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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리얼애드  

제작 & 온라인광고 소개서) 

웹/모바일 개발 및 온라인 부동산 종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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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회 사 명  주식회사 다산리얼애드 

대 표 자  노 경 욱 

사업분야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운영 ㅣ 온,오프라인 광고 기획 및 대행  

 e-비즈니스 컨설팅 ㅣ e-분양 캐스트 독점 광고 대행 
자연과 힐링 펜션 리조트 운영ㅣ중개 네트워크  

회사설립년도  2005년 9월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33 금성빌딩 8층 

전화번호 TEL : 02-876-8887     FAX : 02-877-0015 

웹사이트 
 www.dsrealad.co.kr (다산리얼애드) /  

www.jhr.co.kr (자연과 힐링 리조트 - 펜션/카라반/호텔) 
www.bdscast.co.kr (부동산캐스트 –e분양) 

2005년에 설립된 ㈜다산리얼애드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웹/모바일 개발 및 온라인 부동산 종합광고 전문 회사입니다. 

다산리얼애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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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양 
웹/ 모바일 
솔루션개발 
온라인광고 

분양권 
입주 
미분양 
영업대행 

펜션 
운영 
관리 

건설부동산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전문가 그룹 ▶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회사 >> 다산리얼애드 

부동산 사업부 (e-분양캐스트) 
 
 
 
-부동산 캐스트 부동산 정보 매체 운영   
- 중개업소 키워드광고영업 
- 회원 중개업소 관리/CS 
- 중개업소 매물광고 컨설팅 
- 중개업소 매물공유 및 매물제공 
   1) 창업컨설팅 점포매물 중개의뢰 
   2) 미분양 및 입주 매물 중개의뢰 
   3) 펜션 및 토지/전원주택 매물 중개의뢰 
- 분양 대행, 입주 프로모션 
- 창업컨설팅 및 상권분석 대행 
- 원룸 임대관리 서비스 

건설/부동산 온라인 비즈니스 그룹 
 
 
 
 
- 웹 사이트 구축 및 통합 유지 보수 
- 모바일 사이트 구축  
- 건설/분양 온라인 광고 대행 
- 온라인 광고물 제작 및 온라인 이벤트  
- 쇼셜 및 온라인 PR 마케팅 
- LOCAL 및 검색 광고 대행 
- 펜션 네트워크 정보사이트 개발 운영 
 
- 빌딩 건물 운영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웹&앱  
사이트  
개발 제작 

부동산사업부 
(e-분양캐스트) 

국내 건설사  연간대행 및 유지관리  실적 
(SK건설, 한양건설, 유승종합건설, 라온건설, 

대주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   

 다음카카오 e-분양 캐스트 독점 광고 대행사  

2.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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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적 

2018년 과천 위버필드, 동탄 테라스 더 모스트, 김포 한강 스위트엠 아크라시티1차,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안양라메종, 선화산업개발, 별내루이어 닻별, 세종럭스스퀘어, 정선고한 파인앤유,의정부 
민락2지구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안양 라메종, 제주아이파크 스위트,김포한강 스위트엠 아크라시티  
2차, 김포 하이패스시티 코오롱 하늘채, 성북수지 월드메르디앙 살레 더 불름, 강릉 유승 한내들, 과천 
동부센트레빌,  마곡엠시그니처, 파주 문산 메트로 스카이, 인천 검단 유승 한내들 , 영월 코아루 다미아, 
인천 주안 동부 센트레빌, 전주 유탑 유블레스 리버뷰,  서울숲AK밸리 상업시설, 영천이편한세상, 
부산대연 양우 내안안에, 마곡엠시그니처, 파주문산 메트로스카이, 정선 하이뷰 테라스, 부평 서희 
스타힐스 센트럴, 신촌 더이음63, 등촌역 와이 하우스, 광주 대라수 어썸브릿지, 남원주천솔빛마을  
전원주택지 분양, 영종도 로얄듀크, 영종도 두림타워웰스복합타워, 범어 힐스테이트 상가, 잠실 굿피플, 
청계 다우 아트리체 디벨, 광안 이안 테라디움, 의왕 더리브 비즈원, 범어힐스테이트 조합원 전용 
홈페이지, 제주아이파크 스위트 R(2차) 

