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미지광고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메인 빅배너 720*280
메인영역 상단

(좌우 자동롤링/수동가능)
1 / 5 450,000 0.9% 1.1 ₩500,000 1,800,000 0.9% 1.1 ₩2,000,000

메인화면의 첫화면에 가장 크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메인 중간배너 720*150
메인영역 중단

(상중하 랜덤노출)
1 / 3 525,000 0.5% 0.5 ₩250,000 2,100,000 0.5% 0.5 ₩1,000,000

3슬롯 3영역이므로 상하 스크롤 시

무조건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팟빵순위 DA 720*150
네이티브광고 가능

(카피 입력, 수정)
1 / 10 157,500 2.0% 1.6 ₩250,000 630,000 2.5% 1.6 ₩1,000,000

광고주가 직접 카피수정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화면 DA 720*710 1 / 10 210,000 4.0% 1.8 ₩375,000 840,000 4.0% 1.8 ₩1,500,000
플레이어에 전면배너로 노출되므로

가장 긴 시간 노출이 가능합니다

개별채널 DA 720*80 1 / 10 420,000 0.5% 0.6 ₩250,000 1,680,000 0.5% 0.6 ₩1,000,000
노출수가 가장 많은 채널영역의

프로그램 리스트에 삽입되는 광고입니다

직썰 메인화면 DA 720*280
직썰메인상단

(좌우 자동롤링/수동가능)
1 / 5 912,500       0.2% 0.3 ₩250,000 3,650,000 0.5% 0.3 ₩1,000,000

네이티브기사와 함께 노출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별도협의)

인트로 DA 521*297 앱 로딩 시

마이페이지 DA 720*150 페이지 로딩 시

엔딩화면 DA 640*1000 앱종료 시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메인검색창 하단 DA 640*100 2 60,000 0.2% 4.2 ₩250,000 240,000 0.2% 4.2 ₩1,000,000
모바일웹 메인의 유일한 광고영역으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하단 DA 640*100 2 60,000 1.0% 2.5 ₩150,000 240,000 1.0% 2.5 ₩600,000
sns를 통해 본 영역의 주소가 공유되므로

유입노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보장노출수 예상CTR 노출 당 단가 금액

메인상단 DA 511*161 5 50,000 0.05% 3.0 ₩150,000 200,000 0.05% 3.0 ₩600,000

개별채널 댓글상단 DA 728*90 2 225,000 0.05% 1.1 ₩250,000 900,000 0.05% 1.1 ₩1,000,000

플레이어 동영상 573*430 프로그램 시작 전 동영상 동영상 재생 수 1 800,000 1.5% 6.3 ₩5,000,000 1주 단위 판매만 가능

기간 금액 기간 금액

정선희 문천식의 행쑈 엔터테인먼트 CM / 후토크가능 200,000 ₩2,000,000 ₩2,500,000

도쿠가와 이에야쓰 역사 CM / 후토크가능 200,000 ₩2,000,000 ₩2,500,000

배상훈의 범죄팟캐스트 범죄분석 CM 200,000 ₩2,000,000

서울역 음악다방 음악 CM 200,000 ₩2,000,000

지식라디오 패키지 CM / 후토크(방송 별) 800,000 협의 4주 ₩5,000,000 4주 ₩5,000,000 패키지 구매 시는 후토크 포함입니다

기간 금액 기간 금액

팟빵순위 30위 이내 광고주 요청대로 섭외 CM / 후토크(방송 별) 500,000 방송별 상이 4주 ₩3,500,000 4주 ₩4,500,000
각 팟캐스터 정책상 광고집행 가능여부 및

후토크 가능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오 + 이미지 믹스광고 규격 노출 방식 노출 수 인정 슬롯 금액 비고

플레이화면DA 720*710 페이지 로딩 시 페이지 로딩수와 동일 1 / 1 ₩400,000
4주 기준

해당 음성광고가 나오는 채널 전체

개별채널DA 720*80 페이지 로딩 시 페이지 로딩수와 동일 1 / 1 ₩200,000
4주 기준

해당 음성광고가 나오는 채널 전체

CM제작 대행 구성 규격 금액 비고

CM광고소재 제작 성우 1~2명 (시나리오에 따라) 30초 ₩700,000 녹음이후 수정불가 (녹음오류는 제외)

비고규격팟빵 APP 슬롯 수

팟빵 모바일 웹 규격 노출 방식 노출 수 인정 슬롯 수

스크롤이 멈춘상태로

이용자 시야로 확인된 수와 동일

노출 수 인정노출 방식

페이지 로딩수와 동일

1슬롯 4주1슬롯 1주

페이지 로딩 시

(스페셜 믹스채널 외

전체 채널에 노출)

페이지 로딩수와 동일

페이지 로딩수와 동일

팟빵 PC 규격 노출 방식 노출 수 인정

페이지 로딩 시

비고

페이지 로딩 시

1슬롯 4주

비고

1슬롯 1주

슬롯 수

1슬롯 4주

2. 오디오 광고 

지식라디오

<팟빵 자체제작 프로그램>

팟빵순위20-40위권

비고

청취 당 단가

비고인기팟캐스트 광고 내용

내용 노출 방식 예상 청취 수 슬롯 수

CM광고

6.3

CM광고

후토크멘트 :

팟캐스트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

광고상품을 소개하는 방식

cm광고에서 자세하게 알리지 못한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서 전달가능

청취 당 예상 단가

녹음 및 편집 250자 이내의 시나리오(광고주) > 팟빵 시나리오 확정 후 평균 1주

팟빵AD 광고단가표

청취 당 예상 단가

10.0

10.0

10.0

광고주 컨텐츠와 연계한 커스텀 상품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별도 협의)

1슬롯 1주

10.0

1 / 3 4주

12.5

12.5

9.0

배너 클릭율

7.0

내용 제작 프로세스 녹음편집 소요기간

※ 본 상품은 음성광고 구매시에만 가능한 옵션상품입니다

4. CM제작대행 : 저렴한 가격으로 음성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시나리오는 별도)

3. 스페셜 믹스광고 : 음성광고가 나오는 특정 채널에 독점배너광고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CM을 듣고 바로 클릭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의 노출수와 동일
평균 3% 이상

(CM내용에 따라 다름)

해당 채널의 노출수와 동일

배너 노출 수

평균 3% 이상

(CM내용에 따라 다름)

6.3

노출 방식 예상 청취 수 슬롯 수

CM + 후토크멘트

4주

청취 당 단가

CM + 후토크멘트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표시된 영역은 매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4주 단위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