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림인사이트 

디스플레이마케팅  상품 소개서 



I. 디스플레이마케팅 운영개요 

I. 포털배너 

II. 네트워크 배너 

III. 언론사 배너 

IV. 쇼핑박스 

 

 



[ 높은 트래픽을 통한 수많은 노출 달성 ]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의 필요성  

네이버, 다음등 포털 사이트의 주목도가 높은 영역에 배너를 노출함으로써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영역 

최고의 브랜드  
홍보 효과!! 

[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노출 ]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의 필요성▶ RTB Market Trend 시장  

RTB(Real Time Bidding) 시장은 글로벌 중심으로 급 성장 추세 

①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는 ’11년 14억 달러규모에서’ 16년 139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 
②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내 점유율은 5%에서 20%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 
③ 미국의 ’16년 RTB시장 규모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약 29% 이상 점유율을 기록할 것 
④ ’14년 국내 RTB 시장의 점유율도 글로벌 트렌드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의 필요성▶ Digital Market Trend 

① 검색 광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PC에서 Mobile로 사실상 넘어 갔으며, 시장 성장세는 둔화 되고 있음 
② 반면 Display 광고는 해외 업체들의 광고 시장 확대로 인해 성장 추세임 
③ TTB시장의 개방 및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솔루션 기반의 Media Mix변화 필요 

 

A Wind Of Change!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다!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 운영개요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 운영개요 

1) 매체 MIX 전략 ▶ 개별 인터넷 마케팅의 특성을 파악하여  매체를 적절하게 MIX 제안하는 뛰어난 매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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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마케팅( 이메일, 문자, 전화 ) 리타겟팅(GDN,크리테오) SNS 



2. 사용자를 초대하는 버튼 삽입 

사용자의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단어나 메

시지를 포함하여 단순한 표현만 하는것이 아

닌 직접적인 클릭(Action)을 유도한다. 

  전문 기획자가 배치되어 있어 사용자의 호

기심 유도 및 촉박함을 이끌어내는 카피 발굴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 운영개요 

2) 소재 전략 ▶ 내부에 구성된 전문 기획자와 디자이너 배치, 광고 진행 매체, 광고주 성향에 맞춘 맞춤 소재 제작가능  

1. 고객이 얻는 이점을 명확히 제시 

정보 추구형의 사용자들 성향을 반영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유용한 것을 찾아내고 광

고 메시지와 연결하여 보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 

3. 애니메이션 활용 

GIF나 플래쉬등의 고급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

하여 동적인 배너들 사이에서 가독성을 높이며, 

주요 포인트나 메시지에 활용하며 더욱 효과적 

  플래쉬의 경우, 내부에 전문 디자이너  

있어 높은 퀄리티 효과 보장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스플레이마케팅 운영개요 

3) 정확한 분석 및 빠른대응 ▶ 소재별 , 매체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발빠른 대처로 효율 증대 

비 
 
공 
 
개 

10/16 ~ 10/23 

Imps – 11,777,062 
Clicks – 1,254 
CTR – 0.011% 
Cost – 비공개 
구매 – 18건 
매출 – 비공개 
ROAS – 483% 

10/7 ~ 10/14 

Imps – 11,281,732 
Clicks – 3,653 
CTR – 0.032% 
Cost – 비공개 
구매 – 10건 
매출 – 비공개 
ROAS – 86% 

10/27 ~ 11/02 

Imps – 1,548,251 
Clicks – 1,036 
CTR – 0.067% 
Cost – 비공개 
구매 – 1건 
매출 – 비공개 
ROAS – 0%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여 꾸준히 효율체크 및 소재발굴   

 CTR이 높고 전환율이 높은 소재를 위주로 진행하여 높은 ROAS 기록  

비 
 
공 
 
개 



I. 포털사이트 배너 
① 네이버 

- 타임보드 
- 롤링보드 

② 다음 
- 초기배너  
- 브랜딩스테이션 

③ 네이트 
-초기배너 
- 위클리샷 

 



+ Unique Visitor 

+ Page View 

+ Daily UV 

디스플레이 
마케팅 

네이버 

◐ Comment ◑ Media Overview 

 주 이용자  

   전 연령 고루 분포됨 

 

 주요 컨텐츠 

   검색, 뉴스, 지식인, 엔터테인먼트 등 

 