연 평균 50개 이상의 프로젝트 진행 
건설/분양 온라인 광고제작사 1위  기업 

2019년 광안 이안테라디움,  의왕 더리브비즈원, 신중동역 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범어 힐스테이트, 부평 
프라이디움, 평택 엘크루, 우만 한일베라체, 다산포디움, 양양 골든테일, 동탄 그랑파사쥬,  
동탄 센텀폴리스, 남양주 두산위브상가, 성북수지 월드메르디앙살레더불룸,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동탄 그란비아스타, 울산동문 굿모닝힐 상가, 동탄 삼정그린코아, 천안 센트에비뉴, 평택 센트리마,  
여의 더위일신세계, 보은 신한헤센, 부산 오션파라곤,  수원 SK모터스상업시설, 프놈펜 골드타워,  
익산 배산신일해피트리, 제주 아이파크스위트R, 세운 힐스테이트, 광주 충장유탑유블레스,  
다산 리버써밋포스힐, 캄보디아 캄코시티, 영등포 리드원, 세종 대명밸리온, 대전유성 빅도어,  
마곡 동부센트레빌, 마포상암 시티프라움, 인천 유림노르웨이숲에듀타운, 여의대방 트리미엄시티, 
다원씨앤티, 효창 파크뷰 데시앙,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시흥장현지구 유승한내들,  
시흥장현지구 유로웨이베르겐, 청라 리버사이드크루즈몰,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파주신혼희망타운(LH),  
시흥장현A-7블럭 공공분양(LH), 위례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LH), 광주화정 한양드립, 우암 
이안오션파크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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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적 

연 평균 50개 이상의 프로젝트 진행 
건설/분양 온라인 광고제작사 1위  기업 

광주 탄벌 에코타운, 서산 라온 프라이빗, 울산 동문 굿모닝힐, 동탄2신도시 제일풍경채, 흥한 에르가 
사천, 신진주 센트럴 웰가, 김천파크드림 애비뉴, 제주 강정 코아루,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이천 코아루 페라즈, 포항 동부 이끌림, 광명 태영 데시앙, 울산 언양 양우 내안애, 제천 
코아루 드림,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동흥동 코아루 오션뷰, 대구 범어 라온 프라이빗, PM코리아, 
동백 코아루 스칸디나,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대구 대곡 수목원 제일풍경채, 김해 삼계 코아루 
센텀, 서귀포 화순 코아루 푸르나임, 세종 동양 파라곤, 진주 라온 프라이빗 시티, 화이트디어 해안, 정선 
고한 센트럴하임, 군산 수 페리체, 원주 기업도시 라온프라이빗, 미사 안강 프라이빗뷰, 흥한 에르가 
광양, 영월 코아루 웰라움, 평거 라온 프라이빗시티 럭스, 목감역 이지움 더테라스, 미사 강변 
제일풍경채,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골든뷰, 제주 연동 모디움, 부평구청역 대명벨리온, 속초 드파레 
41, 전주 에코시티 KCC스위첸, 신동탄 SK 뷰파크 3차, 대구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속초 KCC 
스위첸, 속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서원주 코아루 아너스, 장흥 코아루 해피트리, 제주 연동 
일성트루엘, 제주 파씨33, 청라 디오스텔, 여수 유탑 마리나, 울산 동문 굿모닝힐상가, 북삼 2차 
웰메이드타운,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2016년 

2017년 영종도 스카이 파크 리움, 마산석전 메트로시티, 수원 아너스빌 위즈, 포항 남구 라온 프라이빗, 라마다 
포항 프라자호텔, 익산 어양 라온 프라이빗, 수영강 신동아파밀리에, 동백 용인 테라스파크, 보라매 SK 
VIEW, 영종 유승 한내들 더스카이,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진주 드림 IT 밸리 지식산업센터, 광명역 태영 
데시앙, 일산 풍동 데이앤뷰, 사천 KCC 스위첸, 동일건설 기업사이트, 청주 스타레이크 더 테라스, 
목감역 이지움 더테라스 2차, 정선 고한 센트럴하임, 부안 라온 프라이빗, 의정부 디베뉴스타, 호텔퍼즈, 
HY컴퍼니, 남동 테크노 타워, 파주 센트럴 파크리움, 에이치와이앤파트너스, 동탄 에이스 센트럴타워, 
신도림 핀포인트, 서울숲 AK밸리, 의왕 백운밸리 제일 풍경채, 마곡 그랑 트윈타워, 야당역 케이힐스 
2차, 웨스턴 파크 송도, 병점역 써밋 프라움, 보미 더 리즌 타워 구미, 천안 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 
시티, 성남 지웰 에스테이트, 경기도 시공사 따복하우스  2차 (다산, 광교), 광명역 어반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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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eb/Mobile 사이트 제작 및 개발 

