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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형별 제작 가이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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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광고는 
서비스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를 전달합니다. 
각 구성 요소별 소재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재를 제작하신 후 소재 등록 툴에서 입력해주세요.

브랜드스토리 동영상형배너타입 / 브랜드스토리 일반형

스크롤 시,  
동영상 자동 재생

광고 노출위치

카카오스토리 이용자 피드 내 
3~5번째 노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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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재를 제작하신 후 소재 등록 툴에서 입력해주세요.

1. 배너 타입 광고

   

자세한 내용은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필 
70 x 70 (px)

2
프로필명 
최대 한글 15자 
광고주명, 브랜드명으로만 구성

3
문안 
최대 한글 45자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4
광고 소재 이미지  
1200 x 628 (px) 
Android/iOS 각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징 또는 Crop되어 적용

5 4가지 랜딩 유형 제공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1

2

3

4

유형별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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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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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스토리 일반형

   

1 프로필 
70 x 70 (px)

2
프로필명 
최대 한글 15자 
광고주명, 브랜드명으로만 구성

3
문안 
최대 한글 45자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4
광고 소재 이미지  
1200 x 628 (px) 
Android/iOS 각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징 또는 Crop되어 적용

5 4가지 랜딩 유형 제공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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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재를 제작하신 후 소재 등록 툴에서 입력해주세요.

유형별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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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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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스토리 동영상형

자세한 내용은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 하시고, 동영상 소재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프로필 
70 x 70 (px)

2
프로필명 
최대 한글 15자 
광고주명, 브랜드명으로만 구성

3
문안 
최대 한글 45자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4
동영상 소재  
1280 x 720 (px)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 x 360 (px) 필수

5 4가지 랜딩 유형 제공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1

2

3

4

01

다음 각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재를 제작하신 후 소재 등록 툴에서 입력해주세요. 
동영상형 광고는 사용자가 피드에서 콘텐츠 스크롤시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유형별 제작 가이드

5



사이즈
1280 x 720 (px)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x360 (px) 필수

형식
AVI, WMV, FLV, MP4, MPEG, ASF, DV, MOV, QT  
(권장 동영상 코덱 : H.264 / 권장 오디오 코덱 : AAC)

용량 1GB 이하

플레이타임 무제한

사운드 삽입 필수 

초당 프레임수 (FPS) 24 ~ 30fps 권장

제작가이드

· 카카오는 영상 사이즈(해상도)를 16:9 영상비의 플레이어를 사용 

 └ 4:3 또는 다른 비율일 경우, 영상 재생시 레터박스/필러박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 

 └ 플레이어 크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 영상 내 레터박스/ 필러박스가 없는 원본파일 전달  

· 동일한 영상 반복 사용 불가 (예: 15초 영상을 이어 붙여 30초 영상으로 만드는 것) 
· 제작된 영상이 팟플레이어에서 정상 재생되는지 확인 필수 
· 카카오 자체 인코딩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 
· 정상 재생되는 동영상 파일은 카카오 내부 인코딩 시스템에 의해 Bitrate 2,084 kbps로 인코딩

[참고] 동영상 소재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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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성 요소별 제작 가이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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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앱 아이콘을 프로필 이미지로 구성 
이미지는 사각형태로 식별이 가능한 오브젝트 및 로고로 작은 사이즈인
만큼 심플하게 구성하여 제작해주세요. 

1. 프로필 이미지

소제 제작 예시 실적용 예시

70

70

Don’t 

저해상도, 가독성 없는 텍스
트

Don’t 

가독성 없는 텍스트 위주
의 구성

Good Case Bad Case

Don’t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

•  사이즈 : 70 x  70px
•  형식 :  PNG
• 용량 :  50KB 이내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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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카피 및 이벤트 내용 등 광고주 브랜드명을 제외한 어떠한 수식어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프로필명 (광고주/브랜드명)

•  항상 1줄, 최대 한글 15자
•  소재등록 툴에서 입력
※  텍스트 카운팅 기준 : 영문 대/소문자, 한글, 한문, 숫자, 특수문자, 띄어쓰기 1자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광고주/브랜드명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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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브랜드 이벤트 및 캠페인 설명 카피로 광고소재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광고 문안 텍스트

•  최대 2줄, 최대 한글 45자
•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  소재등록 툴에서 입력
※  텍스트 카운팅 기준 : 영문 대/소문자, 한글, 한문, 숫자, 특수문자, 띄어쓰기 각 1자

Android 적용 iOS 적용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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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로고 또는 이벤트를 대표할 수 있는 고퀄리티 이미지로 제작해주세요.

