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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출 기본 정책

광고 어드민 주소   :    https://shoppingbag.biz.daum.net/ 

영역 구성요소 가이드 노출 화면 

프로필

이미지
사이즈 98x98,   

용량 4kb미만, jpg, PNG, jpge 포맷

몰명 최대 14 byte 이내

소개문구 최대 40 byte 이내

랜딩 url 홈페이지 주소 필수 입력 

소재

이미지 

(소재 3개 필수)

사이즈 640x640,   

용량 150kb미만, jpg, PNG, jpge 포맷

상품명 최대 21 byte 이내

1. 소재등록은 노출이 원하는 날짜의 최소 3일전에는 등록이 완료되어야 담당자가 검수 완료 후 노출까지 안정적으로 진행가능합니다. 

2. 등록된 신규 소재는 일 2회(11시와 16시)주기로 검수 진행되나 당일에 노출 소재 추가 등록은 어렵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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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샵 노출 화면
플러스샵은 다음쇼핑과 다음TOP 화면에 노출되는 서비스 입니다.

02  노출 영역 소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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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홈화면

좌측 상단 대시보드 이하에 플러스샵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하 메뉴에는 프로필과 등록 조회하기의 3가지 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회원정보와 컨텐츠의 검수 상황에 대한 히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03  등록가이드_홈화면 05



                         

상세소개

03  등록가이드_프로필

Step 1

기본정보

Step 2

프로필 등록

Step 3

카테고리 등록

광고주의 등록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수정이나 등록은 불가능한 확인용  
정보 입니다.

이미지, 몰명, 소개문구, 랜딩 URL을 
가이드에 맞게 등록합니다.

카테고리는 미니샵 중간 부분에 노출되는 
카테고리로 노출을 원하는 중카테고리  
최대 10개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저장하시면 해당 영역은 
제외되어 노출됩니다.)

프로필 등록 단계는 기본정보, 프로필 등록, 카테고리 등록으로 구성됩니다.

프로필 등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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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샵 > 프로필 (등록)

프로필 등록은 아래 화면처럼 세가지 단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03  등록가이드_프로필

Step 1

기본 정보

Step 2

프로필 등록

Step 3

카테고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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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계는 기본정보와 소재 정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콘텐츠 제목은 조회 화면에 구분값으로 노출되며,  

전시기간은 최소 1일부터 중복 노출 가능합니다.

03  등록가이드_등록

플러스샵 > (소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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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소재정보의 “상품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주의 EP상품 리스트가 불러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상품은 최신 등록순 200개까지만 노출되며, 원하시는 상품이 리스트에 없을 경우 상품명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은 3개를 필수로 선택해 등록해야합니다.) 

03  등록가이드_등록

플러스샵 > (소재) 등록 > 상품 불러오기

EP상품
(리스트 불러옴)

특정 상품을 검색하고 싶을 경우 상품 ID로 검색하시면 되며 (,)를 활용해 다수의 상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품 3개
(필수로 선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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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상품 리스트에서 선택 된 상품은 상품명과 이미지를 가이드에 맞게 수정해야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스마트 크롭 기능으로 해당 가이드에 맞게 적용되어 있으나,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원하시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03  등록가이드_등록

플러스샵 > (소재) 등록 > 상품 불러오기 > 상품 수정

상품명은 반드시 가이드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10



                         

상품을 선택하고 보여지는 이미지와 상품명은 확인용입니다.

03  등록가이드_등록

꼭! 확인해 주세요.

1

2

상품명은 최대 7글자로 맞춰서 수정하셨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미지는 흰색 BG 및 여백없이 640X640으로 작업해 새로 등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

좌측에 제공되어있는 가이드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선택된 이미지는 EP에 저장되어있는 확인용입니다.  

FULL이미지로 새로 등록해주세요. 

