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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라이프’ 

국내 No.1 라이프 콘텐츠 정보 플랫폼 
트렌드 중심의 큐레이션 서비스 



Daum의 새로운 트렌드 섹션, ‘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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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섹션 
패션뷰티 · 요리맛집 · 건강웰빙 · 아웃도어 · 홈&리빙  



Daum ‘라이프’ 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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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뷰티 · 요리맛집 · 건강웰빙 · 아웃도어 · 홈&리빙 
각각 별도 메뉴 독립 
 

-  종합 일간지, 인터넷 매체, 방송, 월간지, 매거진 등 풍성한 
전문 콘텐츠 매체 확보  

-  메뉴별로 특화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예: 패션뷰티 – 오늘의 코디, 건강웰빙 – 오늘의 운동법) 

-  미디어다음 연관서비스로 유입게이트 및 유저 보장 
 
-  서비스 1차 타겟 : 20대 후반 ~ 30대 초반 여성 

(가치소비 생활화, 정보 수집, 참여에 능동적) 
 
서비스 2차 타겟 : 30대 초반~40대 중반 남녀 
(자신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며 이에 위한 시간과 자금 보유) 



Daum 라이프 유입게이트 및 노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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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탭 내 라이프 섹션 콘텐츠 노출 

Daum Top 

주요 ‘라이프’ 탭 기사 노출 

미디어다음 



 
Daum 라이프 상품 
 
(1) 라이프 브랜드타워 
(2) 라이프 스폰서바 
(3) 라이프 프리미엄스킨 
(4) 라이프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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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프 브랜드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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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활용 예시] 

• 고화질의 최신 화보,  제품 활용 팁, 상품 클로즈업 등 

서비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콘텐츠, 
넓은 노출영역, 실시간 SNS 피드로 구성된 라이프 브랜드타워는 
소비자들에게 광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뿐만 아니라 
브랜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서비스 페이지 적용 예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DA상품 



라이프 브랜드 타워 : 1주/9백만원/2구좌 
* 예상 IMP : 구좌당 3,500,000 

구분 설명 

1 사이즈 

* 공통 

•  [CI BI/카피영역] 244x25, 10kb이내 (GIF) 

•  [메인이미지] 250x280, 60kb이내 (JPG) 

•  [썸네일] 61x48, 10kb이내 (JPG) 

*트위터형 혹은 페이스북형 

•  [SNS] SNS주소 전달 (* 트위터형은 타이틀 – XXX와 함께하세요 15자 이내로 구성해 전달) 

*플래시무비형 

•  [플래시 무비] 230x112, 400kb (SWF) 

•  [이미지] 230x112, 60Kb이내(JPG) 

2 제작 
•  Daum에서 제공되는 스킨에서 제작 (스킨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제작가이드 : http://display.biz.daum.net/1_display/ss_lifebrandtower_1_2.jsp 

 (1) 라이프 브랜드 타워 - 가격 및 제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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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이프 스폰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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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서비스 모든 페이지 상단에서 노출되는 Daum 대표 상품  

확장 



 (2) 라이프 스폰서바 - 가격 및 제작가이드���������	
��������������������  

라이프 스폰서바 : 1주/1천8백만원/독점 

구분 설명 

1 사이즈 

•  [Bar] 978 * 60 ( jpg) , 100K 

•  [오브제] 260 * 110 (png) , 100K 

•  [미니사이트] 978 * 390 (swf) , 500K 

•  [동영상] 400 * 300 (swf), 3M 

2 제작 
•  Daum에서 제공되는 스킨에서 제작 (스킨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제작가이드 : http://display.biz.daum.net/1_display/ss_lifesponserbar_1_2.jsp 

* 예상 IMP :  8,500,000 



 (3) 라이프 프리미엄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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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서비스 전면 BG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프리미엄형 상품 

최초 방문 5초 이후, 작은 오브제 노출  

(좌우 여백 BG없음) 

최초 방문 시 좌우 여백 BG및 빅오브제 노출 

(5초 노출/1일 1회 프리퀀시) 

개인 PC해상도 1600P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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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프리미엄스킨 :  1주/3천만원/독점 

구분 설명 

1 사이즈 
•  큰스킨_이미지 : 1478 x 850 (투명 png) / 좌, 우 오브제 영역 : 224 x 850, 500K 

•  작은스킨_이미지 : 1398 x 550 (투명 png) / 좌, 우 오브제 영역 : 180 x 550, 300K 

•  그라데이션 배경 사용시 : 2 x 1117 ( jpg), 20K 

2 제작 
•  Daum에서 제공되는 스킨에서 제작 (스킨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제작가이드 : http://display.biz.daum.net/1_display/ss_lifepremiumskin_1_2.jsp 

* 예상 IMP :  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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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테마’를 활용한 콘텐츠형 상품 

* 상세 내용은 별도 소개서 통해 확인 가능 

http://display.biz.daum.net/1_display/ss_lifethema_1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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