 특이 사항 

   국내 No.1 포털, 지식검색 이용율이 매우 높음 

www.naver.com 

30,981,062 명/월 

20,309,038,586 회/월 

11,393,473 명/일 

◈ Demographics ◈ Trend Chart 

(%) 



디스플레이 
마케팅 

네이버 ▶타임보드 

네이버 초기면 상단 영역을 1시간 동안 독점함으로써 사용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  

• 1일 24개 시간대 중 의미 있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광고주별 차별화된 시간대 마케팅 전개가 가능 

• 전 시간대 차등 단가 적용으로 저녁~새벽 시간대와 주말에는 타 시간대 대비 더욱 낮은 가격으로 광고 집행 가능 

• 일부 해외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타겟팅 광고가 보일 수 있음 



디스플레이 
마케팅 

네이버 ▶롤링보드 

네이버 초기면 상단 영역을 1시간 동안 독점함으로써 사용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  

• 모든 시간대 안정된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한 CPM상품으로 드래그, 마우스오버, 타이핑 등 다양한 마우스 액

션을 활용한 리치미디어 광고 집행 가능 

• 풍부한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 User 타겟팅 광고가 가능 



+ Unique Visitor 

+ Page View 

+ Daily UV 

디스플레이 
마케팅 

다음 

◐ Comment ◑ Media Overview 

 주 이용자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도를 보임 

 

 주요 컨텐츠 

   미디어, 아고라, 한메일, TV 팟(동영상) 

 

 특이 사항 

   국내 2위매체로 로그인기반이 탄탄한 매체 

www.daum.net 

26,729,610 명/월 

9,643,940,038 회/월 

7,745,640 명/일 

◈ Demographics ◈ Trend Chart 

(%) 



디스플레이 
마케팅 

다음 ▶초기배너 

DISPLAY AD의 대표상품으로 브랜딩광고에 적합한 상품 

• 이미지, 플래시를 활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 일반형, 동영상형, HD형, 마우스 오버형 등의 다양한 노출 방식의 소재로 임팩트 있는 브랜드 메시지 전달 가능 



디스플레이 
마케팅 

다음 ▶ 초기 브랜딩 스테이션 

• 일반형 : DISPLAY AD 특수광고의 대표상품으로 Daum 초기화면 고정 게재로 임팩트 있는 브랜드 메시지 전달  가능 

• 미니사이트형 : 드래그, 마우스오버, 멀티아이콘, 롤업등 액션을 취할경우 미니사이트가 Daum 초기 화면에 노출되는 상품 

• HD형 : HD급 고화질 영상을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초 방문시 멀티확장으로 초기 노출효과 극대화 가능 

• 프리미엄형 :  더블스킨, 월페이퍼 방식으로 여백 영역을 활용하여 주목도 증대를 목적으로 기획한 상품 



+ Unique Visitor 

+ Page View 

+ Daily UV 

디스플레이 
마케팅 

네이트 

◈ Demographics ◈ Trend Chart 

◐ Comment ◑ Media Overview 

(%). 

 주 이용자  

   2030의 비중이 높음 

 

 주요 컨텐츠 

   판, 톡, 씨즐, 미니홈피 

 

  특이 사항 

   SK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로 싸이월드와 메인페이지 통합 

   시멘틱검색 런칭 

8,661,688 회/월 

1,244,420,134 회/월 

2,020,953 일 

www. nate.com 

구분 순위 

전체 11 위 

종합 포털 3 위 



디스플레이 
마케팅 

다음 ▶ 메인배너 

경쟁3사 중 최대 사이즈의 메인 상단배너로 보다 자유로운 Creative 구현이 가능한 광고 상품 

• 주목도 높은 유저 액션 유도 아이콘을 통해 유저의 참여를 제고하고, 확장 영역 내 고화질 동영상 노출까지 가능한 상품 

• 포털 최초로 메인배너를 매일 1시간씩 7일간 독점 할 수 있는 파격적이 시간고정상품으로 시간 알림 icon을 적용하여 주목

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 

 



