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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축구 메인 스폰서십 
Daum 스포츠의 PC와 모바일 축구 게임센터에 노출되는 패키지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01 서비스 소개

2017-18 축구 메인스폰서십
유럽 4대 리그 경기, UEFA 챔스, 유로파, K-리그 및 국가대표 경기 리뷰, 기록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즐길 수 있는  
Daum 스포츠의 축구 게임센터에 스폰서바, 날개 스킨, 네이티브 배너,  모바일 배너, 모바일 네이티브 배너가 함께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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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축구 메인스폰서십
다양한 축구 리그 경기전, 후로 1개월 독점 브랜드 노출의 기회 

구분 상품구분 사이즈 게재위치 총 구좌수

PC

축구 탑바 1190 x 48 축구 게임센터 타임라인 하단 노출

독점/ 1개월

축구 네이티브애드 289 x 160 축구 게임센터 플로팅바 4번째 영역 노출 

축구 날개 스킨 130 x 250 축구 게임센터 좌우여백 노출

Mobile

축구 m.네이티브애드 246 x 166 축구 게임센터 모바일 4번째 영역 노출

축구 m.게임센터 640 x 200 축구 게임센터 최하단 노출

본 상품은 2017년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외 축구 리그 일정에 맞추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 수정/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해당 패키지 상품은 노출량 개런티가 불가합니다. 
* 리그를 구분하여 소재 게재 및 리포팅 불가합니다. 

02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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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축구 메인스폰서십
2017-18 축구 리그 스케쥴 

구분 리그 구분 날짜

해외

EPL 8월 13일 ~ 5월 21일

분데스리가 8월 27일 ~ 5월 20일

프리메라리가 8월 20일 ~ 5월 22일

세리에 A 8월 20일 ~ 5월 20일

리그1 8월 5일 ~ 5월 5일 

에레디비지에 8월 12일 ~ 5월 6일 

UEFA 챔스 6월 27일 ~ 5월 26일

유로파 6월 29일 ~ 5월 16일

국내

K리그 클래식/ 챌린지 3월 4일 ~ 10월 1일 

국가대표 경기 상시

AFC 챔피언스리그 1월 24일 ~ 11월 25일 

02 상품 소개

본 상품은 2017년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외 축구 리그 일정에 맞추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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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축구 메인 스폰서십 - 게임센터 PC
PC 축구 게임센터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1190 x 48 (px)
축구 탑바

130 x 250 (px)  
* 해상도 1450px 이상일때만 노출

축구 날개스킨 

 289 x 160 (px)

축구 네이티브애드 

축구 게임센터 타임라인 하단 노출

축구 게임센터 좌우여백 노출

축구 게임센터 플로팅바 위에서 4번째 영역 노출 
*경기 여부에 따라 노출영역 상이
      - 경기전 :  최근 경기 영상
      - 경기후 :  하이라이트 
 *콘텐츠가 3개 이상일 경우만 광고 노출

2

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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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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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축구 메인 스폰서십 - 게임센터 모바일
모바일 축구 게임센터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1

2

246 x 166 (px)

축구 m.네이티브애드

 640 x 200 (px)

축구 m.게임센터

노출 : 축구 게임센터 모바일 위에서부터 4번째 영역 노출
 * 경기여부에 따라 노출영역 상이
    - 경기전 : 최근경기영상 / 뉴스
    - 경기후 : 하이라이트 / 뉴스 
 * 콘텐츠가 3개 이상일 경우만 광고 노출 

축구 게임센터 최하단 노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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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17-18 축구 스폰서 패키지

노출 지면 다음 스포츠 축구 게임센터 PC & 모바일 지면 

판매 방식/ 단가 단가 25,000,000(월)/ 1구좌 

소재 사이즈
상품마다 상이 

* 상세 내용 : 제작 가이드 참고

리포트
PC 
Imps : 광고 소재 호출시 노출 체크 
Clicks : 광고 소재 클릭 수

Mobile 
Viewable lmp : 광고 소재 도달시 노출 체크 
Clicks : 광고 소재 클릭 수

2017-18 축구 메인 스폰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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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전달 요소
각 지면 상품에 알맞는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제작 가이드 참고

필요 소재 소재 사이즈 소재 용량 파일 확장자

축구 탑바 이미지 1190 x 48 20K GIF, JPG

축구 네이티브애드

이미지 289 x 160 100K JPG

텍스트
제목 : 광고주명 (공백포함 최대 15자 이내) 
내용 : 광고내용 (공백포함 최대 25자 이내) 
특수문자 불가 (ex. @ #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축구 날개스킨 이미지 130 x 250 100K JPG

축구 m.네이티브애드

이미지 264 x 166 50k JPG

텍스트
제목 : 광고주명 (공백포함 최대 15자 이내) 
내용 : 광고내용 (공백포함 최대 25자 이내) 
특수문자 불가 (ex. @ #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축구 m.게임센터 이미지 640 x 200 50k JPG, PNG,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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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04 Document History

Version Final Update 파일명 비고

0.1 2017.08.04 2017-18_soccer_main_sponsorship_introduction_ver0.1_20170804.pdf



12

광고 소재 제작은 본 제작 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Kakao에서 제공하는 제작 스킨 PSD를 활용하여 제작하시면 보다 쉽고 빠른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 스킨 내에 제공되는 내용 변경 불가)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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