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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진행 관련

▪ 모든 광고는 고캐드 [내부 가이드]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후, 통과된 기업 및 제품에 한하여 광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광고 소재는 각 광고 서비스 가이드에 따라 제작 부탁 드립니다.

▪ 서비스 가이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재 수정 요청 및 자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광고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접수는 영업일 기준 광고 시작일 3일 전까지 등록이 필요하며, 영업일 내 영업 시간(09:00 ~ 18:00) 내에 이루어집니다.

※ 고캐드 광고서비스 준수사항

2. 배너 이미지 & eDM 소재 관련

▪ 고캐드 배너 광고서비스 관련 이미지 제작 가이드는 본 가이드 04p~07p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캐드 eDM 광고서비스 관련 소재 작성 방법은 본 가이드 09p~11p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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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캐드 배너 광고서비스



1 (PC웹) 메인 - 슬라이딩 배너

▪ 이미지 사이즈 : 1920 x 220 (px)

▪ 파일 형식 : JPEG, JPG, PNG

메인 -
슬라이딩 배너

1920 px

220 
px

※ 주요 내용은 1200 x 220 (px) 영역 내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외 영역도 활용 가능하지만 기기 해상도에 따라 잘려 표시될 수 있습니다.)

1200 px

220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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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웹) 메인 - 좌측 메뉴 하단

▪ 이미지 사이즈 : 160 x 600 (px)

▪ 파일 형식 : JPEG, JPG, PNG

메인 -
좌측 메뉴
하단 배너

160 px

600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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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웹) 메인 - 우측 사이드바 상단

▪ 이미지 사이즈 : 230 x 190 (px)

▪ 파일 형식 : JPEG, JPG,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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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우측 사이드바

상단 배너

230 px

190 
px



Q 고캐드 배너 광고 제작/등록 FAQ

1. 배너 이미지 제작도 가능한가요?

고캐드는 배너 광고 진행 시 완성된 배너 이미지 및 광고 소재를 전달 받아 광고 영역에 게시합니다.

이미지 직접 제작이 어려운 경우, 사설 디자인 업체를 통한 배너 이미지 제작 대행을 권고 드립니다.

2. 광고 성과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광고 종료 후, 1주 이내 노출수, 클릭수, 페이지뷰 등이 포함된 광고 성과 보고서(Count Report)를 메일로 송부 드립니다.

3. 배너 이미지 등 자료 전달은 광고 시작일 며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초안은 광고 소재 사전 검수를 위해 영업일 기준 광고시작 최소 3일 전까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 전달 자료의 수정은 영업일 기준 광고시작 1일전 오전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오후 전달 시 수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와 다른 배너 이미지 혹은 소재의 경우 정상적인 광고 게재가 불가하오니 제작 가이드에 맞춰 제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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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캐드 eDM 광고서비스



1 eDM 발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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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송 일정 및 비용 협의

② 입금 및 계산서 발행

③ 발송 희망일 최소 3일 전 Html 파일 및 광고 소재 전달

④ 발송 희망일 최소 1일 전 테스트 eDM 발송 및 확인

⑤ 지정일자 eDM 발송

⑥ 발송 1주 후, eDM 리포트(대상자수, 발송 성공수, 오픈율) 제공

※ 클릭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광고 등록 광고 집행광고 준비

① 발송 일정 및 비용 협의 ⑤ 지정일자 eDM 발송③ Html 파일 및 광고 소재 전달

② 입금 및 계산서 발행 ⑥ eDM 리포트 확인④ 테스트 eDM 발송 및 확인



2 eDM 제작/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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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캐드(CAD)정보의 중심, 고캐드 가입하고 네
이버페이 5,000원 쿠폰 받자! (9/19~9/30)

※ 메일 제목 앞 (광고) 표기, 메일 상단 발송 근거 표기, 수신거부 항목은 광고/마케팅성 정보

발송 관련 법령에 의거, 필수 표기되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 제목과 함께 광고 소재(내용 및 Html 파일) 함께 전달

▪ 제목 국문 혼합 사용 및 글자 수 100byte 이내 구성 권장

▪ 동일 내용 다 회 발송 시 오픈율 제고를 위한 제목 변경 권장

▪ Html 파일은 반드시 절대경로로 작업된 html 파일로 전달

▪ 대량 발송임을 고려하여 이미지 사이즈 및 용량 조절 권고

▪ Javascript, iframe, CSS 등 사용시, 수신처 자체적으로 차단되

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이미지 사이즈 800 x 1,700 (px) 미만 사용 권장

▪ 메일 상단에 ‘본 메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링크 클릭’ 추가 권장

▪ 메일 내용 내 의뢰처의 상호 및 연락처 표기 가능

▪ 발송인 정보 변경 가능(기본 : 고캐드 광고용 메일로 발송)



Q 고캐드 eDM 광고 제작/등록 FAQ

2. 광고 성과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eDM 발송 1주 후 총 대상자수, 발송 성공수, 오픈율 등이 포함된 eDM 성과 보고서(Count Report)를 메일로 송부 드립니다.

3. Html 파일 등 자료 전달은 광고 시작일 며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초안은 광고 소재 사전 검수를 위해 영업일 기준 광고시작 최소 3일 전까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자료는 광고시작 1일전 오전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오후 전달 시 수정 및 테스트 발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와 다른 파일 형식의 경우 정상적인 eDM 발송이 불가하오니 제작 가이드에 맞춰 제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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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ml 제작도 가능한가요?

고캐드는 eDM 광고 진행 시 완성된 Html 파일을 전달 받아 지정된 일자에 고캐드 회원을 대상으로 eDM을 발송합니다.

Html 직접 제작이 어려운 경우, 사설 제작 업체를 통한 Html 파일 제작 대행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gocad.manager@gmail.com

광고 서비스 이용요금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