디스플레이 
마케팅 

다음 ▶ 위클리샷 

유저의 단순 마우스오버 액션만으로도 메인면 상단을 덮는 BIG Size Creative 노출이 가능한 효과적인 브랜딩 광고상품 

• 최대 100M 고화질 동영상적용으로 더욱 선명한 영상 노출이 가능하며 스크린 오브젝트를 통한 영상 무한 Play 가능 

• 포털 최초 컨텐츠형 광고로 노출이 가능하여 거부감 없는 브랜딩이 가능 



II. 네트워크 배너 
① 유저타겟팅 

② 키워드타겟팅 

③ 리타겟팅 



네트워크 
배너 

유저타겟팅 

키워드 

유저 웹 행동패턴 분석 유저 방문지면 분석 

카테고리 

유저검색 
키워드 

광고주등록 
키워드  

유저방문 
컨텐츠 

광고주등록 
키워드  

유저방문 
사이트 

광고주설정 
카테고리 

유저방문 
컨텐츠 

광고주설정 
카테고리 

• 온라인 유저들의 최근 웹 행동패턴과 현재 방문지면을 분석하여 광고주의 키워드, 카테고리와 매칭될 경우 광고노출하는 광

고로,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의 신규 잠재고객을 확보 



네트워크 
배너 

유저타겟팅 

유저의 최근 검색키워드, 방문 사이트, 광고 클릭 이력 등 웹 상에서의 유저 행태를 DB화 하여, 
다양한 주제의 관심사 그룹별로 카테고라이징 후 타겟팅 



네트워크 
배너 

유저타겟팅 ▶ 카테고리 리스트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출처 : [메조미디어] 고객전환을 유도하는 리타겟팅 광고_2015.04 

한 번의 웹사이트 방문으로 원하는 형태의 고객 반응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리타겟된 고객은 일반 고객에 비해 구매를 완료할 가능성이 70% 이상!! 

96% 

전환없이 웹사이트를 

떠나는 사용자 비율 

70%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후 

구매하지 않는 사용자 비율 

49% 

구매 전 일반적으로 2~4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 비율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광고주 
사이트 

매체사 

광고주 사이트 방문 1 

유저PC에 쿠키 저장 2 

광고주의상품 OR 배너광고 노출 4 

제휴매체사이트 방문 3 

• 유저가 관심 있게 본 상품이나 광고주의 배너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으며, 재방문으로 인해 관련

상품 구매율이 기존 광고상품보다 현저하게 높음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쇼핑타겟팅 

쇼핑몰에 방문하여 관심 있게 본 상품을 제휴 매체 이동 시   
본 상품이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노출되는 광고 상품 

1 
잠재고객이  

광고주 홈페이지 방문 

관심 있는 
상품페이지를 탐색,  
다양한 액션 후 이탈 

잠재고객이  
제휴매체 방문 시  
최적화 된 배너 노출 

상품구매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광고주의 해당 상품으로 이동 

리타겟팅 된  
잠재고객이 구매로 연결  

2 

3 

4 

5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쇼핑타겟팅 

User 별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상품 최적화 
노출 상품, 노출 매체, 유저 방문일 별 타겟팅 노출 

리얼클릭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잠재고객에게 각기 다른 배너를 노출 
 
위의 네 가지 요소 외에도 
클릭률, 판매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효율을 극대화  

광고주 홈페이지에 방문한지 30일 이내의 고객 타겟팅  
 

관심이 지속 가능한 30일까지 고객을 타겟팅하며, 
광고주 페이지에 대한 재인식의 역할 및 많은 고객 확보  

광고주 홈페이지에 방문한지 14일 이내의 고객 타겟팅  
 
구매율이 높은 14일 이내의 고객을 구분하여 장바구니, 관심상품 등을 타겟팅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구매필요성을 자극하여 구매로 연결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구매 상품 

노출 매체 
최적화 

베스트/신규 
상품 

 
최근 본 상품 

유저액션에 따른 
연관 상품 

효율 최적화 유저별  타겟팅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쇼핑타겟팅 

Dynamic Creative _ 쇼핑(종합몰/의류/가전/가구/여행…)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유사 잠재 고객 타겟팅 

