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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P NA_1boon 
m.TOP 1boon탭에 콘텐츠형 Native AD광고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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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세대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로  
메신저, 포털, SNS 등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입니다.

01 1 boon 소개 4

(카카오 내부자료 기준)

일평균 PV

10,000,000 

7,500,000 

5,000,000 

2,500,000 

(단위 명)  0

1천 만

일평균 UV

300만

카카오스토리다음앱

다음뉴스

페이스북+파트너카카오톡

트위터+파트너

1boon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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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앱 m.TOP 1boon탭 콘텐츠 큐레이션 리스트 중 2번째 줄 왼쪽 위치에 일고 정으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랜딩은 1boon으로 전문 제작 대행사를 통해 제작된 광고 콘텐츠만 가능합니다.  
미판 시 해당 영역에는 서비스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서비스 개편에 따라 상품 스펙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1boon 광고 콘텐츠 
(전문 제작 대행사를 통해 제작) 

m.TOP NA_1boon

m.Daum 1boon탭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인화 로직(루빅스)에 따라 콘텐츠가 추천되므로 광고 콘텐츠의  

노출영역 및 노출빈도가 상이합니다.  

(영역 및 노출량을 개런티 및 리포팅하지 않는 서비스 지원영역)

서비스 개편에 따라 지원 노출 내역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노출 및 페이스북 업데이트 시간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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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_1boon 광고 콘텐츠는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추가 노출을 서비스 제공하여 콘텐츠 조회수 상승에 도움을 드립니다. 
광고 노출된 양일간 일자별 콘텐츠 조회수, 노출 채널별 유입 조회수, 구독 유저의 성별, 연령별 유저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집행일 00시 기준으로 노출이 시작됩니다.  추가 제공 리포트는 제작대행사측에 문의하십시오.  
소셜계정 피딩에서는 1+1 프로모션 집행 시 서비스 노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boon 페이스북 계정

m.TOP NA_1boon

카카오톡 채널

1boon 페이스북 계정

좋아요 수 약 28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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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P NA_1boon 광고 상품

상품명 m.TOP NA_1boon 

노출지면 다음앱 m.TOP 1boon탭 콘텐츠 큐레이션 리스트 중 2번째 줄 왼쪽 위치에 일고 정으로 노출되는 상품

랜딩 콘텐츠 가이드

NA_1boon 대행사가 카카오 자체 콘텐츠 생산 툴로 제작한 1boon 광고 콘텐츠  
# 1boon서비스 담당자의 사전검수 필수(사전검수 절차는 NA_1boon 대행사에서 담당) 
- 동일 랜딩 콘텐츠로 최대 2회 재집행 가능. 연일집행 불가 
- 랜딩페이지 내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링크 삽입 불가 

단가 / 판매방식 1천만원 / 일고정

업종 가이드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다이어트, 기타 금융,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맥주, 소주, 위스키, 기타 알콜음료, 담배, 유기
장,도박,복권, 인터넷대출, 대부업 기타 업종 구매 불가

리포트
· 노출수 : Viewable lmp (광고소재 도달 시 노출체크) 
· 클릭수 : 영역별 클릭수 (광고 소재 이미지, 광고문구)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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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재 이미지, 광고문구, 랜딩 URL은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m.TOP NA_1boon 필수 전달 요소

1 광고 소재 이미지 
332 x 214 (px)

2
광고문구  
BRAND 포함 최대 한글 22자  
(일부 특수문자 사용 불가)

3 랜딩 URL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2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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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구 

· BRAND 포함 최대 한글 22자, 좌측정렬 

· BRAND로 시작 필수 노출 

· 키보드 자판에 있는 특수문자만 허용 

· 광고 대상 사업자/ 제품/ 서비스/ 브랜드 등과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함 

· 직접적인 숫자 혜택 노출(상품 금액, 할인율, 1+1 등) 제외하고 프로모션/이벤트 등의  
  단어는 사용 가능  

· 문구에 사용한 표현의 허위/ 과장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은어, 비속어, 욕설 및 선정적, 폭력적 표현 불가 

· 정확하고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

광고 소재 이미지 

· 사이즈 : 332 x 214 (px) 

