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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소개 1-1 정책안내

1-2 판매방식�및�일정
1-3 게재정책



모든�광고는�공직선거법에�의해�진행됩니다.

1-1 정책�안내 4

• 모든�광고는�공직선거법에�의해서만�집행이�가능합니다.�

• 광고소재의�선거법�위반�여부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판단에�따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요청에�따라�해당광고는�중단될�수�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요청으로�인한�중단�시�모든�법적�책임은�광고주에게�있으며,�이때�발생한�위약금은�환불�불가�합니다.�

• 상대�후보자�및�정당을�비방하는�내용의�광고는�게재가�불가�합니다.�

• 광고�소재에는�광고�근거와�광고주명�및�‘선거광고’�문구를�표기해야�합니다.�(예:�‘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따른�선거광고�입니다.’)



카카오�선거광고는�청약제로�판매합니다.

1-2 판매방식�및�일정 5

• 청약은�당사의�청약신청서와�계약금�10%를�입금�하셔야만�신청이�완료됩니다.�

• 선거광고는�공식선거운동기간인�2월15일�(화)�00시부터�노출�되며,�3월�8일�(화)�23시에�종료됩니다.

2022.01.19(수)�~�01.25(화) 선거�광고�상품�청약
• 청약�신청서�작성,�계약금�10%�입금�
• 청약�발표�2022.01.27(목)�오후�17시�예정

2022.02.07(월)�~�02.11(금) 광고계정�세팅�및�소재등록 • 광고�운영을�위한�캠페인,�그룹,�소재�등록

- 소재�검수�진행 • 심사가이드에�따른�검수진행

2022.02.15(화)�~�03.08(화) 선거�광고�노출 • 22일간�선거�광고�노출

2022.03.09(수) 20대�대통령�선거



카카오�선거광고는�아래와�같은�방법으로�게재됩니다.

1-3 게제정책 6

• 선거광고는�제안드린�상품안으로만�진행이�가능합니다.�

• 선거광고는�카카오와�계약된�공식�대행�채널을�통해서만�진행이�가능합니다.�

• 선거광고는�당사의�제작가이드를�따라야�합니다.�

• 동시에�여러광고가�노출되기�때문에�계약된�노출�기간내에�접속�하여도�같은�광고가�보이지�않을�수�있습니다.�

• 게재�취소�및�계약�파기에�대한�환불�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환불기준

• 계약�파기를�희망하거나�명시된�시점까지�계약�조건을�충족하지�못하였을�경우는�광고비의�10%를�위약금으로�부과합니다.�
������단,�잔여광고비가�광고비의�10%�미만인�경우는�잔여금�전액�위약금으로�부과합니다.

• 계약금�및�광고비는�일체�양도�불가합니다.�
������*참고�입금�및�환불�가이드



02 상품안내 2-1 상품안내

2-2 PC

2-3 모바일

2-4 노출형태

2-5 상세노출위치



선거광고�기간내�노출�디바이스�및�집행기간을�선택할�수�있습니다.

2-1 상품안내 8

• 선거광고는�아래�제안드린�내용으로만�진행이�가능합니다.

디바이스 노출기간 공시금액 구매금액

PC 2022.02.15�~�03.08�내�선택 CPM�3,000원 계약�금액�내�자율

모바일 2022.02.15�~�03.08�내�선택 CPM�5,000원 계약�금액�내�자율

• 집행�기간은�연속�5일�이상�이어야�합니다.�
• 광고비는�부가세�(VAT)�포함�금액으로�입금해주셔야�합니다.�
• 디바이스별�예산은�청약�발표시에�안내드린대로�집행하여야�합니다.�
• 노출�기간�내에�일예산은�고르게�분배하여야하며,�기간�내에�총예산이�잘�소진될�수�있도록�운영하여야�합니다.�
• 별도�타겟팅은�지원하지�않습니다.�

*공시금액�:�VAT별도



PC�Daum�탑�화면과�뉴스�지면에�네이티브�배너�형태로�노출�됩니다.

2-2 PC 9

• PC�Daum�탑�화면과�뉴스�지면에�노출�됩니다.�

• 상세노출�위치�확인하기



모바일�Daum�뉴스�지면에�네이티브�배너�형태로�노출�됩니다.

2-3 모바일 10

• 모바일�Daum�뉴스�지면에�노출�됩니다.�

• 상세노출�위치�확인하기



PC와�모바일�총�11개의�노출�위치에�선거�광고가�노출�됩니다.

