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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애드바이 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 

 

 

 

- 배너 제작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합니다. 

- CPU 점유율은 50% 이하로 제작합니다.  

- 플래시 버전 8.0으로 제작합니다. 

- 플래시 상품은 브라우저에 따라 일부 정상 구동이 되지 않거나  

    정지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소재 파일명은 영문명으로 제작하며, 플래시 배너일 시  

    원본 파일을 필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swf, fla) 

- 광고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클릭제어 스크립트 이외의  

    액션 스크립트는 불가합니다. 

- 아이콘, 배너, 팝업의 테두리 및 액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광고상품의 사운드는 제한됩니다. 

-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효과는 광고전략 정책 담당자가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 애드바이 매체 서비스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문구나 UI 사용은 금지됩니다. 

- 태그 인 태그(Tag in Tag) 방식은 집행 불가합니다. 

광고 기본 제작 가이드 



시작 브라우저 

엔딩 브라우저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제작 가이드 

구분 게토 & 멀티샵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전달 브라우저 풀 사이즈 (html, asp 등의 URL로 전달) 

CPU 점유율 50% 미만 

Active-X 삽입불가 

별도팝업 삽입불가 

사운드 음소거 (디폴트) 

브라우저 상품 - 시작/엔딩 브라우저 제작가이드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배너 상품 – 이벤트탭 구 버전 예시  

구 게토 이벤트탭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제작 가이드 

구분 구게토 이벤트탭 배너 

전체 사이즈   348 * 362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구 게토 PC방 이벤트탭 

배너 상품 – 이벤트탭 구 버전 제작가이드  

가로 348 px 

세로 362 px 



멀티샵 이벤트탭 신 게토 이벤트탭 

배너 상품 – 이벤트탭 신 버전 예시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제작 가이드 

구분 신 게토 & 멀티샵 이벤트탭 배너 

전체 사이즈   318 * 418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신 게토 & 멀티샵 이벤트탭 

가로 318 px 

세로 418 px 

배너 상품 – 이벤트탭 신 버전 제작가이드  



신 멀티샵 사용자 정보창 하단배너 신 게토 사용자 정보창 하단배너 

배너 상품 – 사용자 정보창 하단배너 예시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제작 가이드 

구분 신 게토 & 멀티샵 사용자 정보창 하단 배너 

전체 사이즈   154 * 93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신 게토 & 멀티샵 사용자 정보창 하단배너 

가로 154 px 

세로 93 px 

배너 상품 – 사용자 정보창 하단배너 제작가이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방 사용자정보창 – 구 버전 아이콘 영역 예시 

게토 PC방 멀티샵 PC방 

※ 게토PC방과 Multi#,  매체 별 구분 없이 공통 가이드에 따라 아이콘을 제작함 



PC방 사용자정보창 – 구 버전 아이콘 영역 

아이콘 영역(공통) 제작 가이드 

구분 아이콘 

기본 구성 (변경 불가) 게임별 1개 (총 8개) 

이미지 제작사이즈 
85 * 160 px 

Normal + Over 이미지를 상/하 붙여서 
합친 1개의 이미지로 저장  

이미지 영역 사이즈 60 * 60 px 

아이콘 사이즈 
85 * 80 px 

사용자정보창에서 보여지는 사이즈 

폰트 이미지 샘플 참고 

사용 금지 색상 ff0000 

제작 시 참고  
샘플 파일 

http://www.adinventory.co.kr/Doc/adby/icon_sample.psd 

참고사항 
제작 시 이미지(로고)는 mouse over상태에서 이미지  

뒤틀어짐 방지를 위해 normal과 over 의 각 로고  
영역가이드 영역 내 동일 여백 및 위치 에 있어야 함  

http://www.adinventory.co.kr/Doc/adby/icon_sample.psd


아이콘 가이드 명시 사항 외  
과도한 컬러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영역(공통) 

PC방 사용자정보창 – 구 버전 아이콘 상세 제작 가이드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영역 예시 

게토 PC방 멀티샵 PC방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영역 

아이콘 영역(공통) 제작 가이드 

구분 게토 & 멀티샵 아이콘 

기본 구성 (변경 불가) 게임별 1개 (총 7개) 

이미지 제작사이즈 

55 * 146 px 
Normal + Over 이미지를 상/하 붙여서 

합친 1개의 이미지로 저장 
*아이콘 영역 배경 투명값 설정 

이미지 영역 사이즈 55 * 55 px 

아이콘 사이즈 
55 * 73 px 

사용자정보창에서 보여지는 사이즈 

형식 png 

폰트 윤디자인웹돋움, 10.5포인트 

사용 금지 색상 ff0000 

참고사항 
제작 시 이미지(로고)는 mouse over상태에서 이미지  

뒤틀어짐 방지를 위해 normal과 over 의 각 로고  
영역가이드 영역 내 동일 여백 및 위치 에 있어야 함  

사운드 랜딩 페이지 음소거 (디폴트)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상세 제작 가이드 

* 아이콘 영역 프레임 내 배경의 색상은 투명값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아이콘 가이드 명시 사항 외 과도한 컬러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영역(공통)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신형 아이콘 제작툴.psd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 

아이콘 영역(공통) 

Step1 

레이어 1과 5번에 게임 명을 입력합니다.  
게임 명은 최대 6자로 입력 해 주세요. 
 
