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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비스 소개

국내외 스포츠 주요경기를 생중계와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스포츠 뉴스와 양질의 독점 칼럼/카툰, 풍부하고도 정확한 선수/팀/
리그 정보까지 모두 Daum 스포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um 스포츠



 

http://sports.media.daum.net/

42 상품 소개

Daum 스포츠 골프 페이지에 독점으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PC 3종 독점으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골프 스폰서십



52 상품 소개

상품명 골프 스폰서십

노출지면 Daum 스포츠 골프 페이지 PC 지면

판매 방식 1구좌 (주단위)

판매 단가 5백만 원

판매 가이드 기간 내 동일 브랜드 1구좌 구매만 가능 (독점 노출)

제작 가이드 # 상세 내용 : 제작 가이드 참고

리포트
PC 
· Imps (광고소재 호출 시 노출 체크) 
· Clicks (광고 소재 클릭 수)

골프 스폰서십 상품



62 상품 소개

골프 스폰서십 구성

해당 패키지 상품은 수정/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되며, 노출량 개런티가 불가합니다. 

구분 상품명 사이즈 게재 위치 총 구좌수 공시단가

PC

골프스폰서바
Bar : 400 x 55  (px) 

미니사이트 :  1100 x 418 (px)
골프페이지 LNB 우측

독점 
(주단위)

5백만 원 
골프날개스킨

좌측 스킨 : 180 x 300 (px) 

우측 스킨 : 180 x 300 (px)
골프페이지 여백

골프250 250 x 250 (px)
골프 홈/섹션홈 : 우측 날개 상단 
골프 기사뷰 : 기사 내 상단



73 제작 가이드

1
Bar 이미지 2개 
•사이즈 : 400 x 55 px 
•확장자 : PNG 
•용량 : 100kb

2
미니사이트 이미지 1개 
• 사이즈 : 1100 x 418 px 
• 확장자 : PNG, JPG, JPEG 
• 용량 : 200kb

3 랜딩 URL 
•광고소재 이미지 전체

광고 소재 이미지, 링크는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골프 스폰서바 필수 전달 요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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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이미지 2개 
•사이즈 : 180 x 300 px 
•확장자 : PNG-24 
•용량 : 100kb

2 랜딩 URL 
•광고소재 이미지 전체

광고 소재 이미지, 링크는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골프 날개스킨 필수 전달 요소

1 1

3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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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이미지 
•사이즈 : 250 x 250 px 
•확장자 : PNG, JPG, JPEG 
•용량 : 100kb 

소재 플래시 
•사이즈 : 250 x 250 px 
•확장자 : SWF 
•용량 : 400kb

2 랜딩 URL 
•광고소재 이미지 전체

광고 소재 이미지, 링크는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골프 250 필수 전달 요소

1

3 제작 가이드



4  Documen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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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2017.05.15 Kakao_ Golf_Sponsorship_Product_ver.0.1_20170515.pdf

0.2 2017.08.10 Kakao_ Golf_Sponsorship_Product_ver.0.2_20170810.pdf 골프중단배너 삭제



광고 소재 제작은 본 제작 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PSD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제작 PSD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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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