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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AD 제작가이드



피드광고 – 기본

피드광고소재제작을위한기본스펙

① 네이버는 제작된 광고 소재를 검토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결정에 따라 특정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광고물(이미지, 동영상 등)은 해당기관의 심의가 끝난 광고만 집행 가능합니다.

③ 텍스트 문구 중 특수문자 사용은 불가하며, 문장부호는 사용 가능합니다.
- 물결무늬 (~)를 제외한, 문장부호는 2개 이상 연속으로 사용 불가
- 특수문자는 의미 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가능

④ 광고 이미지에 텍스트만 사용할 경우, 텍스트 비율은 전체 광고 이미지의 20%를 넘지 못합니다.
- 제품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표시되고, 제품 이미지 내 로고 또는 이용 약관과 같은 법적 문구는 예외로 취급함
-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든 로고, 워터마크, 모든 숫자는 텍스트로 간주됨
-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두드러진 광고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만 사용한 광고와 동일하게 가이드 적용

⑤ 사용자에게 정해진 영역 외 액션을 유도하거나 타 서비스 내용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어뷰징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영역 내 URL 삽입이나, 이미지 내 포털사이트 검색창 삽입 등)

⑥ 메인 이미지 영역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구역을 나눈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이미지 외, 여백에 흰색이나 미색 바탕을 사용한 소재는 집행 불가
- 메인 이미지에 테두리 삽입 불가

⑦ 광고 소재 제작은 본 제작가이드와 검수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제작해주셔야 합니다.
※ 검수가이드는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피드광고노출영역

1. 네이버 > 피드 영역
2.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광고내 AD Mute 노출안내

AD Mute는 모바일 DA 모든 광고 상품 우측 상단 위치에 시스템으로 자동 노출됩니다.

〉 노출 게재위치에 따라 광고 이미지 영역에 AD Mute 아이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재 내 주요 상품 이미지 및 텍스트 (심의필 문구 포함) 등이 AD Mute 마크에 가려지지 않도록 소재를 제작합니다.

AD 마크사이즈 42 X 16px
AD 마크아이콘

(라이트모드ㅣ다크모드)



피드광고 – 소재구성

소재구성

① 프로필 이름
피드 광고에 노출되는 광고주를 나타내는 영역을 의미
〉 프로필 영역 텍스트는 광고주명 / 브랜드명 / 사이트명 / 게임명 / 영화명 등으로 제한하며, 미사여구 등의 수식어 사용 불가

② 프로필 이미지
광고주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
〉 브랜드로고/상품로고 등

③ 광고 문구
광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

④ 광고 이미지 및 광고 동영상
광고 소재에 표시될 이미지 또는 동영상

⑤ 행동유도
광고로부터 사용자에게 클릭 등 액션을 유도하는 영역
‘버튼 없음’ 선택 시 행동 유도 버튼이 노출되지 않음

⑥ 설명 문구1 & 설명 문구2
광고 문구 외 서브 텍스트 노출 영역으로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진행 중 이벤트에 대한 안내 영역
(일부 게재지면에서는 해당 영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⑦ AD MUTE
AD Mute 영역 (시스템 자동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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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광고 – 네이티브형

네이티브형가이드

프로필이름

프로필이미지

광고문구

광고이미지

설명문구1

설명문구2 (선택)

최대 19자
〉 프로필영역텍스트는광고주명 / 사이트명 / 게임명 / 영화명등으로제한
(수식및미사여구사용불가)

사이즈 : 300X300px 권장 (1:1비율)
확장자 : JPG, JPEG, PNG / RGB
용량 : 200KB 이하

120자까지가능
〉 소재유형및게재위치에따라구성형태 or 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기기에서미리보기를통해소재노출형상을확인해주세요.

사이즈 : 1200X628px(1.9:1비율)
〉 기기에따라좌우여백이미지가모두노출되지않을수있습니다
확장자 : JPG, JPEG, PNG / RGB 
용량 : 500KB 이하

최대 28자까지입력가능
설명문구2사용시, 최대 14자까지입력권장
〉 기기에따라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설명문구2 동일)

최대 19자까지입력가능



피드광고 – 이미지슬라이드형

이미지슬라이드형가이드

프로필이름

프로필이미지

광고문구

광고이미지

설명문구1

설명문구2 (선택)

최대 19자
〉 프로필영역텍스트는광고주명 / 사이트명 / 게임명 / 영화명등으로제한
(수식및미사여구사용불가)

사이즈 : 300X300px 권장 (1:1비율)
확장자 : JPG, JPEG, PNG / RGB
용량 : 200KB 이하

120자까지가능
〉 소재유형및게재위치에따라구성형태 or 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기기에서미리보기를통해소재노출형상을확인해주세요.

사이즈 : 600X600px(1:1비율)
확장자 : JPG, JPEG, PNG / RGB 
용량 : 500KB 이하
최소 3개 ~ 최대 5개이미지등록가능

최대 20자까지입력가능
설명문구2사용시, 최대 10자까지입력권장
〉 기기에따라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설명문구2 동일)

최대 13자까지입력가능



피드광고 – 동영상형

동영상형가이드

프로필이름

프로필이미지

광고문구

광고동영상

설명문구1

설명문구2 (선택)

최대 19자
〉 프로필영역텍스트는광고주명 / 사이트명 / 게임명 / 영화명등으로제한
(수식및미사여구사용불가)

사이즈 : 300X300px 권장 (1:1비율)
확장자 : JPG, JPEG, PNG / RGB
용량 : 200KB 이하

120자까지가능
〉 소재유형및게재위치에따라구성형태 or 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기기에서미리보기를통해소재노출형상을확인해주세요.

포맷 : MP4(H.264 Codec), AVI, MOV, WMV
용량 : 1GB 이하
크기 : 최소너비 600px 이상 (1:1, 16:9 가능)
재생시간 : 5초이상 10분미만 (15초 ~ 30초권장)
〉 광고썸네일은등록된동영상과동일비율의 JPG, JPEG, PNG / RGB로등록

(500KB 이하용량)

최대 28자까지입력가능
설명문구2사용시, 최대 14자까지입력권장
〉 기기에따라일부문구가말줄임처리될수있습니다. (설명문구2 동일)

최대 19자까지입력가능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