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회 카카오광고주교육

Session2. DDN 광고준비하기

0 .



목차 1.DDN준비하기

2. 광고소재제작하기

2.1 광고소재란

2.2소재제작하려면?

2.3 소재를잘만들려면?

3. 광고등록하기

4.광고온라인하기



1. DDN 준비하기



�
B A , � �

ü , N

ü

ü � D ?

잠재(신규)고객발굴의기회
Daum및m.Daum의배너노출을통한

잠재고객커버리지확대로새로운세일즈기회의창출

ROI상승
고가의주요키워드보다저렴한광고단가

디스플레이광고를통한브랜딩및리타겟팅가능



1.1 광고프로세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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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확인가능여부
확인

광고소재
제작

광고관리
시스템에
등록

광고
노출!

DDN광고시작해볼까?

광고주가입
-클릭스광고주가입

DDN광고할수있나?
-업종가이드

관련법에의한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등록증등

광고심사가이드확인
-배경
-이미지

가이드확인
-음성안내용설명
- URL



1.1 광고프로세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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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주류, 파일다운로드는광고집행이불가

• 채팅, 미팅및소셜데이팅등만남주선업종은광고집행불가. (결혼중개업체제외)

광고제한업종 • 유흥업소/안마, 마사지직업정보업체는광고집행불가

•사금융(대부업)/전당포광고집행 불가

•DDN 전체가이드 : http://adnetwork.ad.kakaocorp.com/30 (DDN 심사정책확인URL)

광고제한업종가이드>DDN



예 kakao광고 김삼순파티쉐 폴로랄프로렌

무엇을
(주력상품)

DDN
객단가높고이윤이

많이남는케익중신상
대명사가되어버린

폴로티

어떤시기에맞춰서 365일 이벤트가많은달 여름전

누구를대상으로
광고에관심있는자영
업자,마케팅담당자등

젊은연인
가족등

2~50대남,녀

왜해야하는지
DDN신규광고주

활성화
브랜드강화로

온/오프라인활성화
경쟁사견제,

온라인매출강화

1.2 광고목적체크하기

나는어떤상품을팔고있지?
많은상품을다루고있다면그중어떤걸광고하면좋을까?가장인기품목?신상품?
어떤시기에맞춰서할까?신상품이나오는시기에맞출까?
내고객층은어떤사람들이지?누구를대상으로광고를하면좋을까?
광고를통해서단기적,장기적으로내가얻으려하는건뭘까?

?
광고소재

광고시기

타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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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중요한것, 광고목적을확실히하고전략을세워야지!



1.3 쇼핑몰이라면전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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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는검색광고와DDN (web 방문자분석)모두사용가능합니다.

전환이란? CTS란?



2. DDN광고소재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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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고소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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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늘보던바로그것!



1

이미지 1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라는디자인제작
툴을이용 (제작시사이즈는픽셀로계산하여
제작)
파일형식 : JPG,GIF,PNG 
용량 : 150KB이하로제작

2
소재설명

•장애인용음성안내를위한객관적인정보
입력

3 랜딩URL

예시 : 브랜딩스테이션형(300x150)

2.1 광고소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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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통해강력한메세지를전달!



2.1 광고소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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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N은 PC웹과모바일웹,모바일앱에모두광고가노출됩니다.

APP
WEB



2.1 광고소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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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띠배너형은소재노출시
디바이스에최적화된사이즈로리사이징되어
각각320X100, 320X50로노출됩니다.

초기브랜드스테이션형은보장형
디스플레이상품미노출시노출됩니다.

기본정사각형250x250

기본정사각형300x250

작은직사각형 170x128

작은정사각형200x200

기본새로날개형 120x600

큰세로날개형 160x600기본리더보드형728x90

작은리더보드형468x60

모바일띠배너형2
640x200

모바일띠배너형1
640x100

큰리더보드형970x90

초기리더보드형655x120

작은직사각형336x280

APP
WEB

초기브랜드스테이션형300x150

!

!

DDN은 PC웹과모바일웹,모바일앱의다양한영역에노출됩니다.



2.2 소재제작하려면?

이미지편집및디자인이필요

디자이너

제작요청

디자인
대행사
섭외

담당마케터
확인

공식대행사

직접제작

제작지원가능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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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비즈니스
(kakao광고관리팀)

직접운영
(kakao고객센터)



2.2 소재제작하려면?