홈페이지 Web/Mobile 사이트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  

제작 상품 소개 

Ⅱ 실내VR, 항공촬영 Ⅲ 홍보영상 제작 

실내VR, 항공촬영 홍보영상 제작 

홍보영상 활용 안-MM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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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eb/Mobile 사이트 제작 및 개발 

홈페이지 Web/Mobile 사이트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  

제작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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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 / Mobile 사이트 

 프로젝트별 전담팀 구성으로 고객사의 니즈와 상황별 신속한 대응 (기획/ 제작 3인 1팀-3개팀 구축) 

 자체 제작으로 이슈 발생간 신속한 대응 및 문제 해결 (외주X) 

 전담팀별 PM 선정 -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로 업무 대응력 확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 노하우 보유  

  ※ 연간 30~40개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최고의 제작 서비스 제공 

      (신규 작업물 제작 / 이슈 발생 확인 및 해결 / 기존 제작물 유지보수) 

 당일 처리 원칙을 통한 신속 서비스 제공  

     ※ 당일 접수 후 당일 처리가 어려운 이슈는 협의 진행 

고객 요구파악 사이트 설계 웹사이트 구현 테스트 및 반영 유지보수 

요구 파악 및 추가 
보완점 체크 

웹/모바일 사이트 
이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설계 

요구 반영 및 
수정/제작  

변수 체크, 
이상 없을 시 

본페이지 반영 

이슈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확인 및 

커뮤니케이션 

[ 제작 진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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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1) 

▲ 미래에셋 센터원 
http://center1.co.kr 

▲ 더케이트윈타워 
http://ktowers.co.kr 

▲ 유승 종합건설 
http://hndapt.co.kr 

▲ 광명역 어반 브릭스 
http://gm-urbanbricks.co.kr 

웹/모바일 연간 유지보. 페이지 수정 및 재구축, 분양/입주관련 프로그램 제작 

기업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연간유지보수 주요실적 

▲프놈펜 골드타워 
http://goldtower-phn.com 

 

▲에이치와이플러스 
http://hy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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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1) 

▲ 효창파크뷰 데시앙 
http://hyochangdesian.co.kr 

▲ 마곡동부센트레빌 
http://magok-centreville.co.kr ▲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http://dsrealad.co.kr/2_project/2018/starhills/index.html 

▲LH 파주신혼희망타운 
http://pj-weddingtown.co.kr 

 

▲ 월배라온프라이빗디엘 
http://raon-wb.co.kr 

▲ 대구두류센트레빌더시티 
https://duryu-centre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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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2) 

▲동탄 테라스 더 모스트 
http://terracethemost-dt.com 

▲ 과천위버필드 
http://gc2apt.co.kr 

▲ 김포 하이패스시티 코오롱 하늘채 
http://hipasscity.co.kr 

▲ 김포한강 아크라시티 스위트 엠 
http://hg-sweetmakracity.co.kr 

▲ 강릉 유승 한내들 
http://www.youseung.co.kr/ 

▲ 과천 센트레빌 
http://gc12-centre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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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 웹사이트 주요 개발 실적(3) 

▲ 과천 센트레빌 
http://gc12-centreville.co.kr 

▲ 평택 뉴비전 엘크루  
http://new.elcruapt.com 

▲ 다산포디움  
http://dasanpodium.com 

▲ 광안 이안 테라디움  
http://iaanteradium-ga.com 

▲ 시흥장현지구 유승햔내들 
https://sh.hndapt.co.kr 

▲ 동탄삼정그린코아 
http://greencoreb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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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상품 소개 

Ⅱ 실내VR, 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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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VR, 항공촬영 

 자체 제작으로 제작 전 /중 / 후 이슈 발생간 신속한 대응 및 문제 해결 (외주X) (기획 / 제작 / 촬영  3인 1팀 구축) 

 프로젝트간 제작물의 통합  진행으로  업무  편의 제공  및 비용 절감 효과  (PC/모바일 , 실내 VR, 항공촬영 )  

