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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광고 상품 안내  

Ver. 2021.1.2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MD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는 집행 전주 목요일까지 담당 MD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상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국내 
도서  
전체 

검색창  1,500,000 15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8 

웰컴 좌측 상단 배너 2,000,000 8 

웰컴 퀵배너 1,000,000 7 

웰컴  

웰컴 레이어 3,000,000 2 

웰컴플래시 (이 주의 새 책) 2,000,000 4 

웰컴플래시 (신간 소개) 2,000,000 4 

웰컴플래시 (이벤트 도서) 2,000,000 4 

웰컴플래시 (화제의 책) 2,000,000 4 

웰컴플래시 (눈에 띄는 새 책) 2,000,000 4 

웰컴 우상단 배너 1,500,000 8 

웰컴 좌측 중단 배너 1,500,000 4 

웰컴 중단 배너 1,000,000 2X3 

국내 
도서 

메인 우상단 배너 1,000,000 5 

영역 상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상품페이지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8 

상품페이지 상단 스폰서링크 1,000,000 8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페이지  
상단 배너 

1500,000 4 

베스트셀러 페이지  
좌측 배너 

1,000,000 8 

로그인 로그인 팝업 배너 1,000,000 6 

검색 결과 

검색결과 빅 배너 
 월 

500,000  
키워드당 4구좌 

검색결과 우측 배너 (공통) 500,000  4 

분야페이지 분야페이지 우측 플래시 500,000 분야별  3구좌 

메일 

타겟메일  

1,500,000 5만통  

2,000,000 10만통  

LMS 광고 1,000,000 5천통 

모바일  

모바일 검색창 1,000,000 15 

모바일 웰컴 상단 1,500,000 5 

모바일 웰컴 중단 1,500,000 10 

모바일 웰컴 하단 
(+국내도서 상단) 

500,000 6 

모바일 베스트셀러 상단 1,000,000 5 

모바일 상품 페이지 상단 500,000 5 



영역 상품명  
 가격(VAT 별

도)  
구좌수  

150만원  
패키지 A 

웰컴 퀵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검색창 1,000,000 1주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1주 

합계 3,000,000 (할인율 50%) 

150만원  
패키지 B 

웰컴 우상단 배너 1,500,000 1주 

베스트셀러 페이지  
좌측 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상품페이지 상단 500,000 1주 

합계 3,000,000 (할인율 50%) 

200만원  
패키지 A 

웰컴 플래시 2,000,000 1주 

웰컴 퀵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검색창 1,000,000 1주 

합계 4,000,000 (할인율 50%) 

200만원  
패키지 B 

웰컴 우상단 배너 1,500,000 1주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웰컴 중단 1,500,000 1주 

합계 4,000,000 (할인율 50%) 

영역 상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300만원  
패키지  

웰컴 플래시 2,000,000 1주 

웰컴 중단 배너 1,000,000 1주 

메인 우상단 배너  1,000,000 1주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베스트셀러 상단 1,000,000 1주 

합계 6,000,000 (할인율 50%) 

400만원  
패키지 

웰컴 플래시 2,000,000 2주 

웰컴 우상단 배너 1,500,000 1주 

메인 우상단 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웰컴 중단 배너 1,500,000 1주 

합계 8,000,000 (할인율 50%) 

500만원  
패키지 

웰컴 플래시 2,000,000 2주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1주 

메인 우상단 배너  1,000,000 1주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1주 

모바일 웰컴 중단 배너 1,500,000 1주 

모바일 검색창 1,000,000 1주 

합계 10,000,000 (할인율 50%) 



1 
2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검색창               1,500,000  12 20자 이내 카피 

2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10 15자 이내 카피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검색창               1,500,000  15 20자 이내 카피 

2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8 15자 이내 카피 

1 
2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검색창               1,500,000  12 20자 이내 카피 

2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10 15자 이내 카피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웰컴 좌측 상단 배너               2,000,000  8 20자 이내 카피 

2 웰컴 퀵배너               1,000,000  7 10자 이내 카피 

1 

2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검색창               1,500,000  12 20자 이내 카피 

2 헤더 우측 배너               1,500,000  10 15자 이내 카피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웰컴 플래시 (이 주의 새 책)               2,000,000  4 20자 이내 카피 

2 웰컴 플래시 (신간 소개)               2,000,000  4 20자 이내 카피 

3 웰컴 플래시 (이벤트 도서)               2,000,000  4 20자 이내 카피 

4 웰컴 플래시 (화제의 책)               2,000,000  4 20자 이내 카피 

5 웰컴 플래시 (눈에 띄는 새 책)               2,000,000  4 20자 이내 카피 

1 2 3 4 5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웰컴 좌측 중단 배너               1,500,000  4 20자 이내 카피 

2 웰컴 우상단 배너               1,500,000  2X4 상단 10자/하단 20자 이내 카피 

2 
1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웰컴 중단 배너               1,000,000  2X3 상단 10자/하단 20자 이내 카피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메인 우상단 배너               1,000,000  5 15자 이내 카피 



vvz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상품페이지 상단 배너               1,000,000  8 15자 이내 카피 

1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상품페이지 상단 스폰서링크              1,000,000  8 도서 제목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베스트셀러 페이지 상단 배너               1,500,000  4 25자 이내 카피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베스트셀러 페이지 좌측 배너               1,000,000  8 출판사 제작 (172*550)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로그인 팝업 배너               1,000,000  6 출판사 제작 (341*310) 
*배경색 없이/폰트는 변경 가능 

1 



1 2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검색결과 빅 배너 (키워드별)  월 500,000  키워드 당 1개 출판사 제작 (710*100) 

2 검색 결과 우측 배너 (공통)  500,000  4 출판사 제작 (140*220) 



vv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분야페이지 우측 플래시                 500,000  분야별 3구좌 메인 카피 /서브 카피 (각 20자 이내) 



1 

2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모바일 검색창 광고                 1,000,000  15 13자 이내 카피 

2 모바일 웰컴 상단  1,500,000  5 20자 이내 카피 

3 모바일 웰컴 중단  1,500,000  7 20자 이내 카피 

4 
모바일 웰컴 하단 
(+국내도서 상단) 

500,000 6 20자 이내 카피 

3 

4 



1 

순서 배너명  가격(VAT 별도)  구좌수 디자인 가이드 

1 모바일 베스트셀러 상단 1,000,000 5 20자 이내 카피 

2 모바일 상품페이지 상단 500,000 5 20자 이내 카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