2-4 상세�노출위치 11

디바이스 상세 노출�위치 경로

PC

초기화면
������1.�가운데�메인�배너�
������2.�우측�로그인�하단�배너

���다음�PC�탑�메인

뉴스홈
������3.�우측�날개�상단�배너�
������4.�우측�날개�하단�배너

���다음�PC�탑�메인��>��뉴스�탭명�클릭�시

뉴스�기사�뷰
������5.�우측�날개�상단�배너�
������6.�우측�날개�하단�배너�
������7.�기사�본문�하단�배너

���다음�PC�탑�메인��>��각각�뉴스�기사�클릭�시

모바일

뉴스탭 ������8.�뉴스탭�하단�첫번째�배너 ���다음�모바일�메인��>��뉴스탭�클릭�시

뉴스홈 ������9.�뉴스홈�하단�배너 ���다음�모바일�메인��>��뉴스탭��>��각각�다음�뉴스�기사�클릭�후��>��상단�뉴스탭명�클릭�시

뉴스�기사뷰
������10.�기사�스크롤�시�중간�위치�배너�
������11.�기사�본문�하단�배너

���다음�모바일��>��뉴스탭��>��각각�다음�뉴스�기사�클릭�시

*위의�지면에�랜덤으로�노출�되며,�일부�지면은�변경될�수�있습니다.�
*모바일�다음�탑화면이�개편�예정입니다.�개편�이후에는�8.�모바일�뉴스탭�하단�첫번째�배너는�My뷰탭이나,�발견탭에는�노출되지�않으며,�뉴스탭에만�선거�광고가�노출됩니다.�
*다음�뉴스�기사에만�선거광고가�노출됩니다.�(외부�언론사�페이지로�랜딩되는�경우에는�선거�광고가�노출되지�않습니다.)



노출되는�배너는�아래와�같은�형태로�노출�됩니다.

2-4 노출형태 12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다음�탑�메인_중앙��/��기사뷰_하단

PC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바로가기바로가기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
오육칠팔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다음�탑�메인_우측�로그인�하단�배너 뉴스�홈��/��기사뷰�(우측�상.하단�배너)



2-4 노출형태 13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바로가기바로가기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광고주체 AD

바로가기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뉴스�탭��/��뉴스�홈��/�기사�뷰�하단 기사�뷰�중간

모바일

노출되는�배너는�아래와�같은�형태로�노출�됩니다.



PC�상세�노출위치

2-5 상세�노출위치 14

상세 ��초기화면

노출�위치
����1.�가운데�메인�배너�
����2.�우측�로그인�하단�배너

경로 ��다음�PC�탑�메인

1

2



PC�상세�노출위치

상세�노출위치 15

상세 ��뉴스홈

노출�위치
����3.�우측�날개�상단�배너�
����4.�우측�날개�하단�배너

경로 ��다음�PC�탑�메인��>��뉴스�탭명�클릭�시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
오육칠팔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3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
오육칠팔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4

2-5



PC�상세�노출위치

상세�노출위치 16

상세 ��뉴스�기사�뷰

노출�위치
����5.�우측�날개�상단�배너�
����6.�우측�날개�하단�배너�
����7.�기사�본문�하단�배너

경로 ��다음�PC�탑�메인��>��각각�뉴스�기사�클릭�시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
오육칠팔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5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
오육칠팔

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6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9않핂펆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7

2-5



모바일�상세�노출위치

상세�노출위치 17

상세 ��뉴스탭

노출�위치 ����8.�뉴스탭�하단�첫번째�배너

경로 ��다음�모바일�메인��>��뉴스탭�클릭�시

2-5

8



모바일�상세�노출위치

상세�노출위치 18

상세 ��뉴스홈

노출�위치 ����9.�뉴스홈�하단�배너

경로
��다음�모바일�메인��>��뉴스탭��>���
��각각�다음�뉴스기사�클릭�후��>��상단�뉴스탭명�클릭�시

9

2-5



모바일�상세�노출위치

상세�노출위치 19

상세 ��뉴스�기사뷰

노출�위치
����10.�기사�스크롤�시�중간�위치�배너�
����11.�기사�본문�하단�배너

경로 ��다음�모바일��>��뉴스탭��>��각각�다음�뉴스�기사�클릭�시

10
11

2-5



03 집행�가이드 3-1 집행�프로세스
3-2 공식대행�채널안내



집행�프로세스

3-1 집행�프로세스 21

청약�신청�접수

• 청약�신청�기간�내�청약�신청서를�보내주시면,�Kakao에서�직접�카카오모먼트의�광고�계정을�생성하여�전달�예정이며,�
�해당�광고�계정에�계약금(광고비의�10%)을�유상캐시�충전(무통장�입금)하시면�접수�완료됩니다.�
• 청약�신청�기간�:�1월�19일�(수)�10시�~�1월�25일�(화)�17시�
• 청약�신청메일:�ruda.25@kakaocorp.com�

