFF 시 시스템 반영에 최대 5~1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재 미등록, 스케줄 설정 오류, 17시 이후 및 광고 집행 당일에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 등 대행사 운영 중 발생한 미노출에 대해서는 카
카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 심사

•쇼핑광고는 17시 등록건까지 당일 검수 처리되며, 이후 등록건은 다음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소재 검수는 플랫폼에 등록되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고 집행일(영업일 기준) D-1일까지 소재가 등록되
어야 합니다.

광고 리포트

•소재별 클릭 수만 제공되며 모먼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비용 정산

•카카오 모먼트의 정책과 동일합니다.

광고 해지 및
계약 해지 수수료

•집행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잔여기간 예산의 10% 입니다.
•계약 해지 수수료는 해당 월 세금계산서 발행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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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재 가이드

3. 소재 가이드 > 썸네일 제작 가이드

1

14

1

2

이미지 소재

530 x 640 px

이미지 규격

300kb / jpg, jpeg, png

텍스트 소재

상단 8자 / 하단 8자

랜딩 URL

PC / MO 랜딩 페이지

2

이미지

Safe Zone

선명하고 명확한 이미지 사용

•

올 컬러 색상으로만 상품 이미지 사용

•

연결 화면에서 어떤 상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이미지 사용

•

합성은 복수 오브젝트 및 모델 + 오브젝트의 경우 가능

•

1+1 등의 경우 오브젝트와 아이콘만 활용한 이미지 사용 가능 (텍스트 불가)

•

분할 이미지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최대 2컷만 사용

•

공인 포함 연예인 이미지 사용 시, 연결화면 내 해당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만 사용 가능

3 • MO 쇼핑박스에서는 이미지 소재에 상하 crop이 일부 발생됩니다.

24px

3

•

•

배경이 포함 된 이미지 사용 권장

•

배경 없는 이미지의 경우 가이드 배경색 사용 (화이트 배경 불가)

배경

#E6E6E6

#D0D8EB

#E6EDC1

#F5E8C4

#FBE7E6

#FFFFFF

3. 소재 가이드 >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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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ase

테두리 라인이 사용된 이미지 사용 불가

테두리 라인 없이 이미지 사용

일러스트 및 실사가 왜곡 된 이미지

왜곡 없는 이미지 사용

3. 소재 가이드 >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Bad Case

이미지 내 로고, 텍스트 등 합성 이미지

이미지 내 색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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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ase

로고, 텍스트 등 합성 안된 이미지 사용

색상표 없는 단일 이미지 사용

3. 소재 가이드 >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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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ase

쿠폰, 바코드, 영화 예매권, 상품권 이미지 등 사용 불가

쿠폰, 바코드 등의 이미지 없이 사용

이미지 확대, 반짝이 등의 강조 효과 사용 불가

확대, 강조 효과 없는 이미지 사용

3. 소재 가이드 >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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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ase

무료 이미지 소스 사용 불가

실제 판매 상품의 이미지 사용

1+1 표현 시 텍스트 사용 금지

+ 아이콘과 오브젝트 이미지만 사용

3. 소재 가이드 > 카테고리 별 이미지 가이드 - 패션

패션 의류

•상의는 가슴선 또는 허리선까지 보이는 이미지 사용 권장
•모델 얼굴만 노출되는 이미지 사용 불가

속옷 및 언더웨어

•상품 단일 이미지 또는 마네킹 이미지만 사용 가능
•마네킹 특정 신체부위 강조한 이미지 사용 불가
•모델 착용 이미지 및 사람과 비슷한 마네킹 노출 불가

비키니 및 비치웨어

•상품 단일 이미지 또는 마네킹 이미지로 사용 권장
•모델 착용 이미지 노출 가능하나 가슴골 및 삼각 하의 이미지 사용 불가
•하의 중 긴바지 혹은 선정적이지 않은 사각 하의,
랩 치마에 한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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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 가이드 > 카테고리 별 이미지 가이드 - 잡화