· 형식 : JPG, PNG 

· 용량 : 30kb 미만

m.TOP에 최적화 된 광고 UI로  광고 소재 이미지, 광고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1

텍스트 카운팅 기준 
 영문 소문자/ 숫자/ 띄어쓰기는 0.7자, 한글/ 영어 대문자/ 한문/ 특수문자는 1자

소재 제작 가이드

2

필수 노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 제작 가이드 10

광고 소재 이미지는 332 x 214 (px) 한 가지 사이즈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제작 가이드

광고 소재 이미지 

· 영역 내 자유롭게 구성하되, 고화질의 세련된 이미지로 제작 필수 
· 이미지 점유율은 40% ~ 80% 이내 제작 필수 
· 제작된 이미지는 디바이스별 해상도에 맞게 자동 리사이징 되어 적용됨

사용 불가 이미지 

· 질이 낮은 저화질 이미지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 

· 선정성, 폭력성,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 
· 배경 전체를 채우는 강한 형광색 이미지 
· 이미지 외곽에 테두리가 사용된 이미지 

· 텍스트, 버튼 삽입 불가

332

21
4

· 제작 사이즈 (px)



1104 랜딩페이지 가이드

운영 원칙 

· 광고가 게재되는 관심사탭 콘텐츠 성격과 유사한 내용의 광고소재, 랜딩페이지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광고를 게재한 이후라도 kakao 광고 심의가이드, 업종별 심의가이드, 집행 및 크리에이티브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CS가 발생하는 소재 및 랜딩페이지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최대한 빠른 소재  

교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kakao 광고심사정책 바로가기 

랜딩페이지 가이드  

· 1boon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 콘텐츠 첫번째 페이지에 “Sponsored by 광고주명 or 브랜드명” 삽입 필수 
· 랜딩페이지에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콘텐츠 내용과 충분한 관련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관한 페이지로 연결이 확인될 경우,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랜딩페이지 가이드

http://display.ad.kakaocorp.com/category/%EA%B4%91%EA%B3%A0%EC%8B%AC%EC%82%AC%EC%95%88%EB%82%B4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akao와 계약된 NA_1boon 대행사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합니다. 
랜딩 콘텐츠는 Kakao가 제공하는 랜딩 가이드를 준수해서 제작됩니다.  
본 상품은 콘텐츠 제작비가 발생하며, 관련 내용은 제작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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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oon 광고 콘텐츠 제작 및 집행 과정

NA_1boon 대행사 문의처

NA_1boon 
대행사대행사광고주 렙사 Midas

1boon 
서비스

콘텐츠  검수

업체 담당자 e-Mail Tel.

인터스텔라 이우진 매니저 business@interstella.co.kr 010-2443-5835

옐로스토리 노유님 팀장 ymroh@yellostory.co.kr 010-4069-6848

블로터앤미디어(디자인하우스) 윤소영 차장 mediabiz@design.co.kr 010-9873-8550

서울문화사 민혜진 대리 min@seoulmedia.co.kr 010-9274-6614

쉐어하우스 정은미 대리 eunmi.jung@sharehows.com 010-2605-8515

레오나(게임전문) 신현아 COO buffalo@leonacorp.com 010-2394-3781

mailto:business@interstella.co.kr
mailto:ymroh@yellostory.co.kr
mailto:mediabiz@design.co.kr
mailto:min@seoulmedia.co.kr
mailto:eunmi.jung@sharehows.com
mailto:buffalo@leonacorp.com


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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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Final Update 파일명 비고

0.1 2016.12.27 m.TOP_NA_1boon_introduction_ver0.1_20161227.pdf

0.2 2016.12.28 m.TOP_NA_1boon_introduction_ver0.2_20161228.pdf

0.3 2017.4.21 m.TOP_NA_1boon_introduction_ver0.3_2017421.pdf

0.4 2017.6.13 m.TOP_NA_1boon_introduction_ver0.4_20170613.pdf 제작사 연락처 업데이트

0.5 2017.7.14 m.TOP_NA_1boon_introduction_ver0.5_20170714.pdf 랜딩페이지 가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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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