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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역별 특징 / 가격

광고영역 소개

광고상품 소개

상품명 A. 메인 배너
B-1. 이야기가 있는 

선물  
(상단)

B-2. 이야기가 있는 선
물  
(중단)

B-3. 이야기가 있는 선
물  
(하단)

C. 핫 아이템 
 배송상품

D. 핫 아이템 
교환권 E. 핫 브랜드 F-1. 추천검색어 

(텍스트형)
F-2. 추천검색어 
(이미지형)

상품 타입 이미지 배너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네이티브 -  
썸네일 피드

네이티브 -  
이미지&썸네일 피드 이미지 배너 키워드 키워드

게재 영역 홈 탭 홈 탭 홈 탭 홈 탭 베스트탭 베스트탭 브랜드탭 검색탭 검색탭

랜딩 기획전 기획전 / 상품상세 기획전 / 상품상세 기획전 / 상품상세 기획전 / 브랜드관 기획전 / 브랜드관 기획전 / 브랜드관 검색결과 >  
최상단 노출상품 지정

검색결과 >  
최상단 노출상품 지정

판매 단위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1일 
(00:00  
~ 23:59)

1주  
(월 00:00  
~ 일 23:59)

운영 구좌 10구좌 2구좌 10구좌 5구좌 카테고리별 4구좌
이미지피드 4구좌, 
썸네일피드 

카테고리별 4구좌
8구좌 1구좌 1구좌

상시 공시 단가 
(VAT별도) 1,000 만원 500 / 30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1,300 만원 650 / 390 만원 260 만원 195 만원 325 만원 325 만원 520 만원 650 만원 650 만원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 186

A. 
메인배너

반응률이 높은 선물하기 테마 영역의 

바로 하단에 노출되어  

주목도가 높은 배너 영역입니다.

상품명 메인배너

광고 유형 이미지 배너

게재 영역 홈 탭 첫페이지 (테마 하단, 롤링노출)

랜딩 기획전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10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1,00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1,300 만원 / 1구좌

구매가이드 * 선물하기 배너 제작 가이드 준수 필요, 선물하기에서 검수 진행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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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이야기가 있는 선물
(상단)

홈 탭 중단 3, 5번째 피드에 노출되며, 상

품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선물 가치에 맞

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피드 중 가장 주목도 높은 상품입니다.

상품명 이야기가 있는 선물 (상단)

광고 유형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게재 영역 홈 탭 스크롤 중단 
이야기가 있는 선물 3번, 5번

랜딩 기획전 / 상품 상세 페이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2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3번째 : 500만원 / 5번째 : 300만원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3번째 : 650만원 / 5번째 : 390만원

구매가이드

* 상품 대표 이미지 선물하기 가이드 준수 필요, 선물하기에서 검수 진행 
* 기획전 랜딩 시, 최상단 상품의 대표 이미지가 해당 영역 이미지로 노출 
* 광고 부킹 시점에 상품 또는 브랜드 스토리 전달 필요,  
      노출 문구 (광고 카피)는 선물하기가 제작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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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이야기가 있는 선물
(중단)

홈 탭 중단 15~24번째 피드에 노출되며, 

상품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선물 가치에 

맞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상품명 이야기가 있는 선물 (중단)

광고 유형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게재 영역 홈 탭 스크롤 중단 
이야기가 있는 선물 15번 ~ 24번

랜딩 기획전 / 상품 상세 페이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10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200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260 만원

구매가이드

* 상품 대표 이미지 선물하기 가이드 준수 필요, 선물하기에서 검수 진행 
* 기획전 랜딩 시, 최상단 상품의 대표 이미지가 해당 영역 이미지로 노출 
* 광고 부킹 시점에 상품 또는 브랜드 스토리 전달 필요,  
      노출 문구 (광고 카피)는 선물하기가 제작

=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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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이야기가 있는 선물
(하단)

홈 탭 중단 30~34번째 피드에 노출되며 

상품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선물 가치에 

맞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상품명 이야기가 있는 선물 (하단)

광고 유형 네이티브 - 이미지 피드

게재 영역 홈 탭 스크롤 중단 
이야기가 있는 선물 30번 ~ 34번

랜딩 기획전 / 상품 상세 페이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5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150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195 만원

구매가이드

* 상품 대표 이미지 선물하기 가이드 준수 필요, 선물하기에서 검수 진행 
* 기획전 랜딩 시, 최상단 상품의 대표 이미지가 해당 영역 이미지로 노출 
* 광고 부킹 시점에 상품 또는 브랜드 스토리 전달 필요, 노출 문구  
      (광고 카피)는 선물하기가 제작

=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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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핫 아이템
: 배송상품

카테고리의 최상단 고정 영역으로 시즌 

상품 노출에 적합하며, 구매 니즈가 있는 

관심 유저에게 세일즈 연계가 가능합니

다.