게임 명은 아이콘 Text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 한 후 입
력합니다. 

1 

5 

2 

4 

6 

8 

3 

7 



아이콘 영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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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그림4 

그림2 

그림1 

70 x 70(px) 

Step2 

그림 1의 레이어 2과 6번 (게임 
_img)에  광고 할  이미지를  
레이어 3과 7번 (아이콘 이미
지 영역)의 클리핑 마스크 를 
사용 하여  제작합니다. 
 
이미지 제작 방법은 아래  그림
2~4번 까지를 참조 해 주세요. 

이미지 제작 방법 

그림2 

70 X 70 (px) 이미지를 준비 한 
후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를 사
용 하여 레이어 2번과 6번과 
같이 삽입 합니다. 

그림3 

삽입된 이미지는 그림3과 같이 
아이콘 이미지 영역(레이어 3
과 7번 )의 중앙에 오도록 합니
다. 
 
이미지의 중앙점을 맞출 때는 
안내 선을 활성화 한 후 이미지  
중앙점을 아이콘 이미지 영역 
의 중앙에 일치 시킵니다. 

그림4 

삽입된 게임 _img  레이어 2번 
(normal)을 선택 하여 79%로 
축소 합니다. 
 
이미지 축소 시 이미지가 마스
크로 사용 된 아이콘 이미지 영
역 보다 작거나 비율이 가이드
와 크게 상이 할 경우 재 제작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신형 아이콘 제작툴.psd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 



PC방 사용자정보창 - 신 버전 아이콘 (신형 아이콘 제작툴.psd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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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Step 1과 2를 완성 한 후 이미지와 텍스트를 확인 하기 
위한 가이드로  사용한  4번과 8번 레이어를 비활성화 
한 후 배경을 투명 화 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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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 고정아이콘 영역 

기본 화면 

구분 단일아이콘 

전체사이즈 73 X 53px 

형식 png  

상품 설명 게임 런처에 24시간 고정 노출되며 실 유저 유입에 매우 효과적인 상품 

소재 전달 아이콘 이미지, 랜딩 URL 

구좌  총 6구좌  

가격 10,000,000/ 1개월 (구좌 당) 

상품 소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좌/우배너 영역    

기본 화면 

구분 좌/우측 배너  

전체사이즈 
좌측배너 : 346 X 118 px 
우측배너 : 185 X 118 px 

형식 jpg 

상품 설명 같은 이미지 동시 노출이 가능하며, 이벤트 및 홍보에 효과적인 상품 

소재 전달  좌측 배너 이미지, 우측 배너 이미지, 각 배너 랜딩 URL 

구좌  롤링 상품 

가격 CPM 1,500원  

상품 소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 하단배너 영역 

기본 화면 

구분 하단 배너  

전체사이즈  150 X 61 px 

형식 jpg 

상품 설명 게임 런처에 24시간 고정 노출되며 유저의 주목도가 높은 상품 

소재 전달  배너 이미지, 랜딩 URL 

구좌  총 3구좌  

가격 10,000,000/ 1개월 (구좌 당) 

상품 소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 게임 실행기 이미지 배너영역   

기본 화면 

구분 상단 이미지 배너  

전체사이즈  상단 이미지 배너 : 547  * 368 px 

형식   jpg 

이미지 배너 용량 100kb 미만 

상품 설명 런처 내 게임 실행시 고정 노출되는 단독 이미지로 주목도가 높은 상품   

소재 전달  이미지, 랜딩 URL 

구좌  1구좌  

가격 30,000,000/1개월 

제작 가이드 

상품 소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 게임 실행기 하단 버튼 영역 (PSD활용)  

기본 화면 

구분 하단 클릭 버튼  

전체사이즈 하단 클릭배너 : 107 * 43 px (제작 시 반드시 psd파일 참고) 

형식   jpg, png  

이미지 배너 용량 100kb 미만 

상품 설명 런처 내 게임 실행시 하단 에 고정 노출되는 상품  

소재 전달  이미지, 랜딩 URL 

구좌  1구좌  

가격 30,000,000/1개월 

제작 가이드 

상품 소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PC와이즈 런처 – 빅 아이콘 영역 (PSD활용)   

