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원 매체소개서
PROPOSAL FOR GAMEONE AD. PLATFORM



게임원 광고 상품 소개(App)

메인 리스트 - 선수 리스트 - 팀 리스트 - 리그 리스트 - 기타

브랜딩 배너 - 1주 / 1구좌

코드 구좌명 내용 사이즈 (형식) 평균 노출수(1주) 가격 (원.VAT제외)

MBA  브랜딩 배너 단독 이미지 720 x 198 (jpg) 700,000 1,050,000



게임원 배너 광고 상품 소개(App)

메인 이미지 컬랙션

메인 이미지 컬랙션 - 1주 / 1구좌

코드 구좌명 내용 사이즈 (형식) 평균 노출수(1주) 가격 (원.VAT제외)

COL_TOP 메인 이미지 컬랙션 TOP 제목, 부제, 이미지 3장, 자동롤링 620 x 300 (jpg) 1,000,000 1,500,000

COL_MID 메인 이미지 컬랙션 MID 제목, 부제, 이미지 3장, 자동롤링 620 x 300 (jpg) 500,000 750,000

• 메인 컬랙션 중 1순위(TOP)와 7순위(MID)

이내에 노출되고, 

최대 3장(최소 2장) 이미지 마다 서로 다른 

랜딩 페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컬랙션 상단의 제목과 부제 텍스트 영역에 

협의된 광고 문구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기간 내 소재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영역은 PC 서비스 우측 팀 | 리그 | 

서포터즈 영역 아래 노출됩니다.

PC 동일 이미지 노출



게임원 광고 상품 소개

앱종료시

종료팝업배너 - 1주 / 1구좌

코드 END

구좌명 종료 팝업 배너

내용
안드로이드 앱 종료 시
이미지 1장
(IOS 앱 종료 시 노출X)

사이즈
(형식)

560 x 720 (jpg)

평균 노출수
(1주)

50,000

가격
(원.VAT제외)

75,000

푸시 발송시

푸시 – 1회

코드 PUSH

구좌명 푸시

내용 제목, 이미지 1장

사이즈 (형식) 900 x 450 (jpg)

발송건수 188,000

오픈율 1%

공시단가 1,800,000



게임원 배너 광고 상품 소개(PC)

메인 - 1주 / 1구좌

코드 구좌명
사이즈
(형식)

평균 노출수(1주)
가격

(원.VAT제외)

G1 통합 GNB 1200 x 80 (jpg) 100,000 200,000

G2 통합 우측 324 x 182 (jpg) 100,000 200,000

MB1
상단 

와이드 띠
860 x 140 (jpg) 50,000 100,000

G1

MB1

G2

팀/리그 페이지 - 1주 / 1구좌

코드 구좌명
사이즈
(형식)

평균 노출수(1주)
가격

(원.VAT제외)

TL
팀리그
페이지 내

780 x 100 (jpg) 200,000 400,000

TL



게임원 배너 광고 정리 – 1주(1회) / 1구좌

코드 구좌명 위치
사이즈
(형식)

평균 노출수(1주)
가격

(원.VAT제외)
노출당 가격 판매구좌수

MBA 브랜딩 배너 모바일 APP 720 x 198 (jpg) 700,000 1,050,000 1.5 5

COL_TOP
메인 이미지 
컬랙션TOP

모바일 APP 620 x 300 (jpg) 1,000,000 1,500,000 1.5 1

COL_MID
메인 이미지 
컬랙션MID

모바일 APP 620 x 300 (jpg) 500,000 750,000 1.5 1

END 종료 팝업 배너 안드로이드 APP 560 x 720 (jpg) 50,000 75,000 1.5 5

PUSH 푸시 모바일 APP 900 x 450 (jpg) 188,000 1,800,000 9.6 1

G1 통합 GNB PC 1200 x 80 (jpg) 100,000 200,000 2.0 5

G2 통합 우측 PC 324 x 182 (jpg) 100,000 200,000 2.0 5

MB1
상단 

와이드 띠
PC 860 x 140 (jpg) 50,000 100,000 2.0 5

TL 팀리그 페이지 PC 780 x 100 (jpg) 200,000 400,000 2.0 5



게임원과 함께
새로운 플레이 시작!

(주)게임원커뮤니케이션즈 marketing@gameon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