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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출 화면 > 위치

Daum 내 주요 서비스와 제휴 네트워크에 노출됩니다. 
Daum 내 노출 영역 : 주요 서비스(금융, 뉴스, 로그인, 메일, 미디어, 미즈넷, 자동차, 커뮤니티 등)의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에 노출 
제휴 네트워크 노출 영역 : 주요 포털과 언론사, 커뮤니티 등 광고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에 다양한 사이즈로 노출 

제휴 네트워크

* 네트워크 광고의 노출 영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2  필수 전달 요소

1 이미지 1개 
•사이즈, 확장자, 용량은 각 형태별 가이드 참고 

2 소재 설명 
•장애인용 음성 안내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 입력

3 랜딩 URL

내용 확인 후 가이드에 맞게 등록해주세요.

예시 : 브랜딩스테이션형(300x150)



5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형태

형태  형태별 타입  등록 이미지 사이즈(px)  노출 이미지 사이즈(px) 등록 가능 파일 용량

정사각형  기본 정사각형  250x250  250x250
PNG, JPG, GIF 150K

 작은 정사각형  200x200  200x200

직사각형  기본 직사각형  300x250  300x250

PNG, JPG, GIF 150K 작은 직사각형_1  336x280  336x280

 작은 직사각형_2  170x128  170x128

리더보드형  기본 리더보드형  728x90  728x90

PNG, JPG, GIF
150K

 큰 리더보드형  970x90  970x90

 작은 리더보드형  468x60  468x60

 초기 리더보드형  655x120  655x120 PNG, JPG

세로 날개형  기본 세로 날개형  120x600  120x600
PNG, JPG, GIF 150K

 큰 세로 날개형  160x600  160x600

모바일 배너형  모바일 띠배너형_1  640x100  320x50
PNG, JPG 50K

 모바일 띠배너형_2  640x200  320x100

브랜딩스테이션  브랜딩스테이션형  300x150  300x150 PNG, JPG 150K

등록 가능한 이미지 형태는 총 14종입니다.



6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공통가이드

    광고집행 공통 가이드

• 해상도와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사용 불가 
ㄴ 저해상도 이미지, 주요 오브젝트가 잘린 이미지,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 등 

• 이미지의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 사용 불가 

    ㄴ 주요 오브젝트의 비율이나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 블러(흐림 효과) 및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 등 

•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사용 불가 

    ㄴ 선정적 이미지, 폭력적인 이미지, 전/후 비교 이미지, 청소년 유해물(주류, 담배 등) 이미지 등 

• 신체 부위 노출 시 해당 소재 지면의 50% 이상은 노출 불가, 특정 부위만 노출 불가 (상/하반신 전체 노출 필수) 

    ㄴ 특정 부위가 강조된 이미지 등 

• 광고 소재에 사실 보도와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의 이미지 사용 불가 

    ㄴ 방송사 화면, 뉴스 화면, 신문 기사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 등 

•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기능 삽입 불가 

    ㄴ 마우스 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 버튼 등 

• DDN 전체 가이드 : http://adnetwork.ad.kakaocorp.com/30 (DDN 심사정책 확인 URL)

일반 이미지 제작 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소재 제작 예시 > 이미지 제작Tip을 확인해 주세요



7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 배경색

일반 이미지 제작 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 배경을 제작해야 합니다.

예시 : 브랜딩스테이션형(300x150)

사용 불가 색상 
(권장사항)

• 원색, 형광색 사용 불가 
ㄴ 채도(S)와 명도(B)의 합이 170% 이하인 색상 권장 

• 배경에 의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집행 불가 

    ㄴ 과도한 패턴과 그라데이션 배경 지양 

• 회색 계열(m.Daum의 컬렉션 구분 색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색상), 투명 배경 사용 불가 

    ㄴ 단색 배경 사용 권장



8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 모바일 띠배너형

모바일띠배너형 제작 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사이즈 640x100(px) 

파일형식 PNG, JPG

용량 50kb

이미지 

• 선정성, 폭력성,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 사용 불가 

• 모바일 가로 모드를 고려하여 좌우가 잘려 보이지 않는 

이미지 사용 권장 

• 배경 없는 오브젝트 이미지 사용 권장  

• 좌우 10px의 단색과 이어지도록 그라데이션 처리

사이즈 640x200(px) 

파일형식 PNG, JPG

용량 50kb

이미지 

• 선정성, 폭력성,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 사용 불가 

• 모바일 가로 모드를 고려하여 좌우가 잘려 보이지 않는 

이미지 사용 권장 

• 배경 없는 오브젝트 이미지 사용 권장  

• 좌우 10px의 단색과 이어지도록 그라데이션 처리

모바일 띠배너형_1 (640x100)