액세서리

•상품 단일 이미지 사용 권장
•상품 확인이 명확한 경우 모델 착용 이미지 사용 가능

가방 및 잡화

•상품 단일 이미지 사용 권장
•과도한 확대 이미지 사용 불가
•상품 확인이 어려운 착용 이미지 노출 불가

뷰티 화장품

•단일 상품 또는 상품을 들고 있거나 사용하는 모델 이미지 사용 가능
•프레임 등의 일러스트를 이용한 확대 이미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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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 가이드 > 텍스트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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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사용

•기본적으로 표준어 사용 권장함
•브랜드명을 제외한 텍스트의 경우, 한글로 기입 권장

유행어 / 축약어 사용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한하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검수함
•정치적 이슈 및 사회적 이슈 관련 텍스트는 운영자 판단 하에 반려 될 수 있음

심쿵, 핫템, 핫해핫해
오나전, 만찢템

욕어 / 비속어 / 은어 등

•선정적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사용 불가

개나줘버려, 개기름, 쩔어, 존예,
이거 입으면 남친과 M~

앱 다운로드 관련 문구

•앱 다운로드 관련 이벤트 문구 사용 불가

앱 다운 시 할인, 쿠폰 증정

할인율 관련 문구

•모든 유저 대상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 정보만 기재 가능
•할인을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
•메인 또는 상세 페이지에서 할인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용 불가
•블로그 / SNS 랜딩일 경우 가격 및 할인율이 전체 공개인 경우에만 기재 가능

허위 / 과장 조장 문구

•진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미확인 내용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단어/문구 사용 불가
•사용자마다 효과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수치, 기간, 시간을 뜻하는 문구 사용 불가
•지나치게 과장된 허위성을 담은 문구 불가

협찬 / 필수 브랜드
상품 및 명품

•연예인 관련 텍스트 사용 시, 랜딩페이지 내 해당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가수, 탤런트, 개그맨, 영화배우, 유명 모델, 미스코리아, 아나운서 등의 공인 포함

문장부호 / 특수문자

•+ , ? ! ~ / & % → ← ↑ ↓ 사용 가능
•무분별한 문장부호 사용은 운영자의 판단하에 반려될 수 있음

ex) 카드 할인, 신규 고객 할인,
기존 할인가 + 쿠폰 할인

일주일에 5kg 빠져,
20분 붙였더니 뱃살 쏙, 살 안찌는 빵,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균 99.9% 살균

ex) 오/늘/특/가 반/값/할/인
특가!!! 반값할인!!!!!!!!!
오늘만 할인 단돈 5000원??????
너어무~~ 예뻐~~~~~~
75%! 35%! 35% 할인
→→→ 퀄리티는↑ 가격은↓ ←←←
1+2+3+4+5 모두할인

3. 소재 가이드 > 랜딩URL 등록 가이드

자사몰 또는 자사몰이 입점 된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 소셜커머스 / 스마트스토어 / SNS / 카카오서비스 (카카오스토리, 톡스토어, 선
물하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 화면은 상세페이지 사용을 권장하며 상품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픈마켓 / 스마트스토어 및 SNS는 상세페이지 또는 첫 페이지 내 상품 리스트로 연결 필수
•결제 가능 확인은 반드시 2depth 안에서 확인되어야 함
광고 이미지에 사용된 상품은 연결화면 첫 페이지 내 바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PC / MO
공통 가이드

•해당 상품이 있는 영역으로 바로 이동하는 앵커 URL 사용 가능
•상품 리스트는 고정 리스트 사용 필수 (롤링 / 더보기 영역 불가)
상품 할인 및 쿠폰 제공 등의 브릿지 페이지 사용 시 반투명 배경 사용으로 상품 리스트가 보여야 합니다. (앱 광고용 노출 불가)
특정 환경·기기에서만 콘텐츠가 확인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앱에서만 구매 가능한 기획전 및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페이지로 연결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브릿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앱 다운로드 팝업창을 연결화면에 노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앱 다운로드와 관련 없는 상품 할인, 쿠폰 제공 등의 구매 이벤트는 팝업창으로 안내 가능
SNS 및 메신저로 연결 시 2depth 내 제품 구매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PC
추가 가이드