기본 화면 

상품 소개 

구분 빅 아이콘 

전체사이즈 117*110px (제작 시 반드시 psd 파일 참고) 

형식 jpg 

상품 설명 
런처 상단에 위치한 빅 아이콘으로, 빅아이콘 중 유가판매하고 있는 유일 상품,  

실 유저 유입에 효과적인 상품    

제작 이미지 Nomal image, Over image 모두 제작 (예시 이미지 참고) 

소재 전달  Nomal 이미지,  Over 이미지, 랜딩 URL 

구좌  1구좌 

가격 20,000,000/1개월 



곰TV 무료관 예시 

좌•우측 배너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곰TV 무료관 동영상 제작 가이드 

 

 

 

- 사운드 필수 : 사운드가 없는 경우 곰TV에서 임의적으로 삽입하여 게재 해야 합니다.  

                      ( ‘본 동영상은 사운드가 없습니다’ 문구 삽입 불가) 

- 영상이 깨지거나 CI등 아이콘의 이미지가 깨질 경우 게재 불가 합니다.  

- 동영상 소재는 퀄리티 유지를 위해 DIGI- Beta Tape 전달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 내부 정책상 화질 퀄리티를 위해 원본영상으로 전달 시 인코딩 후 게재됩니다.  

- 16 : 9 비율 이외의 동영상 게재는 불가합니다.  

광고 기본 제작 가이드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곰TV 무료관 – 동영상 프리롤 15초 광고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구분 Pre- roll 15초 동영상  

전체사이즈 최소 1280 * 720 (16:9)이상 

형식   mp4 

압축 방식 DV NTSC 

프레임사이즈  29.97 

비트레이트 2~3Mbps 

사운드 48KHz(2초) / 16bit 이상 

랜딩페이지 클릭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곰TV 무료관 – 좌측 배너 영역   

구분 좌측 SS 배너  

전체 사이즈 160 * 300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곰TV 무료관 – 좌측 배너 영역   

구분 우측 SS 배너  

전체 사이즈 160 * 600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시작/엔딩 브라우저 소재 엔게이머 광고 영역 – 전체 영역 예시 

엔게이머 전체 광고 영역 예시 (메인화면) 

상단 빅 배너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상단 빅 배너 

제작 가이드 

구분 상단 빅 배너 

전체 사이즈   1170 * 300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엔게이머 – 상단 빅 배너 



PC 로그인화면 이미지/ PC방 로그인화면 노티스배너 예시 

로그인화면 이미지/ 로그인화면 노티스배너  



PC 로그인화면 이미지 제작가이드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구분 로그인 화면 이미지  

전체 사이즈 
1560 x 1440 px/ 1280 x 1024 px 
1600 x 1200 px/ 1680 x 1050 px 

1920 x 1080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 없음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구분 로그인 화면 노티스 배너 

전체 사이즈   348 * 362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없음 (클릭X) 

PC방 로그인화면 노티스배너 제작가이드  

가로 348 px 

세로 362 px 



점주 광고- 카운터 팝업/ 카운터 롤링 예시  

점주 카운터 팝업 



점주 광고- 카운터 팝업/ 카운터 롤링 예시  

점주 카운터 팝업 점주 카운터 롤링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구분 점주 카운터 팝업 배너 

전체 사이즈   348 * 362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사운드   음소거 (디폴트) 

가로 348 px 

세로 362 px 

점주 광고- 카운터 팝업 제작가이드  



본 제작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외 과도한 컬러 사용이나 테두리 사용 등  
프로그램 전체 디자인 구성 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작자에 수정 요청할 수 있음 

기본 화면 제작 가이드 

가로 153 px 

세로 80 px 

점주 광고- 카운터 롤링 제작가이드  

구분 점주 카운터 롤링 배너 

전체 사이즈 
게토 : 153* 80 px 

멀티샵 : 246*98 px 

형식   jpg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삽입 불가 

배경   배경 삽입 필수 

테두리   테두리 불가 

사용 금지 색상   ff0000 

랜딩 페이지   클릭 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 링크 

사운드   음소거 (디폴트) 

가로 246 px 

세로 98 px 



Thank you 

 
 
엔미디어플랫폼 / 미디어사업부 광고사업팀 
 
 
 

 

조윤성 팀장  yakkjin@nmp-corp.com                010) 2973-6923 

황정규 대리  hjkyu@nmp-corp.com                  010) 2556-6859 

전하일 대리  jeonhail@nmp-corp.com               010) 5257-3928 

이솔빈 사원  solbin0210@nmp-corp.com           010) 4876-6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