 견본주택 방문 고객에게는 사이버 모델 하우스 다시보기,    

    미방문 관심고객에게는 실체감 있게 타입별 구조를 보여주는 

    시각 효과   

  * 과천위버필드 / 영월코아루다미아 / 광안이안테라디움 /  서충주시그니처 

      시티  평택 엘크루 / 인천주안동부 센트레빌  등  100여개 프로젝트 진행  

[ 실내  VR –사이버 모델 하우스 ] 

▲광안이안테라디움  
http://iaanteradium-ga.com/website/sub4_3.html 

▲인천주안 동부 센트레빌 
https://jastation-centreville.co.kr/website/sub5_5.html 

▲  드론 항공촬영 허가 등록증   ▲ 당사 보유 항공 촬영 전용 드론   

[ 항공 촬영  ] 

 항공 영상을  토지이용 계획도, 주변정보, 교통망등  바닥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의 입지 , 교통 프리미엄등을 현장감 있게 제공 

 항공촬영 허가 등록 업체로 합법적 절차 진행 

    - 관할 지방항공청, 관할군부대 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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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상품 소개 

Ⅲ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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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홍보영상 (스토리보드샘플 /상품구성 / 견적)   

[ 영상 내용] 

  입지(광역 입지),생활프리미엄, 투자가치 (개발호재, 부동산정책 등) 

   *투자가치 대신 인테리어, 단지내 생활프리미엄등으로 대체 가능 

 * 동영상 제작 리소스 

     기존 CG 자료, 기존 제작물 자료 (리플렛, 전단, 카다로그 등) / 

     현장 촬영 : 항공촬영, 주변지역촬영 /  렌탈 영상 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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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색광고  

키워드검색 

브랜드검색 

Ⅳ 애드버토리얼 

애드버토리얼 

 

 

Ⅲ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 롤링보드 

네이버 타임보드 

통합 스페셜DA 

메인 브랜딩DA 

M통합 DA 

P통합 우측배너 

GDN 

카카오AD 

인터웍스 

Ⅱ 네이티브 광고  

e분양캐스트 

경제M 

 

 

Ⅴ 바이럴 광고 

바이럴광고 

지역 커뮤니티 광고 

 

리얼클릭 

스크린뷰 

인모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튜브 범퍼애드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ZAPPLE 

U.+READY 

다방 

 

온라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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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Ⅰ 검색광고  

키워드검색 

브랜드검색 



19 47 50 

■ 포탈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상위 노출 관리 (네이버 파워링크 / 다음 (네이트 등) 프리미엄링크)  

■ 키워드 금액 경매 방식 수시 입찰 방식 변동, 선입금 충전방식, 계정등록 및 키워드 심사 평균 1주일 소요 (웹사이트 제작완료 시) 

■ 예상견적으로 실 집행시 단가경쟁 및 검색량 상승으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키워드 검색광고 

[ 네이버 키워드검색 ] [ 다음 키워드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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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브랜드검색 PC/ 모바일 (네이버) 

■ 포탈사이트 브랜드 키워드 검색광고 시 검색결과 최상단에 노출 / 고객 관심 유도 및 선호도 상승 

■ 브랜드 Identity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 

■ 1개월 단위로 부킹가능/ URL삽입을 통해 랜딩페이지로 이동 가능 

[ 네이버 브랜드 검색 라이트형 ] [ 네이버 브랜드 검색 프리미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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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랜드검색 PC/모바일 (다음카카오) 

<와이드 썸네일> <와이드 메뉴> <오토플레이> 

■ 포탈사이트 브랜드 키워드 검색광고 시 검색결과 최상단에 노출 / 고객 관심 유도 및 선호도 상승 

■ 브랜드 Identity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 

■ 1개월 단위로 부킹가능/ URL삽입을 통해 랜딩페이지로 이동 가능 

[ 다음 브랜드 검색 베이직형 ] [ 다음 브랜드 검색 프리미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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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Ⅱ 네이티브 광고  

e분양캐스트 

경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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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카카오  e-분양캐스트 (독점 광고 상품) 

■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 메인 화면’  뉴스 박스 영역 컨텐츠 단독 고정 노출 상품. 

■  “부동산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형 포털에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노출하여 최대의 

     효과로 홍보하는 컨텐츠형 광고입니다.  