청약�결과�발표 • 청약�결과는�1월�27일�(목)�17시에�발표�예정이며,�e-mail을�통해�결과에�대해�안내�드립니다.

광고비�입금
• 광고비�잔액은�2월�11일�(금)�17시까지�입금�하시고,�접수하시면�완료�됩니다.�
• 상기�일정이�준수되지�않을�경우,�해당�청약은�자동으로�파기�처리�되며�청약�신청�시�입금된�계약금은�환불되지�않습니다.

소재�등록
• 광고�집행�시작일과�무관하게�최초�소재는�반드시�2월�11일�(금)�17시까지�등록되어야�합니다.�
• 만일,�광고주(또는�대리인)의�귀책�사유로�소재의�검수�또는�등록이�완료되지�않을�경우,�광고의�게재가�예정된�시간보다�지연될�수�있으며,��
�게재�지연으로�인한�미�노출량에�대해서는�별도�보상이�불가�합니다.

광고�노출�및�종료 • 선거�광고는�공식�선거운동기간인�2월�15일�(화)�00시�부터�노출�가능하며�3월�8일�(화)�23시에�종료�됩니다.

청약�신청�접수
01.19(수) ~ 01.25(화)

청약�결과�발표
01.27(목)

광고비�입금
01.25(화),�02.11(금)

소재�등록
~ 02.11(금)

광고�노출�및�종료
02.15(화) ~ 03.08(화)



공식대행�채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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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광고�공식�대행사�https://business.kakao.com/info/displayad/#help��

• 카카오�선거광고는�위�링크�하단의�공식�대행사�를�통해서만�집행이�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과�상품관련�상세�문의는�카카오광고�공식�대행사�를�통해�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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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등록�요소

• 소제�제작�시�공통적용�사항�및�소재�구성요소별�제작가이드를�모두�준수하여야�합니다.�

• 아래�소재�구성요소는�카카오모먼트에�필수로�등록�되어야�합니다.�

• 이미지는�노출되는�영역에�따라�크롭�혹은�리사이징�될�수�있습니다.�

• 홍보이미지는�2:1�비율만�등록�가능합니다.

프로필�이미지 ���사이즈�:�300x300�이상의�1:1�비율����/����파일�형식�:�JPG,�JPEG,�PNG����/����용량�:�500KB

홍보�이미지 ���사이즈�:�1200x600�이상의�2:1�비율����/����파일�형식�:�JPG,�JPEG,�PNG����/����용량�:�500KB

타이틀 ���일부�지면에서의�말줄임�처리를�고려하여�최대�20자�권장�(시스템에서는�최대�25자�입력�가능)

프로필�이름 ���최대�20자

행동�유도버튼 ���바로가기�필수�(이�외�버튼�사용불가)

랜딩URL ���http://�또는�https://�형식의�정상적인�랜딩URL�입력

소재�설명 ���장애인용�음성안내�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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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

• 노출�요소는�아니나�시스템에�필수로�등록이�필요함에�따라�가이드�준수�필요�
• 수식어가�포함되지�않은�정당�로고�혹은�후보자�이미지로�구성�
• 식별이�가능한�로고�및�오브젝트로�심플하게�구성하여�제작�
• 상/하�및�좌/우�10px�여백을�두고�제작�권장�(원형으로�크롭시�잘릴�수�있음)

300

300

소재�제작�예시 실적용�예시

프로필�이름

• 수식어가�포함되지�않은�광고주/브랜드명으로�구성�
�������ㄴ�ex.�기호0번�카카오�라이언�

카카오T
Sponsored

광고주 / 브랜드명

프로필�등록�가이드

• 프로필은�연결화면에서�확인�가능한�광고주�정보로�구성해야�합니다.�

• 프로필�이미지와�프로필�이름은�서로�일치하는�정보로�구성해야�합니다.