소재에 사용된 상품은 연결화면 내 고정된 상품 리스트 상단 3째 줄 내 확인되어야 합니다. (롤링 영역 불가)
•상단 3째 줄 이내에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 상품이 있는 영역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상품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경우엔 광고 진
행이 가능 (앵커 URL 사용)

MO
추가 가이드

딥링크 사용 시 앱 설치 페이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로 연결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용자 휴대폰에 앱이 설치된 경우 : 앱 즉시 연결 URL 가능
•사용자 휴대폰에 앱이 미설치 된 경우 : 웹 페이지로 연결 URL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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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 가이드 > 소재 심사 가이드 > 심사 정책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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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시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for 비즈니스 지원센터 내 디스플레이 심사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과 카카오모먼트 광고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및 개별 서비스의 운영 원칙 / 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광고의 최초 등록, 소재 수정 등록, 모니터링 시 실시 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카카오모먼트 심사가이드 및 개별 서비스 운영 원칙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재지면(노출 위치), 소재 사이즈, 유형 및 소재 내 표현 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소재가 동영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컷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할 수 있음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심사 정책
공통 가이드

광고주 업종, 사이트, 광고 소재(이미지, 문구, 연결화면)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카카오모먼트 광고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소재 간의 연고나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심사
노출, 클릭과 같이 광고의 성과를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생성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수의 중복 소재를 등록하여 광고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광고 소재로 등록한 연결 화면 및 사이트를 심사 당시와 다르게 변질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
가합니다.
인터넷 / 모바일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혼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선정성/폭력성/혐오감 및 허위·과장/부당한 비교·비방/타인 권리 침해/ 보편적 사회 정서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카카오 서비스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 외 광고 집행 가이드는 카카오모먼트 공통 심사 정책 및 업종별 심의 가이드를 따릅니다.

3. 소재 가이드 > 소재 심사 가이드 > 소재 제작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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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시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for 비즈니스 지원센터 내 디스플레이 심사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의 목적을 알 수 없거나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브젝트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잘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인지가 어려운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상도 및 가독성이 낮은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해상도 이미지, 주요 오브젝트가 잘린 이미지, 비율에 맞지 않는 이미지 등
선정적으로 보여지거나 성적 상상력 및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재 제작
공통 가이드

특정 신체 부위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노출이 강조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이용자에게 혐오감 및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전·후 비교, 특정 부위 확대 등
청소년 유해물(담배, 주류 등)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광고 텍스트(문구)에는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등의 광고주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광고 집행 가이드는 카카오 모먼트 공통 심사정책 및 소재별 제작 가이드를 따릅니다.

3. 소재 가이드 > 소재 심사 가이드 > 업종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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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시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for 비즈니스 지원센터 내 디스플레이 심사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 및 유관 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에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판매·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도 사용 불가
성인 관련 제품(성인용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업종
공통 가이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청, 몰래카메라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 수입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이트 운영 및 판매 방식에 사행성이 가미되어 있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랜덤 박스 등
이 외 광고 집행 가이드는 카카오모먼트 공통 심사정책 및 업종별 심의 가이드를 따릅니다.

3. 소재 가이드 > 소재 심사 가이드 > 쇼핑박스 주요 가이드

쇼핑박스 주요 가이드는 아래 내용으로 확인 부탁 드리며, 카카오모먼트 공통 가이드보다 우선 적용 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사이트 내 배너나 링크 등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
트로 접속이 가능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조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및 정
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쇼핑박스
주요 가이드

의사의 처방 및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한 의료 상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료기기(IPL 기기), 피부 시술, 의약품 등
생리대 및 황사마스크의 경우 식약청 인증을 받은 상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렌털 상품은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만 집행 가능하며 결제 없이 해피콜 진행 상품은 불가합니다.
•텍스트 가격 기재 시 연결화면 내 확인 가능한 월/주 단위의 렌털 가격 명시
•연결화면 제목 내 ‘렌털’ 텍스트 표시
주삿바늘, 피 등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구좌 구매 후 동일 소재를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 외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가이드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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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