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pang Media Group 2021



Disclaimer Notes here. 

쿠팡광고소개서
Coupang Media Group | 2021.9



Disclaimer Notes here. 

디스플레이 광고
프리미엄 브랜딩
쿠팡 광고 단가 안내

쿠팡광고
상품소개



Disclaimer Notes here. 

디스플레이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왜쿠팡디스플레이광고일까요?

이 문서는 쿠팡의 지적자산이며, 무단으로 도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구매 고려도 상승

반복적인노출을통해,
경쟁제품대비구매고려도상승효과

출처: Mobile Index (2020.10)

국내 최대 이커머스 구매 고객에게만 도달

국내이커머스앱중가장높은
MAU 1,990만명이상보유

콘텐츠소비,커뮤니케이션이아닌
구매를목적으로하는고객에게만도달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광고목록

이목록은 4분기 기준 목록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인 골드박스 로켓배송 주문완료 마이쿠팡 로켓
선물하기

검색결과
페이지 기획전

PC Only - - - - - - 상단 배너
(S4) -

PC+
Mobile

상단 배너(C1) 상단 배너(G1)
하단 배너(G2) 상단 배너(R1) 하단 배너(TY) 하단 배너(MY) 기획전 탭 내 배너

(B2)

Mobile 
Only

중단 배너(GP) 중단 배너
(S4) 

노출기기 노출지면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메인상단배너 C1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PC / 모바일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165,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82,5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1920 x 450 픽셀,
모바일_720 x 38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평일, 주말 판매단가 동일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 1일 2구좌 진행 가능
• 집행 전 쿠팡 직원에게 문의

메인 상단 배너(PC)

메인 상단 배너(모바일)

쿠팡 메인 상단 배너에 위치해
쿠팡의 가장 큰 광고 소재 사이즈, 

가장 많은 노출 기대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골드박스상단배너 G1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골드박스 홈 화면 상단(캐로셀)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15,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7,5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980 x 140 픽셀,
모바일_720 x 12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6구좌 진행 가능
• 상품 상세 페이지 (SDP) 진행 불가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 배너 순서는 랜덤으로 노출

골드박스 홈 상단(PC)

골드박스 홈 상단(모바일)

특가할인 상품 모음, 
골드박스 거래를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상단 배너 광고 노출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골드박스하단배너 G2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골드박스 홈 화면 하단(캐로셀)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12,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6,0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980 x 140 픽셀,  
모바일_720 x 12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6구좌 진행 가능
• 상품 상세 페이지 (SDP) 진행 불가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  배너 순서는 랜덤으로 노출

골드박스 홈 하단(PC)

골드박스 홈 하단(모바일)

특가할인 상품 모음, 
골드박스 거래를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상단 배너 광고 노출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로켓배송상단배너 R1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로켓배송 홈 화면 상단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16,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8,000,000 원

노출 조건 로켓배송 상품에 한해 노출 가능

소재 가이드

• 크기:  PC_768 x 324 픽셀,
모바일 _720 x 24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6구좌 진행 가능
• 상품 상세 페이지 (SDP)가능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로켓 배송 홈 화면 상단(PC)

로켓배송 서비스에 관심있는 고객에게
집중 홍보가 가능한 배너

로켓 배송 홈 화면 상단(모바일)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로켓배송중단배너 R2

노출기기 모바일 only

노출위치 로켓배송 홈 화면 중단(캐로셀)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8,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4,000,000 원

노출 조건 로켓배송 상품에 한해 노출 가능

소재 가이드
• 크기:  720 x 24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8구좌 진행 가능
• 상품 상세 페이지 (SDP) 진행 불가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로켓 배송 홈 화면 중단(모바일)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주문완료페이지배너 TY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주문완료페이지 하단

노출방식 1일 고정 노출

공시단가 15,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7,5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980 x 140 픽셀,
모바일 _720 x 12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1구좌 진행 가능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주문완료페이지 하단(PC)

실제 주문까지 완료해, 구매력이
검증된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배너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문완료페이지 하단(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마이쿠팡페이지배너 MY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마이쿠팡페이지 하단

노출방식 1일 고정 노출

공시단가 40,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20,0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980 x 140 픽셀,  
모바일_720 x 12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1구좌 진행 가능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마이쿠팡페이지 하단(PC)