4. 광고 소재 이미지   1200

628이미지 배너 사이즈
(제공 PSD 참고)

•  사이즈 : 1200 x  628px
•  형식 :  PNG, JPG
• 용량 :  600KB 이내
•  이미지는 Android와  iOS 통일 디자인으로 실제 적용 시  
 디바이스별 가로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징 되어 사용

   (해상도에 따라 좌우 또는 상하 각각 1px Crop될 수 있음)

•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로 구성
•  폰트 측정 박스 가이드에 맞춰 텍스트 구성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 폰트사용 가이드 참고)
•  배경 그라데이션은 투톤 이하만 가능
•  배경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채도/색조/명도 차가 10 이상일 경우 불가 
   (이 수치는 포토샵 Color Picker의 HSB 값을 의미함) 
•  이미지 내에 랜딩 정보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미지 구성 가이드

02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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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맞지 않게 제작된 소재
•  선정성, 폭력성,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
•  통일감없는 여러 개의 배너를 조합한 형태의 소재
•  이미지 전체를 감싸는 외곽 테두리
•  배경 전체를 채우는 강한 형광색 이미지
•  카카오 서비스의 주조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경우, 광고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흐림효과, 블러처리,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 인물이 왜곡된 이미지는 광고소재로 사용할 수 없음

사용 불가 이미지 정책

Don’t  비율이 맞지 않은 이미지 Don’t  폭력성/혐오감 있는 이미지 Don’t  통일감 없는 여러 개의 배너를  
조합한 형태

02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4. 광고 소재 이미지 

Don’t  이미지 전체 외곽 테두리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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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 소재 폰트 사용

•  이미지의 상하좌우 20px 여백에 텍스트(로고포함) 사용 불가
• 28px 미만의 가독성 없는 폰트 사용 불가  
• 폰트 사이즈는 64 ~ 112px 권장
•  제품에 텍스트가 포함될 경우 40px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변형 불가
•  제품에 텍스트 등이 일부 수정된 제품 사진은 불가능
•  심의필, 저작권 표기는 텍스트 측정에 포함되지 않음.

이미지 내 텍스트 구성 가이드

  1200

628

폰트 측정 박스
상하좌우 여백 20px
해당 영역에는 텍스트/ 로고 사용 불가

02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 340 x  220 px 사이즈 박스 2개로 측정  
• 측정 박스를 분할해 사용 불가 
• 텍스트 박스가 3개 이상인 경우 광고에 게재 불가

 340 x 220

폰트 측정 박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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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측정 박스 기준 박스 3개 이상 및 분할 사용 불가
•  텍스트에 지나치게 입체적인 효과 및 그림자 처리 불가
•  28px 미만의 크기가 너무 작은 폰트 사용 불가
•  이미지의 상하좌우 20px 여백에 텍스트(로고포함) 사용 불가
•  시각적으로 피로를 유발시키는 형광색과 채도가 높은 색상 사용 불가
•  지나치게 큰 텍스트가 이미지와 겹쳐서 가독성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사용 불가 폰트 정책

Don’t  폰트 측정 박스를 3개 이상 사용하여 위반   Don’t  최대/최소 텍스트 사이즈 가이드 위반 
             지나치게 입체적인 텍스트 처리 위반

 

02 구성요소별 제작 가이드

 

5. 광고 소재 폰트 사용 

Don’t  상하좌우 외곽 여백 20px 영역에 텍스트 사용
하여 가이드 위반



03   소재 제작 Tip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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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사례로 보는 Tip
•  광고 이미지의 텍스트를 최대한 배제하여 사용 
•  사용자의 피드처럼 자연스럽지만 시선이 가는 이미지로 제작
•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로 구성
•  필요에 따라,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보정

