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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브랜딩스테이션 
전면형광고 대표상품 m.브랜딩스테이션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3



01  개편 내용 4

NEW

일반형 동영상형 플러스친구형 스케치형

모든 디바이스 가로 영역을 100% 대응하여 보다 와이드하게 광고 소재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소재 사이즈는 가로 720px 기준입니다.) 
적용상품 : 일반형, 동영상형, 플러스친구형, 스케치형(NEW)

최적의 해상도 대응



01  개편 내용 5

· 전체 화면

광고 소재에서 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품 : 동영상형, 스케치형(NEW)

인라인 플레이어 적용

· 전체보기 아이콘 터치 시, 화면 전환없이 전체 화면 재생



01  개편 내용 6

빅 사이즈 화보부터 상품 상세 이미지, 동영상까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리치미디어 상품입니다. 
각 소재가 특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맞춤 개발하여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품 : 스케치형(NEW)

NEW 리치미디어 상품 옵션 추가

scroll

전면형 이미지

인라인 동영상

멀티슬라이드

시차스크롤

행동유도버튼

swipe



02  제작 가이드 7

1
광고 소재 이미지 
· 720x866 (px) 
  자유로운 구성의 고화질 세련된 이미지 제작 필수 

2
광고 문구  
· 전체 광고 소재 이미지 영역 20% 이내로 적용 
  심의성 문구는 불포함

3 링크 제공 
· 광고 소재 이미지 전체

제작이 손쉬운 이미지 소재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에 용이한 상품입니다.

m.브랜딩스테이션_일반형

자세한 내용은 제작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전달 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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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소재 이미지 
· 720x866 (px) 
  자유로운 구성의 고화질 세련된 이미지 제작 필수 

2
동영상 
· 1280x720 이상의 16:9 비율로 제작 
  640x360으로 카카오에서 인코딩 후, 각 디바이스 해상도 자동 대응

3
동영상 섬네일 
· 640x360 (px) 
  동영상 섬네일 이미지 내 플레이 버튼 삽입 필수 및 수정/변경 불가 

4 링크 제공 
· 광고 소재 이미지 전체 (동영상 영역 제외)

이미지와 동영상의 조합형으로 인라인 플레이어를 접목하여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m.브랜딩스테이션_동영상형

자세한 내용은 제작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전달 요소

2

3

02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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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플러스친구 추가의 두가지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별도의 랜딩이 가능하여 메시지별 도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m.브랜딩스테이션_플러스친구형

자세한 내용은 제작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전달 요소

2

1
광고 소재 이미지 
· 720x866 (px) 
  자유로운 구성의 고화질 세련된 이미지 제작 필수 

2
플러스친구 소재 이미지  
· 720x156 (px) 
  제공 되는 제작스킨에서 텍스트 내용만 수정 가능

3
링크 제공 
· 상단 광고 소재 이미지 
· 하단 플러스 친구 영역 
   플러스 친구 영역 클릭 시 이동할 플러스친구 다이렉트 주소 전달 
   ㄴ http://plus.kakao.com/home/@광고주아이디

02  제작 가이드

http://plus.kakao.com/home/@%EA%B4%91%EA%B3%A0%EC%A3%BC%EC%95%84%EC%9D%B4%EB%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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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전면형 이미지 
· 이미지 : 720 x 1000 (px)

2
동영상  
· 1280 x 720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 x 360 필수) 
· 640 x 360 이미지 섬네일 3장(인터렉션 자동 적용)

3
멀티슬라이드 
· 이미지 : 720 x 520 (px) 
  이미지 3장 필수

4
시차스크롤 
· 전달 소재_이미지 : 720 x 1200 (px) 
· 전달 소재_텍스트 이미지 : 720 x 720 (px) 
  view 영역 : 720 x 720 (px)

5 행동 유도 버튼 
· 이미지 : 720 x 144 (px)

6
링크 제공 
· 동영상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 
  6개 영역 개별 링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제작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달 요소

NEW m.브랜딩스테이션_스케치형

swipe

02  제작 가이드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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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m.브랜딩스테이션_일반형, 동영상형, 플러스친구형, 스케치형

상품개요 m.TOP 카테고리 단입 탭 전체에 노출되는 전면형 광고 상품

노출지면 m.TOP 13번째 탭

판매방식/단가
1일 1구좌 
일반형, 동영상형, 플러스친구형 : 1,500만원 
스케치형 : 1,800만원 (20% 할증)

업종가이드 수송/화학, 게임, 영화/공연, 패션, 기업PR, 통신기기, 가전, 화장품, 식음료 업종만 집행 가능

소재 사이즈 # 상세 내용 : 제작 가이드 참고

리포트
lmp (광고소재 도달시 노출 체크) 
CTR (각 소재별 클릭 수) 
PTR (동영상 플레이 수)

타겟팅
OS 타겟팅 가능 
프로파일 타겟팅 불가

m.브랜딩스테이션

03  상품소개



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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