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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다아라 광고 가이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88-0914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산업다아라 전체 사이트 광고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문서 입니다.

※ 본 가이드는 수정/보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변경사항을 공유합니다.

※ 가이드 최초 작성일 : 2011년 4월 7일 / 24차 수정 : 2016년 12월 07일



 다아라 기계장터 광고상품

■ 광고센터 : http://adcenter.daara.co.kr/

광고 페이지 광고형식 구좌 광고단가

이미지 2 구좌 1,500,000         

이미지 4 구좌 2,000,000         

이미지 1,200,000         

동영상 1,500,000         

이미지 18 구좌 500,000           

이미지 2 구좌 500,000           

이미지 7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3 구좌 500,000           

이미지 20 구좌 200,000           

제품 18 구좌 100,000           

이미지 341 구좌 500,000           

이미지 1 구좌 300,000           

이미지 5 구좌 250,000           

이미지 10 구좌 200,000           

제품 12 구좌 100,000           

제품 10 구좌 100,000           

이미지 200,000           

이미지 1 구좌 300,000           

이미지 10 구좌 100,000           

이미지 + 텍스트 1 구좌 100,000           

제품 10 구좌 100,000           

제품 제한없음 50,000            

상세페이지 이미지 3 구좌 500,000           

텍스트 1 구좌 500,000           

이미지 1 구좌 300,000           
기타 상품

■ 모든 광고의 단가는 부가세 별도임

■ 모든 배너는 정해진 틀에 맞게 만들어지며 변형 불가 (예 : 제품사진 영역을 로고로 교체 불가능)

■ 메인배너광고[네비, 중앙, 기획광고, 브랜드온, 핫포커스]는 모바일제품전시장 + 제품전시장 + 구매문의서비스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검색 페이지

프리미엄Ⅰ 제품

2차 카테고리 탑배너

2차 카테고리 배너

파트너 회원사

프리미엄2 업체

프리미엄2 제품

베스트 제품

우대등록 제품

하단 서비스 광고

부가서비스

메인 배너

메인 추천업체

핫포커스

1차 카테고리 탑배너

1차 카테고리 배너

프리미엄 제품전시장

다아라 링크

광고위치

네비배너

메인 중앙

브랜드 온

1차 브랜드온

프리미엄Ⅰ 업체

검색박스

배너 사이즈

W.209px * H.77px

W.730px * H.161px

W.180px * H.257px

W.198px * H.140px

W.240px * H.100px

W.294px * H.196px

W.329px * H.p318x

W.328px * H.210px

W.261px * H.211px

W.990px * H.140px

다아라 추천제품

파워제품

브랜드 배너

12 구좌

W.178px * H.125px

W.190px * H.129px

W.190px * H.82px

W.132px * H.200px

W.990px * H.100px

W.190px * H.115px

W.196px * H.294px

W.990px * H.140px



다아라 특별관 광고상품

■ 광고센터 : http://adcenter.daara.co.kr/

광고 페이지 광고형식 구좌 광고단가

브랜드 중앙배너 이미지 7 구좌 700,000           

탑 브랜드 이미지 5 구좌 500,000           

베스트 브랜드 이미지 5 구좌 300,000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8 구좌 200,000           

베스트 제품 제품 4 구좌 200,000           

1차카테고리 배너 이미지 3 구좌 400,000           

핫 브랜드 이미지 4 구좌 300,000           

베스트 제품 제품 6 구좌 200,000           

인기제품 상단고

정

제품 6 구좌 150,000           

인기제품하단고

정

제품 12 구좌 100,000           

기타상품 검색박스 텍스트 1 구좌 300,000           

네비배너 이미지 2 구좌 500,000           

기타서비스 이미지 7 구좌 200,000           

중앙배너 이미지 21 구좌 500,000           

브랜드온 이미지 10 구좌 400,000           

핫포커스 이미지 12 구좌 300,000           

포커스 이미지 6 구좌 200,000           

베스트업체 이미지 4 구좌 500,000           

프리미엄Ⅰ 업체 이미지 5 구좌 300,000           

인기업체 이미지 6 구좌 200,000           

베스트제품 제품 20 구좌 100,000           

파트너회원사 이미지 5 구좌 250,000           

프리미엄Ⅱ 업체 이미지 10 구좌 200,000           

프리미엄Ⅱ 제품 제품 12 구좌 100,000           

기타상품 검색박스 텍스트 1 구좌 300,000           

■ 모든 배너는 정해진 틀에 맞게 만들어지며 변형 불가 (예 : 제품사진 영역을 로고로 교체 불가능)

■ 모든 광고의 단가는 부가세 별도임

광고위치

중고장터관

메인

1차 카테고리

메인

1차 카테고리

배너사이즈

W.836px * H.358px

W.1000px * H.203px

W.390px * H.289px

W.190px * H.236px

W.188px * H.209px

W.320px * H.360px

W.242px * H.316px

W.209px * H.94px

W.209px * H.95px

W.209px * H.97px

2차 카테고리

브랜드기업관

W.209px * H.98px

W.245px * H.76px

W.836px * H.138px

W.192px * H.223px

W.242px * H.130px

W.327px * H.248px

W.242px * H.269px

W.220px * H.70px



다아라 특별관 광고상품

■ 광고센터 : http://adcenter.daara.co.kr/

광고 페이지 광고형식 구좌 광고단가 운영정책

이미지 1 구좌 3,000,000

이미지 1 구좌 2,000,000

이미지 1 구좌 2,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2 구좌 5,000,000

이미지 1 구좌 3,000,000

이미지 1 구좌 2,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1 구좌 메인:top배너 패키지