이미지

• 공직선거법�표기�관련�텍스트�사이즈�및�위치�변경�불가�(단,�텍스트�컬러는�변경�가능)�
• 상단�및�좌/우�40px�영역,�하단�120px�영역에는�텍스트와�로고(CI,�BI)�사용�불가�
• 분할�이미지�사용�불가�
• 버튼�및�버튼과�유사한�디자인�사용�불가�
• 외곽�테두리�및�투명�배경�사용�불가

이미지�내�텍스트

• 광고주체�(기호,�당명,�후보자명)�필수�기입�
• 텍스트는�최대�3줄�이하로�제작�필수�
• 텍스트�크기는�48px�이상으로�구성하는�것을�권장�
• 4가지�이상의�폰트�스타일과�컬러�사용�불가

4-1 소재�제작�및�등록가이드 26

홍보�이미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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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영역�가이드

• 상단�및�좌/우�40px�영역,�하단�120px�영역에는�텍스트와�로고(CI,�BI)�사용�불가�
• 영역을�벗어나�구성할�경우�광고�UI와�겹칠�수�있음

홍보�이미지�가이드

40

40 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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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표기

• 공직선거법�표기�위치는�콘텐츠�영역�가이드에�예외하여�적용��
• 공직선거법�표기�관련�텍스트�사이즈�및�위치�변경�불가�(단,�텍스트�컬러는�변경�가능)�
• 폰트�고딕계열�사용�권장

홍보�이미지�가이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7에 따른 선거광고 입니다. 24px

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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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이드

• 광고주체�(기호,�당명,�후보자명)�필수�기입�
• 텍스트는�최대�3줄�이하로�제작�필수�
• 텍스트�크기는�48px�이상으로�구성하는�것을�권장�
• 4가지�이상의�폰트�스타일과�컬러�사용�불가�
• 텍스트�좌.우�배치�가능

홍보�이미지�가이드

메인�텍스트
높이�48px�권장

4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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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가이드

• 버튼�및�버튼과�유사한�디자인�사용�불가�
• 버튼�디자인�사용�시�광고�버튼�UI와�중복�될�수�있음

홍보�이미지�가이드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바로가기 -�버튼�및�버튼�유사형태�디자인�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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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가이드

• 타이틀�글자수는�최대�20자로�입력을�권장,�20자�이상�입력�시�일부�지면에서�말줄임�처리될�수�있음

타이틀�및�문구가이드

타이틀�20자�적용�시

타이틀�20자�이상�적용�시�
말줄임�처리

바로가기바로가기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바로가기바로가기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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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가이드

• 홍보�이미지�내�문구를�카카오모먼트에�입력할�타이틀과�동일하게�제작하는�경우,�광고�노출�시에�내용이�중복�노출�되
므로�동일하게�제작하지�않는�것을�권장�
*�카카오�선거�광고는�이미지�/�타이틀�/�프로필이름�등으로�구성되어�노출되는�네이티브�배너�광고�입니다.

타이틀�및�문구가이드

믾쿮뫊�칺앚핂�잚슪쁢�섢�빦픎�켆캏
9않핂펆

이미지�내�문구를�
타이틀과�동일하게�제작하는�경우

광고�노출될�때�
문구와�타이틀�내용이�중복�노출

바로가기바로가기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믾쿮뫊�칺앚핂�잚슪쁢�섢�빦픎�켆캏
9않핂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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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이드�영역을�벗어나�제작�할�경우

9않핂펆
믾쿮뫊�칺앚핂�잚슪쁢�섢�빦픎�켆캏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바로가기바로가기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9않핂펆
영상 더보기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바로가기바로가기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믾��쩖�않핂펆
믾쿮뫊�칺앚핂�잚슪쁢�섢�빦픎�켆캏

뫃힏컮먾쩣�헪���혾픦��펞�싾읆�컮먾뫟몮핓삖삲��

바로가기바로가기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콘텐츠�가이드�영역을�벗어나�디자인을�구성�할�경우�
��������하단�타이틀�영역과�겹칠�수�있습니다.1

1

이미지�영역에�버튼�디자인을�사용할�경우�
��������하단�버튼과�중복되어�사용성에�혼선을�줄�수�있습니다.2

• 가이드를�준수하여�광고�소재�제작을�해야합니다.

2

이미지�영역의�문구과�타이틀을�동일하게�제작하는�경우�
��������하단�타이틀과�중복되어�노출될�수�있습니다.3

3

4-1 소재�제작�및�등록가이드

이미지�내�버튼�및�버튼�유사�형태를�사용�할�경우 이미지�내�문구와�타이틀을�동일하게�사용�할�경우



1 ���선거광고�상품의�경우�카카오모먼트�(https://moment.kakao.com)를�통해�집행�됩니다.