제작지원가능문의 :광고주관리주체에따라다름

1

공식대행사 디케이비즈니스
(kakao광고관리팀)

직접운영
(kakao고객센터)

: 담당 대행사에
문의

: 고객센터( 1566 -2 100 )
또는 광고관리팀에 문의

kakao공식대행사를통해생성
또는운영되고있는
대행사소속광고주

대행사에속하지않고
직접운영중인광고주



2.2 소재제작하려면?

나의광고관리담당자 (마케터)확인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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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케이비즈니스

직접운영하는경우 = kakao고객센터문의또는직접제작

디케이비즈니스 = kakao고객센터또는담당마케터에게문의

대행사있는경우 =해당대행사와담당마케터에게문의



2.2 소재제작하려면?

직접제작해야한다면?

포토샵과일러스트레이션이필요한이유 =
배너사이즈는픽셀로계산되기때문에
픽셀단위를확인할수있는디자인툴이필요

px mm
1 px 0.264 mm
10 px 2.645 mm
100 px 26.458 mm
1000 px 264.583 mm
10000 px 2645.833 mm
100000 px 26458.333 mm
1000000 px 264583.333 mm

픽셀이란? : 'picture element'(그림요소)의약어로, 

특정한빛과색을가진디지털이미지의최소해상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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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 Pixel

이미지 텍스트 배치
저장
: JPG
/PNG

Pixel로재단이가능한
디자인툴을이용

심플하고명확한컨셉
선명한이미지

컨셉에맞게!
길지않은최대2~3문장

선/도형으로
강조포인트도ok

파일형식 JPG/PNG
용량체크



2.2 소재제작하려면?

직접제작 : 포토샵 /일러를대체하는툴

http://pixlr.com/editor https://www.canva.com

• 비로그인기반
• 한글지원
• 포토샵기능중일부무료사용
• 텍스트편집,레이어관리등이용이

• 로그인기반
• 영문지원
• 다양한디자인과템플릿참고가능
• element (다양한디자인도형,라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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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재제작하려면?

직접제작 : 무료로제공되는상업적사용이가능한폰트

무료제공되는상업적사용가능한폰트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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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재제작하려면?

직접제작 : 무료로제공되는상업적사용이가능한폰트

무료제공되는상업적사용가능한폰트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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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체로 DDN 소재 만들기배·민 도현체로 DDN 소재 만들기

나눔고딕으로 DDN 소재 만들기


� ���� ��� 	� ���
야놀자 야체로 DDN 소재 만들기

맑은 고딕으로 DDN 소재 만들기

�� ��� ��� ��� 
 	��

고딕폰트로
가독성높게

디자인폰트로
포인트있게



사용불가색상

(권장사항)

•원색, 형광색사용불가

ㄴ채도(S)와명도(B)의합이 170% 이하인색상권장

•배경에의해가독성이떨어지는경우집행불가

ㄴ과도한패턴과그라데이션배경지양

•회색계열(m.Daum의컬렉션구분색과육안으로구분이어려운색상), 투명배경사용불가

ㄴ단색배경사용권장

2.2 소재제작하려면?

Don’t 원색, 형광색배경색사용 Don’t 과도한그라데이션배경사용 Don’t 과도한패턴배경사용

21

소재제작가이드>  배경색가이드



2.2 소재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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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공통가이드

•광고소재는저작권및초상권이확보된이미지만사용가능

•해상도와가독성이떨어지는이미지사용불가

ㄴ저해상도이미지, 주요오브젝트가잘린이미지, 식별이불가능한이미지등

•이미지의형태가왜곡된이미지사용불가

ㄴ주요오브젝트의비율이나형태가왜곡된이미지, 블러(흐림효과) 및모자이크처리된이미지등

•이용자에게거부감을줄수있는이미지사용불가

ㄴ선정적이미지, 폭력적인이미지, 전/후비교이미지, 청소년유해물(주류, 담배등) 이미지등

•신체부위노출시해당소재지면의50% 이상은노출불가, 특정부위만노출불가 (상/하반신전체노출필수)

ㄴ특정부위가강조된이미지등

•광고소재에사실보도와오인할수있는형식의이미지사용불가

ㄴ방송사화면, 뉴스화면, 신문기사등과유사한형태의이미지등

•클릭을유발하기위한허위기능삽입불가

ㄴ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제어버튼등

• DDN 전체가이드 : http://adnetwork.ad.kakaocorp.com/30 (DDN 심사정책확인URL)

소재제작가이드>이미지공통가이드



소재제작가이드>이미지

사용불가

•저해상도이미지

•조잡한이미지

•비율이나형태가왜곡된이미지

• 여러장의이미지가분할된이미지

2.2 소재제작하려면?

