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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광고 형식

스크롤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16:9 비율의 동영상이 노출되었던 형식에서 동영상피드 타입으로 UI가 변경됩니다. 
UI 개편은 카카오톡 7.1 버전부터 적용됩니다.

As Is : 영상 자동 재생(띠배너) --> 이어 재생(확장) To Be : 피드형 UI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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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소재 제작 가이드

1
프로필명 
• 최대 20자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공백포함) 
•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공백 모두 1자로 인식 
• 키보드 자판에 있는 특수문자만 사용 가능 
     예 : ~!@#$%^&*()_+=<>{}[]\|,.`?/: ;“ ‘

2
동영상 
• 1280x720 px 이상의 16:9 비율로 제작 
• 형식: AVI, WMV, FLV, MP4 권장 
• 재생시간 : 300초 이하 
• 용량 : 1GB

3
동영상썸네일 
• 사이즈 : 1280x720 혹은 640x360 px 
• 형식: JPG, JPEG, PNG  
• 용량 : 400kb

4
타이틀 
• 최대 25자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공백포함) 
•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공백 모두 1자로 인식 
• 키보드 자판에 있는 특수문자만 사용 가능 

예 : ~!@#$%^&*()_+=<>{}[]\|,.`?/: ;“ ‘

5 행동유도문구 
• 영상 더보기, 바로가기, 신청하기, 문의하기, 게임하기, 

다운로드, 사용하기, 친구추가, 소식받기 중 택1

6 랜딩 URL 
• 랜딩 URL 내  {} 표기 불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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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등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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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영상

02  소재 제작 가이드

동영상 소재는 1280x720(px) 이상의 16:9 비율 한 가지 사이즈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전달 주신 동영상 소재는 640x360(px) 으로 카카오에서 인코딩 후, 각 디바이스 해상도에 맞게 16:9 비율로 자동 대응됩니다.

동영상 제작사이즈 

1280x720(px) 이상의 16:9 비율 
· 재생시간 : 15초 ~ 300초 이하, 콘텐츠형 고퀄리티 동영상 

· 형식 : MP4, AVI, WMV, FLV, ASF, DV, QT 

· 용량 : 1GB 미만 

· 사운드 필수 (사운드가 없는 경우, 집행불가) 

· 사운드 제어버튼 자동 삽입 (좌측 보라색 영역) 

  ㄴ 좌측 하단 사운드 버튼 영역 내 텍스트 노출 지양

Don’t 사용 불가 동영상 

· 품질이 낮은 저화질 동영상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영상 

· 선정성, 폭력성, 혐오감이 있는 동영상

128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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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섬네일

02  소재 제작 가이드

터치재생 환경에서 노출되는 소재로 영상과 관련된 컷으로 JPG 혹은 PNG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소재 이미지 

· 제작 사이즈 : 1280x720(px) 혹은 640x360(px) 

· 형식 : JPG, JPEG, PNG 

· 용량 : 400kb 미만 

· 영상에 관련된 컷으로 제작.

Don’t 사용 불가 이미지 

· 품질이 낮은 저화질 이미지 

1280

720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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