03 소재 제작 Tip

카카오스토리 광고 실사례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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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 요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소품이나 배경을 활용한 테이블로 연출
•  조리 : 과정보다는 완성컷을 먹음직스럽게 연출하여 사용
•  식품 : 상품을 활용한 요리 및 레시피 컷
•  Bad case : 식감이 떨어지는 구성 or 상품만 지나치게 포커스는 매력도 부족

Good Case

Bad Case

상품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확대 조리 과정이라 이미지의 호감도 부족

상품의 분할 및 배열을 활용한 구성 먹음직스러운 요리 완성컷 제품을 활용한 연출로 상품 호감도 상승

2. 요리, 레시피, 식품 

03 소재 제작 Tip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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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고퀄리티 이미지 사용
•  제품의 코디컷을 활용하거나 모델의 자세와 소품을 활용하여 제품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연출컷 사용 (분위기 컷으로 연출)
•  패션부분에 세로형(원피스, 코트) 제품보다는 상의 위주로 제품 전체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활용
•  전신컷을 활용한 이미지는 심플한 배경에 합성하여 단일 컷처럼 구성

제품의 전체를 연출하되 모델을 여러명 연출

주변의 소품을 활용하여 구도를 확장한 구성 2명의 착용 컷으로 제품을 다양하게 노출

모델없이 상품을 배치하여 심플하게 구성

일상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 컷 연출 

심플한 배경에 합성하여 단일 컷처럼 구성

3. 패션 / 잡화 

03 소재 제작 Tip

Goo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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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 잡화 
잡화 Good Case

모델을 활용한 브랜딩 Good Case

분위기 활용한 연출 Good Case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2

명도차가 심한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영역 구분

권장 : 제품의 특징 부분을 가로 이미지로 채워서 제작
          or 이미지 배경과 비슷한 칼라로 끝까지 채워줌

배경 통일감 없는 2개 이상의 이미지 조합으로 시선 분산

권장 : 제품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 or
          심플한 배경에서  2가지 포즈 정도의 배너 구성

•   원피스나 코트 등의 전신 사진 사용        상반신의 제품이 잘리지 않는 컷 혹은 모델의 얼굴이 나온 브랜드 이미지형으로 제작
•  배경의 통일감 없는 2개 이상의 이미지 조합은 시선을 분산시켜서 권장하지 않음
•  배경이미지와 텍스트 영역을 면으로 분리하여 사용        이미지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배경과 비슷한 컬러로 통일감 있게 사용
•  제품의 일부분만을 확대하여 사용한 경우와 제품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 보류

  

03 소재 제작 Tip

3. 패션 / 잡화 

외곽 테두리와 텍스트 박스가 상품에 대한 주목도 저하 

권장 : 텍스트박스를 제외하고 이미지만 채워서 사용
or 이미지와 텍스트 영역을 한 개의 배너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구성

  

Bad Case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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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로고( CI/BI/심볼 등)의 이미지로 심플하게 구성
•  로고와 오브젝트 이미지가 겹치지 않도록 제작하며, 텍스트만 삽입한 이미지 사용 불가

브랜드 로고형    [KakaoStoryAD_template_brandlogo  첨부 파일 참고]   

•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로만 구성
•  제품을 돋보일 수 있는 연출 및 구성

제품형     [KakaoStoryAD_template_product  첨부 파일 참고]

4. 제품 / 브랜드

03 소재 제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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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 소개형     [KakaoStoryAD_template_app  첨부 파일 참고]  

•  앱설치 유도 및 앱소개 시 이미지의 활용도를 높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 
•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 상단 또는 좌우에 배치

5. 앱 설치 / 소개

03 소재 제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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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폰트 사용

•  브랜드의 주요 내용들을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로 심플하게 구성
•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 상단 또는 좌우에 배치

텍스트형       [KakaoStoryAD_template_text  첨부 파일 참고]

03 소재 제작 Tip

•고퀄리티 배경이미지와 텍스트의 활용도를 높여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 상단 또는 좌우에 배치 아이덴티티 강조
•제품과 잘 어울리고 텍스트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백그라운드형       [KakaoStoryAD_template_bg  첨부 파일 참고]



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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