Don’t  저해상도이미지사용

Don’t  비율이나형태가왜곡된이미지Don’t  주요소재이미지외곽형태가정리되지않은이미지사용

Don’t  여러장의이미지가분할된이미지사용

23

권장사항

•제작원본은선명하고큰이미지로

•이미지변형없는원본

•메세지가명확한디자인



2.2 소재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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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가독성이좋은간략한메시지와함께
구성한이미지사용

Don’t  텍스트의과도한사용으로
가독성이떨어지는이미지사용

권장사항

•핵심메시지중심으로

•검색광고보다는짧게

•여러문장을쓸경우짧은문장2~3개내로구성

•전달력을높힐수있는이미지와관련있는내용

•

소재제작가이드>이미지 >텍스트



2.2 소재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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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배너 :배경및이미지주의

사이즈 640x100(px) / 640x200(px) 

파일형식 PNG, JPG

용량 50kb

이미지 •모바일가로모드를고려하여좌우가잘려보이지않는이미지사용권장

•배경없는오브젝트이미지사용권장

•좌우10px의단색과이어지도록그라데이션처리 (10px = 2.645 mm)

랜딩 모바일페이지로연결

모바일띠배너형_1(640x100) 모바일띠배너형_2(640x200)

640

100

200

640

주요소재영역

620(주요소재영역)10 10

주요소재영역

620(주요소재영역)10 10



모바일띠배너형_2(640x200)
가로모드시

배너이미지 배경색확대영역배경색확대영역

모바일배너 :유연한모바일특징에대응할수있도록좌우가이드라인필수

2.2 소재제작하려면?

26



2.2 소재제작하려면?

파일형식 : JPG,GIF,PNG
용량 : 150KB이하
:형식과용량이맞지않을경우등록이되지않음

파일저장

JPG(JPEG)

손실압축방식이긴하지만화질
대비압축률이높다.

선이나문자가다수포함된
이미지를저장할

때는 JPEG보다는GIF나 PNG
등의비손실압축규격으로

저장하는것이좋다.

GIF

비손실압축방식의파일,
JPEG파일에비해압축률은
떨어지지만이미지의손상을

적게한다.
애니메이션효과도낼수있다.
256색상까지밖에지원하지
않으므로섬세하게색을

표현하는이미지를GIF포맷으로
저장하면손실이발생할수있다

PNG

비손실압축방식의파일,
JPEG파일에비해압축률은
떨어지지만이미지의손상을

적게한다.
256색을지원하는GIF와
달리트루컬러를지원
단, GIF에서는제공되는

애니메이션을PNG는지원하지
않는다.

27



형태 형태별타입 등록이미지사이즈 (px) 노출이미지사이즈 (px) 노출형태 등록가능파일 용량

정사각형
기본정사각형 250x250 250x250

PNG, JPG, GIF 150K
작은정사각형 200x200 200x200

직사각형

기본직사각형 300x250 300x250

PNG, JPG, GIF 150K작은직사각형_1 336x280 336x280

작은직사각형_2 170x128 170x128

리더보드형

기본리더보드형 728x90 728x90

PNG, JPG, GIF
150K

큰리더보드형 970x90 970x90

작은리더보드형 468x60 468x60

초기리더보드형 655x120 655x120 PNG, JPG

세로날개형
기본세로날개형 120x600 120x600

PNG, JPG, GIF 150K
큰세로날개형 160x600 160x600

모바일배너형
모바일띠배너형_1 640x100 320x50

PNG, JPG 50K
모바일띠배너형_2 640x200 320x100

브랜딩스테이션 브랜딩스테이션형 300x150 300x150 PNG, JPG 150K

2.2 소재제작하려면?

APP

WEB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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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한이미지형태는총 14종입니다.



2.3 광고소재를잘만들려면?

30

다양한배너소재들을관심있게보는것에서시작

구성항목 필수/선택 이유

브랜드명 O 노출을통한브랜딩!나를알릴기회!