주문 목록, 멤버십 등 고객이
자신의 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마이쿠팡페이지’에 노출

마이쿠팡페이지 하단(PC)

마이쿠팡페이지 하단(모바일)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로켓선물하기배너 GP

노출기기 모바일 only

노출위치 로켓선물하기 홈 화면 중단(캐로셀) 

노출방식 1일 노출

공시단가 14,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7,000,000 원

노출조건 로켓배송 상품에 한해 노출 가능

소재 가이드

• 크기 : 모바일 _720 x 120 픽셀
• 파일형식 : JPG/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1일 6구좌 진행 가능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선물하기를 위해 ‘로켓선물하기’
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노출

로켓선물하기 홈 화면 중단(모바일)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Notes here. 

프리미엄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검색결과배너 S4

노출기기 • 검색결과 중단 : 모바일 only
• 검색결과 상단 : PC only

노출위치 검색 결과 중단 + 상단
(상단 or 중단 중 랜덤 노출)

노출방식 CPM (44,000 노출 보장형)

공시단가 8,0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4,0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모바일_720 x 240 픽셀
PC_1050 x 120 

• 파일형식 : JPG 또는 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용 불가

기타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 노출 수만 보장하며

노출 시간과 일자 보장은 불가
• 매주 화요일부터 노출 시작 가능

상품 연관 키워드 검색으로 모바일
중단과 함께 PC 상단에도 노출

목적 구매 소비자의 구매율 증대 기대

검색결과페이지 상단(PC)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페이지 중단(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위치 브랜드기획전 B2

노출기기 PC / 모바일

노출위치 기획전 탭 내 배너 노출

노출방식 1개월 노출

공시단가 2,200,000 원

판매단가 (할인단가) 1,100,000 원

소재 가이드

• 크기: PC_980 x 200 픽셀, 
모바일_720 x 332 픽셀

• 파일형식 : JPG/GIF/PNG
• 파일크기 : 최대 300KB 이하
• 할인율 적용 판매금액은 배너 및 랜딩 내 문구로 사
용 불가

기타

• 구좌 수 제한 없음
• 기획전 페이지로 랜딩
• 동영상, 팝업, 아웃링크 불가
• 최대 300개까지 상품 등록 가능

기획전 탭 내에서 브랜드만의
특별한 행사를 노출해 구매 전환 기대

기획전 탭 내 배너(PC)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전 탭 내 배너(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상품단가표

본 단가는 2021년 4분기 기준 단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유형 코드 상품명
노출기기

노출지면 단위 공시단가
(KRW)

판매단가
(KRW-할인단가)PC Mobile

디스플레이
광고

C1 메인 상단 배너 O O 메인 상단

일

165,000,000 82,500,000

G1 골드박스 상단 배너 O O 골드박스 상단 15,000,000 7,500,000

G2 골드박스 하단 배너 O O 골드박스 하단 12,000,000 6,000,000

R1 로켓배송 상단 배너 O O 로켓배송 상단 16,000,000 8,000,000

R2 로켓배송 중단 배너 X O 로켓배송 중단 8,000,000 4,000,000

TY 주문완료페이지 배너 O O 주문완료페이지 하단 15,000,000 7,500,000

MY 마이쿠팡페이지 배너 O O 마이쿠팡페이지 하단 40,000,000 20,000,000

GP 로켓 선물하기 배너 X O 로켓선물하기 중단 14,000,000 7,000,000

프리미엄 브랜딩

S4 검색결과 배너 O O 검색결과페이지 중단
(모바일)+상단(PC)

44,000
노출 8,000,000 4,000,000

B2 브랜드 기획전 O O 기회적 페이지 월 2,200,000 1,100,000



바로가기 신청하기 구독하기

쿠팡 광고의 모든 것
ads. coupang.com 

광고 무료 컨설팅
선정 시 최대 5만원 지원

쿠팡 광고 교실
유튜브에서 만나요!

쿠팡 광고 시작하기

새로운 광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https://ads.coupang.com/index.html
https://ads.coupang.com/Cap.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agS8rsQiKEQlbAtKh1mJZA/featured
https://ads.coupang.com/S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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