(상품소재 가이드는 별도 첨부)

잘못된 이미지 적용 예시 : 

ㄴ 흰색 BG 및 여백이 있음 (X) 

ㄴ 이미지 사이즈 640*640 정방형이 아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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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명

상품명 텍스트 소재 가이드

허용 가능한 특수기호 (단, 연속 사용 불가) 

/, ~ ! ? "+  

허용하지 않는 특수기호 

{ } [ ]  ( ) 괄호나 별, 하트

1

2

기본 가이드 예시

Good Bad

    셔츠/블라우스 특가전 (O)     셔츠///블라우스 특가전 (X)

    샌들 뭐신어? (O) 샌들 뭐신어?? (X)

    샤랄라~원피스 (O) 샤랄라~~원피스 (X)

    베스트 선글라스 (O) [베스트] 선글라스 (X)

    디퓨저 1+1 (O)     시원 핫팬츠 ☆ (X)

    프릴 블라우스 ♥ (X)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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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상품 이미지 가이드

사이즈   640 x 640  

용량      150kb미만 

포맷      JPG, PNG, JPGE

기본 가이드

이미지 내 여백이나 상품 로고, 텍스트, 라벨, 컬러표, 브랜드명 사용 불가 

모델컷인 경우 모델 얼굴이 포함되면 안됨(단, 뷰티/액세서리 제외) / 상품컷인 경우 상품의 일부만 확대/강조 되는것 지양 

화면 분할 이미지, 동일 이미지 반복노출 불가 

일러스트 이미지, 배경이 들어가거나 누끼딴 합성이미지 사용 불가 

혐오,불쾌감을 주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사용 불가 

쇼핑박스에서 활용한 광고 소재와 동일소재 사용 불가

1

2

3

상품 이미지 

640 x 640 

4

5

기본 예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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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사용불가 이미지

이미지 내 여백이나 로고, 텍스트, 라벨, 컬러표, 브랜드명 사용 불가 1

좌우 여백 (X) 로고 포함 (X) 텍스트 포함 (X) 라벨 포함 (X)

컬러표 포함 (X) 브랜드명 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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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사용불가 이미지

모델컷인 경우 모델 얼굴이 포함되면 안됨(단, 뷰티/액세서리 제외) / 상품의 일부만 확대,강조 되는것 지양 2

원피스-얼굴 포함 (X) 원피스-얼굴 미포함 (O) 상의-얼굴 포함 (X) 상의-얼굴 미포함 (O)
원피스의경우 상하반신 전체 노출 상의의 경우 하반신 일부 포함되게 노출

뷰티-얼굴 허용 (O) 액세서리-얼굴 허용 (O) 특정 부위 확대 (X) 상품의 일부만 강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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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사용불가 이미지

화면 분할 이미지, 동일 이미지 반복노출 불가3

상하 화면 분할 (X) 좌우 화면 분할 (X) 모델,제품컷 분할 (X) 동일 이미지 반복 노출 (X)
단, 다른 색상 및 다른샷 이미지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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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사용불가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 배경이 들어가거나 누끼딴 합성이미지 사용 불가4

일러이미지 합성 (X) 실사배경이나 실사이미지 아닌경우 (X) 누끼 이미지 짜집기 (X) 배경에 이미지 합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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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가이드_등록_상품 이미지

사용불가 이미지

혐오,불쾌감을 주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사용 불가5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 (X)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X) 선정적 이미지 (X) 특정 신체 부위 노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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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등록이 저장되면 조회화면으로 와서 검수요청 버튼을 눌러야 완료됩니다.  

검수요청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검수요청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03  등록가이드_조회

플러스샵 > 조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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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샵 노출 통계 및 리포트는 해당 영역 클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통계/리포트

플러스샵 지표 및 과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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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문의사항이나 오류 발생시 게시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E-mail :  지이슬님   dewtry.dkb@kakaocorp.com       윤희윤님   88heeyoun.dkb@kakaocorp.com

05  문의사항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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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