핵심이미지 O 브랜드를설명할수있는느낌이담긴 /특정상품이명확하게노출되는이미지

핵심설명 O 명확!간결하게 /사이즈,색, 폰트조절등으로강조

배경 선택 / O 오브젝트강조원할때 /핵심이미지강조원할때

유도버튼 선택 바로가기는너무일반적 /비교하기,신청하기같은구체적인직접액션이필요할때

메인색상 선택 브랜드아이덴티티 /웹사이트와의통일성



2.3 광고소재를잘만들려면?

구성과베리에이션

구성항목 필수/선택 이유

브랜드명 O 노출을통한브랜딩!나를알릴기회!

핵심이미지 O
브랜드를설명할수있는느낌이담긴
특정상품이명확하게노출되는이미지

핵심설명 O
명확!간결하게
사이즈,색, 폰트조절등으로강조

배경 선택/O
오브젝트강조원할때
핵심이미지강조원할때
※모바일형은양옆단색배경필수

유도버튼 선택
바로가기는너무일반적
비교하기,신청하기같은구체적인직접액션이필요할때

메인색상 선택
브랜드아이덴티티
웹사이트와의통일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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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고소재를잘만들려면?

가로, 세로넓어지는배너들
여러오브젝트활용가능,텍스트영역50%로확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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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예

예

2.3 광고소재를잘만들려면?

33

정사각형배너 vs와이드배너
기본요소를다양하게배치하여여러배너사이즈를제작

원본이미지가클경우
사이즈에따라
전체혹은일부사용

백그라운드색상으로
다양한형태제작

소재사이즈와형태에
맞게이미지와
텍스트강조

다양한오브제를
형태에맞게재배치



3. 광고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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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고등록과정

광고등록은?

계정
준비

1)
캠페인
생성

2)
그룹
생성

3)
소재
등록

4)
타겟팅
설정

회원가입
광고대상등록

디스플레이네트워크선택
큰카테고리
일예산
노출기간
노출요일 /시간

DDN선택
작은카테고리
그룹입찰가
일예산
예산소진방식

소재명=소재특징
파일등록
음성안내용소재설명
링크URL
미리보기

플랫폼
연령
성별
지역
관심사
검색어
쇼핑카테고리
맞춤고객
리타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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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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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작준비



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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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등록시작 -광고관리메뉴에서새캠페인선택



3.2 광고등록화면

38

1) 캠페인등록 -캠페인종류중 “디스플레이네트워크”선택



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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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등록 -그룹종류중 “DDN그룹”선택



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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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등록 -이미지소재탭에서소재파일등록진행



•30자이내로이미지에관련된내용으로작성

•일부홍보문구및기관/단체를지칭한최상급문구에대해증빙서류요청할수있음

•허위, 과장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등록내용이편집, 보류될수있음

•기호, 한자등은사용불가

소재설명 •연락처정보기재불가

•법정계량단위사용필수

•한글표기법준수

•카카오검색광고텍스트형소재등록정책을따름

ㄴhttp://adnetwork.ad.kakaocorp.com/31 (검색광고심사정책확인URL)

•해당광고상품의판매페이지또는해당상품리스트페이지로이동해야하며, 랜딩URL과무관한내용의소재노출불가

•광고와사실보도를혼동할수있는뉴스, 기사, 기타보도를하는언론사페이지및이와유사한형태로제작된페이지사용불가

랜딩URL
•인터넷이용자가종료할수없는형태로랜딩URL이구성되는경우광고집행불가

•랜딩화면이미완성또는수정중이거나사이트일부가활성화되지않은경우광고집행불가

•카카오광고의광고대상등록기준을따름

ㄴhttp://adnetwork.ad.kakaocorp.com/32  (광고대상심사정책확인URL)

3.2 광고등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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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미지소재설명및랜딩URL은아래가이드를준수하여제작해야합니다.



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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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겟팅등록 -광고대상이나목적에맞게타겟팅설정



3.2 광고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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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등록완료



4. 광고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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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고온라인준비

광고가잘운영되고있는지체크하는것은세션3에서

광고소재
등록완료

광고노출 광고운영

1. 심사완료

2. 광고비

3. 캠페인/그룹일예산

4. 캠페인스케쥴

45

DDN광고시작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