유저의 업종별 광고 반응(방문 이력)률 분석을 통해 특정 업종에  
Engagement가 높은 유저에게 광고 노출 

과거 특정 업종에 ‘클릭’을 했던 유저 
고의성 / 실수성 클릭 유저 (heavy clicker 또는 bot)는 제외 

과거 관련 매체 / 지면에 ‘방문’ 했던 유저 
약 1,800 여 개 지면의 특성 분석하여 분류 

여행 / 레저 스포츠 / 레저 취창업 외국어교육 자동차 VIP 뷰티 / 패션 해외여행 

여행 / 레저 광고주 성인 대상 교육 광고주 수입자동차 광고주 면세점 화장품 광고주 



User가 포털 등에서 키워드 검색시 검색한 키워드와 매칭된 광고 노출 

온라인마케팅 검색 

• 광고주 선호 키워드 (최대  1만개) 등록 

• User의 PC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되어있을 경우 검색창이 있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시 매칭되어 광고노출  

01유저 : 온라인마케팅 

02유저 : 대출 

03유저 : 성형외과 

04유저 : 원피스 

검색 키워드 저장 제휴매체방문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키워드 타겟팅 



네트워크 
배너 

리타겟팅 ▶ 아이커버 리타겟팅 

리타겟팅 User가 제휴 매체 방문시 매체사 사이트 뒤로 광고주 사이트 오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론사, 커뮤니티 등의 매체와 직접 제휴를 통해 진행 

아이커버 
노출당 13원 
노출=유입 

10,000명 유입  
=13x10,000 

 

13만원 

검색 및 배너 광고 
CPC 500원 

10,000명 유입 
=500x10,000 

 
500만원 

④ 광고주 사이트 오픈 ③ 제휴 매체사 방문 ② User PC에 쿠키 저장 ① 광고주 사이트 방문 



네트워크 
배너 

광고 사이즈별 게재위치 ▶ PC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06


네트워크 
배너 

광고 사이즈별 게재위치 ▶ 모바일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1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16


언론 매체 

(약 300여개) 
포털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약 250여개) 

블로그 

(약 1,800여개) 

기타 

• 포털 ,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 총 2,300 여개의 매체에 노출가능 
• 언론사 상위 30여개 사이트(코클 UV 기준)의 90%이상에 노출 

네트워크 
배너 

노출매체 영역 



III. 언론사배너 
① 언론사배너란? 

② 노출형태 

③ 랜딩페이지 전략 



언론사 
배너 

언론사 배너 

① 포털 및 언론사 노출 
주요 포털 뉴스 섹션에 등록된 대부분의 언론사에 노출 

② 기사 형태로 노출 
정보로 인식되는 광고 유형으로 높은 주목성과 신뢰성 확보 

③ 업종별로 최적화된 과금형태 
CPP,CPA등 불필요하게 투자되는 광고비의 최소화 



언론사 
배너 

언론사 배너 ▶ 노출형태 

1 

2 

3 

1 

2 

3 

하이라이트형 
메인 이미지에 제목, 설명글 등으로 실제 기사의 요약 부분처럼 보여 클릭을 유도  

텍스트형 
제휴 매체사의 메인 및 기사 면에 헤
드카피 형태로 게재되며, 유저들에
게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 

썸네일형 
이미지+텍스트 형태로 주목성이 높으며 간결하게 임팩트만 전달하여 호기심을 자극 



언론사 
배너 

언론사 배너 ▶ 랜딩페이지 전략 

상품의 이슈화 

소비자의 호기심 자극 

실제 후기 및 효과 등을 
암시하며 신뢰성 확보 

DB확보 

기능 및 성능 설명 

2차 유입 유도 
(홈페이지 및 이벤트 페이지) 

기사형 UI로 광고가 아닌 
정보성 자료로 인식 

정보성으로 인식하고 유입된 고객들에게 추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기사형 페이지를  
보여줌으로써 DB확보 및 구매,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보장  



IV. 쇼핑박스 
① 네이버 

② 다음 

③ 네이트 

④ ZUM 



쇼핑박스 네이버 ▶ 트렌드상품 

상품형 광고로서 썸네일 형태의 컨텐츠가 90%의 메인 방문자 (남성로그인제외)에게 첫화면으로 노출 상품형 광고로서 썸네일 형태의 컨텐츠가 90%의 메인 방문자 (남성로그인제외)에게 첫화면으로 노출 