100

모바일 띠배너형_2 (640x200)

640

640

200



9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 모바일 띠배너형

모바일띠배너형 제작 시 좌우 10px 영역은 주요 소재 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전체 영역

주요 소재 영역전체 영역

100

640 620 (주요 소재 영역)

640

200

주요 소재 영역

620 (주요 소재 영역)

모바일 띠배너형_1 (640x100)

모바일 띠배너형_2 (640x200)

10 10

10 10



103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 모바일 띠배너형

가로모드 시 배너 이미지는 중앙 정렬되고, 나머지 영역은 좌우 10px의 단색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좌우 10px 영역을 주요 소재 영역과 동일한 단색으로 구성하지 않아 확장 영역과 배너 이미지의 배경 컬러가 상이한 경우 보류됩니다.

모바일 띠배너형_1(640x200) 가로모드 시

배너 이미지 배경색 확대 영역배경색 확대 영역



113  소재 제작 가이드 > 소재 설명 및 랜딩 URL 가이드

일반 이미지 소재 설명 및 랜딩 URL은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소재 설명

• 30자 이내로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  

•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 

• 일부 홍보문구 및 기관/단체를 지칭한 최상급 문구에 대해 증빙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 내용이 편집, 보류될 수 있음 

• 기호, 한자 등은 사용 불가 

• 연락처 정보 기재 불가 

• 법정계량단위 사용 필수 

• 한글 표기법 준수

랜딩 URL

• 해당 광고 상품의 판매 페이지 또는 해당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며, 랜딩 URL과 무관한 내용의 소재 노출 불가 

• 광고와 사실 보도를 혼동할 수 있는 뉴스, 기사, 기타 보도를 하는 언론사 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페이지 사용 불가 

•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 URL이 구성되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 랜딩 화면이 미완성 또는 수정 중이거나 사이트 일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불가 

• 카카오광고의 광고대상 등록 기준을 따름 

    ㄴ http://adnetwork.ad.kakaocorp.com/32  (광고대상 심사정책 확인 URL)

http://adnetwork.ad.kakaocorp.com/32


124  소재 제작 예시 >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  채도(S)와 명도(B)의 합이 170% 초과하지 않는 배경색 사용 (권장사항)Don’t  원색, 형광색 배경색 사용

Do  단색 배경 사용 (권장사항)Don’t  과도한 그라데이션 배경 사용

Do  단색 배경 사용 (권장사항)Don’t  과도한 패턴 배경 사용



134  소재 제작 예시 >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  고퀄리티의 이미지 사용Don’t  저해상도 이미지 사용

Do  주요 오브젝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영역 내 배치Don’t  주요 오브젝트가 잘려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

Do  오브젝트의 변형이 없는 이미지 사용Don’t  비율이나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



144  소재 제작 예시 >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의 과도한 블러 효과 자제Don’t  블러(흐림 효과) 처리된 이미지

Do  마우스 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 버튼 등 허위 기능 삽입이 없는 이미지 사용Don’t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기능 삽입

Do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외곽 형태가 잘 정리된 이미지 사용Don’t  주요 소재 이미지 외곽 형태가 정리되지 않은 이미지 사용 



154  소재 제작 예시 >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  가독성이 좋은 간략한 메시지와 함께 구성한 이미지 사용Don’t  텍스트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사용

Do  깔끔하고 눈에 피로감이 없는 컬러와 고딕계열 서체 사용Don’t  가독성이 떨어지는 컬러 및 필기체 사용

Do  오브젝트와 텍스트를 조화롭게 사용한 이미지 사용Don’t  오브젝트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된 이미지 사용



164  소재 제작 예시 > 모바일 띠배너형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n’t  좌우가 잘린 오브젝트의 사용

Don’t  좌우 10px 영역을 단색 처리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

Don’t  여러 장의 이미지가 분할된 이미지 사용

Don’t  좌우 10px 영역을 이미지 배경과 상이한 단색으로 구성 
            좌우 10px 영역에 주요 문구나 로고 적용

Don’t  테두리 라인이 사용된 이미지 사용

Don’t  텍스트 장평을 심하게 늘린 경우 사용 불가



174  소재 제작 예시 > 모바일 띠배너형 이미지 제작Tip_소재

Don’t  텍스트 컬러 3가지 이상 사용 불가 (권장사항) Don’t  텍스트에 과도한 효과 사용



5  Document History

제작에 앞서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Version Final Update 파일명 비고

0.1 2017.05.26 DDN_제작가이드_20170526.pdf

0.2 2017.06.02 DDN_제작가이드_20170602.pdf

0.3 2017.08.02 DDN_제작가이드_201708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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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재 제작은 본 제작 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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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