2 ���계약금과�광고비는�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내�가상계좌를�통해�무통장�입금(유상캐시�충전)�해주셔야�합니다.�(일반�신용카드�결제�불가)

3
���2월�11일(금)�17시까지�광고비를�입금하지�않았거나,�광고�집행�시작�이전�또는�이후�계약�파기를�희망할�경우�
���계약금을�제외한�광고비에�대해서만�환불이�가능합니다.�(광고비의�10%인�계약금을�위약금으로�부과)��*참고�:�입금�및�환불�가이드

4 ���집행�기간은�연속�5일�이상이어야�합니다.

5 ���2월�11일(금)�17시까지�소재�등록�되지�않을�경우�광고의�게재가�예정된�시간보다�지연될�수�있으며,�이로�인한�미�노출량에�대해서는�별도�보상이�불가�합니다.

6 ���선거�광고�소재는�매�영업일�10~17시까지�등록된�건에�대해�당일�순차�처리됩니다.

7
���Kakao에서는�광고�소재를�직접�제작�및�수정�하지�않으며,�소재�제작�가이드�제공�및�제작된�소재의�검수만�진행합니다.�
���소재는�반드시�Kakao에서�제공한�가이드에�맞게�제작되어야�광고�노출이�가능합니다.

8 ���Kakao에서는�광고�소재,�문구의�내용이�아닌�제작�가이드에�따른�기술적�검수만�진행합니다.

9 ���공직선거법에�부합하는�광고�소재만�노출�가능합니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법�위반�판단이�있는�경우�광고는�즉시�중단�처리됩니다.�(광고�집행�중단에�따라�발생한�위약금은�환불이�불가합니다.)

11
���소재�랜딩�페이지�서버�장애에�대응�할�대체�랜딩�페이지�제작을�권장합니다.�
���ㄴ�대응�페이지가�준비되지�않을�경우�소재�중지�및�빠른�교체가�어려울�수�있습니다.

12

���세금계산서는�위약금을�제외한�소진�광고비�기준으로�광고�계정당�1장으로�발행�되며,�대행사�사업자의�경우�1장으로�통합�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발행기준]�
���ㄴ�집행(노출)된�금액만큼�세금계산서는�발행�되며,�환불된�금액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습니다.�
���ㄴCPM�상품�특성상�노출량에�따라�과금�되므로�계약�금액에�맞춰�노출이�보장되지�않을�수�있으며,�집행(노출)되지�않는�금액에�한하여는�환불�가능합니다.�
���ㄴ�또한,�최초�청약�시�입금한�금액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세금계산서�발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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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광고�집행�전�취소 ����광고�집행�전일까지�취소할�경우�광고비�10%를�위약금으로�부과�합니다.

광고�집행�중�취소
����광고�집행�이후�취소�할�경우�광고비�10%�위약금으로�부과�합니다.�
����단,�잔여�광고비가�광고비의�10%�미만인�경우는�잔여금�전액�위약금으로�부과

위약금�가이드�
-�위약금은�부가세�제외�금액으로�부과되며,�세금계산서�발행�대상에서�제외�됩니다.�
-�위약금의�기준인�상품구매금액�및�최소계약금은�상품소개서에�안내드린�내용에�따라�책정됩니다.�
-�위약금은�발생�시점에�광고계정�내�등록된�카카오�계좌�(국민은행�394-01-0003-001)로�Kakao가�직접�환불�처리합니다.�
-�위약금�외�광고비�잔액에�대해서는�광고비�입금�계좌로�변경�요청한�후�직접�환불�요청�가능합니다.�

광고비�환불�및�위약금�안내

광고비�입금

-�광고비는�1월�25일�(화)�17시까지�계약금�10%,�2월11일(금)�17시까지�잔금�90%를�입금해주셔야�합니다.�

-�광고비�입금�시�부가세�및�수수료�포함�금액으로�카카오모먼트�선거용�광고계정�내�가상계좌를��통해�무통장�입금(유상캐시�충전)�해주셔야�합니다.�(일반�신용카드�결제�불가)�

-�카카오모먼트의�무통장�입금�방법은�아래�링크를�참고�부탁드립니다.��*참고�:�카카오모먼트�무통장�입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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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문의. 

배진아 과장  010-2741-8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