이미지 1 구좌 메인:중앙배너 패키

지이미지 1 구좌 1,000,000

이미지 2 구좌 5000000

이미지 1000000

인터뷰뉴스 이미지 200,000 전문기자 인터뷰 취재

기획특집뉴스 이미지 400,000

기획영상뉴스 이미지 700,000

기획특집뉴스 + 매거진(2P) 이미지 1,000,000

매거진 본문영역

(매거진 본문단가 1p-300,000)

(매거진 패기지 할인단가 1p-250,000)

기획영상뉴스 + 매거진(2P) 이미지 1,300,000

매거진 본문영역

(매거진 본문단가 1p-300,000)

(매거진 패기지 할인단가 1p-250,000)

 봉황망(기업인물탐방) +

기획특집뉴스
이미지 1,400,000

 봉황망 배너(7일개제)+기사 송출

(중국 - 바이두, 차우360 닷컴 동시 송출)

봉황망(제품 소개) + 기획특집뉴스 제품 1,700,000
 봉황망 배너(7일개제)+기사 송출

(중국 - 바이두, 차우360 닷컴 동시 송출)

다수 매체 패키지 이미지 3,000,000

네이버 송출-산업일보, 매거진 포함

산업일보 - 기획영상뉴스 송출

타매체 - 기획특집뉴스 송출

메인:모바일:배너2

카테고리:모바일:배너1

기사뷰:우측상단배너

메인:하단중앙배너

기사뷰:모바일:배너1

기사뷰:모바일:배너2

W.310px * H.83px

W.700px * H.130px

W.1000px * H.130px

W.270px * H.201px

W.270px * H.204px

W.270px * H.72px

W.270px * H.72px

W.640px * H.169px

기사뷰:우측중단배너

기사뷰:우측하단배너

기사뷰:기사하단배너

메인:모바일:배너1

메인:우측배너

메인:하단좌측배너

메인:하단우측배너

 카테고리:top배너

기사뷰:top배너

■ 모든 광고의 단가는 부가세 별도임

패키지

할인제공단가 : 900,000

할인제공단가 : 1,200,000

할인제공단가 : 1,200,000

할인제공단가 : 1,400,000

언론상품

일반

광고위치 배너사이즈

배너

W.461px * H.125px

W.267px * H.260px

W.310px * H.83px

W.310px * H.83px

W.700px * H.145px

W.640px * H.169px

W.640px * H.169px

W.640px * H.169px

W.640px * H.169px

W.640px * H.169px

기사뷰:우측하단배너1

메인:메인top배너

메인:중앙배너



 기타 광고상품

■ 광고센터 : http://adcenter.daara.co.kr/

광고상품 광고형식 구좌 광고단가 배너 사이즈 기타

EDM(이메일) 서비스 이미지 500,000              

고객센터 배너 Gif 에니메이션 100,000       

이미지 1 구좌 1,500,000    W.460px * H.70px

이미지 2 구좌 700,000       W.240px * H.250px

이미지 3 구좌 500,000       

이미지 3 구좌 400,000       

이미지 3 구좌 300,000       

이미지 5 구좌 300,000       

이미지 3,500,000    W.210mm * H.205mm
다아라기계장터 사이트

메인 배너 노출

이미지 2,000,000    W.210mm * H.282mm
다아라 매거진사이트

배너 노출

이미지 1,500,000    W.210mm * H.282mm

이미지 2,500,000    W.210mm * H.282mm
다아라 매거진사이트

배너 노출

이미지 2,000,000    W.210mm * H.282mm
다아라 매거진사이트

배너 노출

이미지 700,000원 이상 W.210mm * H.282mm 16page 이내

이미지 600,000원 이상 W.210mm * H.282mm 편내지 이내

이미지 400,000       W.210mm * H.282mm

■ 모든 광고의 단가는 부가세 별도임.

■ Flash, Gif 에니메이션 배너의 경우 3컷으로 구성

다아라 매거진

(오프라인)

산업 부동산 배너
메인 베스트 매물

메인 베스트 분양

추천 분양

추천 매물

표지1

표지2

표지3

표지4

내지1

총목차전

편목차전

편내지

다아라 매거진사이트(온라인) 광고게재 문의 : 1588-0914

광고위치

독립페이지

우측

메인 상단 배너

메인 우측 배너



 기타 광고상품

■ 광고센터 : http://adcenter.daara.co.kr/

광고상품 광고위치

네비배너

메인 중앙

브랜드 온

핫 포커스

패키지 구성

파워제품2개 + 다아라 매거진 + 다아라 추천제품

1차/2차 카테고리배너 + 프리미엄제품전시장 + 파워제품2개+ 다아라매거진 + 다아라 추천제품 + 브랜드

배너

2차 카테고리배너 + 프리미엄2업체 + 프리미엄제품전시장 + 파워제품2개+ 다아라매거진 + 다아라 추천제

품 + 브랜드배너 + 브랜드기업관_1차 카테고리 배너

프리미엄2업체 + 프리미엄제품전시장 + 파워제품2개 + 다아라매거진+ 브랜드배너 + 브랜드기업관_프리미

엄업체 (or 중고장터관_프리미엄업체)

1차 브랜드온 1차 브랜드 온 + 프리미엄2 업체배너 + 다아라매거진

1차 카테고리

메인 배너

1차 카테고리배너 + 2차 카테고리배너 + 다아라매거진카테고리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