상품명 핫 아이템 - 배송상품

광고 유형 네이티브 - 썸네일 피드

게재 영역 베스트탭 최상단 
전체 : 랜덤 노출 / 세부 카테고리 : 고정 노출

랜딩 기획전 / 브랜드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카테고리별 4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25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325 만원

구매가이드 * 기간을 다르게 구매 희망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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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핫 아이템 
: 배송상품

a. 배송상품 > 전체 최상단 a-1. 배송상품 > 카테고리 최상단 b. 랜딩 : 브랜드페이지
해당 기간에 집행하는 광고 배너 롤링 노출 
예시) 카페, 베이커리 카테고리에서 2구좌씩 광고 
판매 시 총 4구좌 롤링

상세 카테고리 내 고정 노출 광고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된 브랜드관으로 연결 
(기획전 랜딩도 가능)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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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핫 아이템 :
교환권

베스트탭 교환권 영역의 최상단 노출로 

시즌 상품 및 프로모션 홍보에 적합하

며, 구매 니즈가 있는 관심 유저에게 세

일즈 연계가 가능합니다.

상품명 핫 아이템 - 교환권

광고 유형 네이티브 - 이미지 & 썸네일 피드

게재 영역 베스트탭 최상단 이미지 배너 : 롤링노출 
세부 카테고리 : 고정 노출

랜딩 기획전 / 브랜드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이미지피드 4구좌 / 썸네일피드 카테고리별 4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25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325 만원

구매가이드 * 기간을 다르게 구매 희망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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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핫 아이템 :
교환권

a. 교환권 최상단 a-1. 교환권 > 카테고리 영역 b. 랜딩 : 브랜드페이지
해당 기간에 집행하는 광고 배너 롤링 노출 
예시) 카페, 베이커리 카테고리에서 1구좌씩 광고 
판매 시 총 2구좌 롤링

상세 카테고리 내 고정 노출 광고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된 브랜드관으로 연결 
(기획전 랜딩도 가능)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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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핫 브랜드

상품명 핫브랜드

광고 유형 이미지 배너

게재 영역 브랜드탭 중단 (롤링 노출)

랜딩 기획전 / 브랜드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2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40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520 만원

구매가이드 * 기간을 다르게 구매 희망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브랜드 로고와 상품 이미지로 구성된 

브랜딩 특화 상품입니다.

광고상품

광고상품 소개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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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 소개

F-1. 
추천검색어
(텍스트형)

상품명 추천검색어 (텍스트형)

광고 유형 키워드

게재 영역 검색탭

랜딩 추천검색어 1번영역 > 검색결과 최상단 > 상품상세페이지

판매 단위 1일 ( 00:00 ~ 23:59:59 )

노출 구좌 1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50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650 만원

구매가이드

* 키워드는 최대10자(띄어쓰기 포함) 
* 일반명사 키워드 구매가능.  
      단, 노출요청 상품과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부합해야함 
     (예>노출요청 상품이 케이크여야만, 키워드 ‘케이크’ 구매가능)

주목도 높은 추천검색어 영역에 광고키

워드가 노출되며, 검색결과 최상단에 원

하는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즌의 검색결과를 선점할 수 있으

며 신상품 출시 등의 광고가 가능합니다.

광고상품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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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 소개

F-2. 
추천검색어
(이미지형)

상품명 추천검색어 (이미지형)

광고 유형 키워드

게재 영역 검색탭

랜딩 추천검색어 하단영역 > 검색결과 최상단 > 상품상세페이지

판매 단위 1주 ( 월 00:00 ~ 일 23:59:59 )

노출 구좌 1구좌

공시 단가 
(VAT별도) 500 만원 / 1구좌

성수기* 공시 단가 
(VAT별도) 650 만원

구매가이드 * 소구문구는 두 줄로 작성 (상단 최대7자, 하단 최대6자) 
* 노출 요청 이미지는 선물하기 제작가이드 준수 필요 

광고상품

주목도 높은 추천검색어 영역에 광고키

워드가 노출되며, 검색결과 최상단에 원

하는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즌의 검색결과를 선점할 수 있으

며 신상품 출시 등의 광고가 가능합니다.

*광고비 할증 주간 성수기 안내 : 2021년 2월1~14일, 3월8~14일, 5월3~16일, 7월5~11일, 8월9~15일, 9월6~26일, 11월8~21일, 12월2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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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1

Q1.  
선물하기 상품/판매/정산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카카오 셀러 어드민 ( http://sell.kakao.com/ ) 

에서 판매자의 상품 및 판매/배송/정산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 매뉴얼 및 1:1문의는 해당 어드민을 통

해 하실 수 있습니다.

Q2.  
선물하기 운영 관련 궁금증의 
답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3.  
선물하기에 광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물하기 판매자를 위한 유용한 도움말 FAQ 

(http://cs.kakao.com/helps?locale=ko&service=126)

에서 “상품/회원/주문/배송/취소/반품/교환/정산/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담당 카테고리 MD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미 입점사

일 경우 선물하기 입점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http://sell.kakao.com/
http://cs.kakao.com/helps?locale=ko&service=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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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2

Q4.  
선물하기 외에 다른 카카오  
서비스에 광고하고 싶어요.

카카오 광고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광고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ad.kakaocorp.com/ )

문의하기

http://ad.kakao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