몰형 광고로서 10%의 메인 방문자(남성로그인 제외)에게 첫화면으로 노출되며, A형과 B형으로 구분 

쇼핑박스 네이버 ▶ 트렌드몰 



쇼핑박스 네이버 ▶ MEN 

남성에 특화된 광고로서 썸네일 형태의 컨텐츠가 남성 로그인 방문자에게 메인 첫 화면으로 노출 



쇼핑박스 네이버 ▶ 몰명링크 

바로가기형 광고로서 몰명(텍스트) 형태의 컨텐츠가 90%의 메인 방문자와 모든 남성로그인  
이용자에게 첫화면으로 노출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쇼핑홈탭(PC)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소호탭(PC)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테마탭(PC)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브랜드탭(PC)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브랜드탭(PC) 

 다음 메인 검색창 하단에 노출되는 이미지+텍스트로 
구성된 배너형태 광고로 초기 페이지 상단에 노출됨
으로써 브랜딩에 효과적인 광고상품 
 
 

 주단위 고정 광고비로 1구좌 운영이 가능한 상품 



모바일 쇼핑박스 
소재 ALL 

소재호출 
(5분단위) 

쇼핑박스 다음 ▶ 쇼핑박스 트렌트광고(모바일) 



기본노출영역
노출형태

(스마트폰기준)
랜딩TYPE 과금형태 상품가

Daum모바일 쇼핑하우

핫딜섹션

썸네일 1x3(set)

*상하, 좌우 화살

표 없음

쇼핑하우

핫딜섹션으로

In-Link

카카오톡 더보기 핫딜
전체구좌 램덤

노출

쇼핑몰

페이지로

Out-Link

월단위 고정가    7,000,000

쇼핑박스 다음 ▶ 핫딜(모바일) 



쇼핑박스 다음 ▶ 핫딜(모바일) 

모바일 핫딜 프로세스_다음 

노출영역 다음 핫딜 섹션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 



쇼핑박스 다음 ▶ 핫딜(모바일) 

모바일 핫딜 프로세스_카카오톡 

노출영역 카카오 핫딜 섹션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 



쇼핑박스 네이트 ▶ 쇼핑박스 1탭(PC) 

웰컴쿠폰  
30%  

추가할인 

추가 노출지면 



쇼핑박스 네이트 ▶ 쇼핑박스 2~3탭(PC) 



쇼핑박스 네이트 ▶ 소호 브랜드탭(PC) 



쇼핑박스 네이트 ▶ 오늘만 특가(PC) 



쇼핑박스 네이트 ▶ 쇼핑박스 1탭(모바일) 



쇼핑박스 ZUM ▶ 쇼핑박스 1탭(모바일) 



쇼핑박스 ZUM ▶ 쇼핑박스 1탭(모바일) 

① 얼리버드 : 10% 할인 
 
 
 
 
 

② 2개월 패키지 및 2~3구좌 구매 : 10% 할인(중복할인 불가) 
 
 
 
 
 

③ 쇼핑박스 + 하단배너 패키지 (중복할인 불가) 
 
 
 
 
 

④ 신규 광고주 (6개월 이상 미집행 포함) 20% 할인 : 중복할인불가 

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얼리버드 특가 

20개 
결제 선착순 마감 

(11/16~27) 
300만원 270만원(vat별도) 

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2개월 패키지 2구좌 패키지 3구좌 패키지 

20개 
결제 선착순 마감 

(10/14~28) 
300만원 600만원->540만원 600만원->540만원 900만원->720만원 

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쇼핑박스+하단배너 패키지 

5 
결제 선착순 마감 

(11/16~27) 
800만원 550만원(vat별도) 

* 평균 제안가 기준_당월 상품은 전월 중순에 정확한 단가 확인 가능 



① 프로모션 30% 할인 + 쇼핑박스 1구좌 제공 

잔여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프로모션가 

4개 
결제 선착순 마감 

(11/16~27) 
800만원 400만원(vat별도) 

쇼핑박스 ZUM ▶ 베스트 쇼핑몰 



① 3개월 패키지 (중복할인 불가) 10% 할인 
 
 
 
 
 

② 쇼룸+하단배너 패키지 (중복할인 불가) 23% 할인 

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얼리버드 특가 

6개 
결제 선착순 마감 

(11/16~27) 
600만원 1800만원->1620만원 

구좌 판매기간 판매가 얼리버드 특가 

5개 
결제 선착순 마감 

(11/16~27) 
1100만원 1100만원->850만원 

진행조건 
1순위  : 결제순 
2순위  : 기존 광고주  

쇼핑박스 ZUM ▶ 프리미엄 쇼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