■ 일 평균 클릭수 30,000여회 및 콜수로 명확한 타겟팅의 광고 효과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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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최신 뉴스 및 이용자 맞춤 추천 뉴스와 함께, 금융 주식, 부동산, 재테크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 

■ 일 평균 UB 100만, PV 380만 수준이고 주로 30~49세 이용자가 주로 방문 

2. 네이버 경제M 

■ 1,300만 UB의 네이버 방문자에게 모든 주제판이 동일하게 랜덤 노출, 사용자 설정에 따라 관심 주제 변경 가능 

[ PC 경제M ] [ Mobile 경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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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Ⅲ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 롤링보드 

네이버 타임보드 

통합 스페셜DA 

메인 브랜딩DA 

M통합 DA 

P통합 우측배너 

GDN 

카카오AD 

인터웍스 

리얼클릭 

스크린뷰 

인모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튜브 범퍼애드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ZAPPLE 

U.+READY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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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롤링보드 

■ 네이버 PC의 대표 상품 중 하나로, 유저 사용 빈도가 높은 로그인 영역 하단에 위치 

■ 1주 단위 (월요일~일요일 종료) 구성/ 지역, 예산에 따라 금액 조절 가능 

■ 브랜드당 최대 30%까지 구매 가능/ 1주 최소 집행금액은 500만원/ 판매방식 CPM 

[ 네이버 롤링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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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타임보드 

■ 시간단위 CPT 상품, 주중/주말 시간대별 예상 노출량에 맞춰 단가 차등 적용 

■ 네이버PC 메인 상단 영역에 고정 노출되는 광고로 높은 전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광고 상품 

■ 1일 24개의 시간대 중 최적의 시간대를 선택 집행 가능 

[ 네이버 타임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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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 PC 통합 우측 배너 

■ 뉴스, 연예, 스포츠 서비스의 우측 영역에 통합 노출되는 배너 상품 

■ 뉴스 홈/섹션홈/기사 본문, 연예 홈/기사 본문, 스포츠 섹션 홈/ 기사 본문 페이지 우측 상단영역 / 브랜드당 최대 30%/ 판매방식 CPM 

[ PC 통합 우측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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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 통합 스페셜 DA 

■ 기존 네이버의 뉴스판, 새로운 네이버의 검색홈 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노출되는 광고 

■ 단기간 내 높은 광고 노출 수와 브랜딩 임펙트를 얻을 수 있는 상품 

■ 기존 네이버의 경우 뉴스판 상단, 새로운 네이버의 경우 검색 홈에 노출 

■ 1일 8구좌 / 3시간 단위로 구매 가능 

[ 통합 스페셜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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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이버 메인 브랜딩 DA 

■ 모바일 뉴스판/연예판/스포츠판/경제M판/웹툰판/뿜판/푸드판/동영상판/건강판/책문화판/부모i판/라이트홈에 노출 

■ 모바일의 관문이 되는 영역에서 주목도를 얻을 수 있는 상품 

■ 1주 단위(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입니다. / 브랜드당 최대 30% / 제약, 의료 업종 집행 불가/ 판매방식 CPM 

[ 메인 브랜딩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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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통합 DA 

■ 모바일 뉴스/연예/스포츠/뿜/웹툰/웹소설/지식iN/카페에 노출되는 광고 

■ 모바일 메인보다 큰 사이즈로 다양한 유형의 상품 집행 가능 

■ 서비스별로 위치가 다르며 뉴스/연예/ 스포츠의경우 기사리스트 사이와 본문 하단에 위치/ 브랜드당 최대 30%/ 판매방식 CPM 

[ 모바일 통합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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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카오 AD 

■ 사용자가 다음과 파트너쉽 제휴를 맺은 웹페이지 방문시 타겟팅 및 입찰가를 감안하여 배너형태로 노출 

■ 경매 방식 수시 입찰방식변동, 선입금 충전방식, 계정등록 및 키워드 심사 평균 1주일 소요(웹사이트 제작완료시) 

■ 입찰방식은  및 CPC 비딩형 입찰  방식 

■ 다음 초기면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내 영역과 제휴 사이트에 게재되는 네트워크 배너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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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구글과 파트너쉽 제휴를 맺은 웹페이지 방문시 타겟팅 및 입찰가를 감안하여 배너형태로 노출 

■ 경매 방식 수시 입찰방식변동, 선입금 충전방식, 계정등록 및 키워드 심사 평균 1주일 소요 (웹사이트 제작완료 시) 

■ 입찰방식은 CPC 과금 방식 

■ 17,000개의 파트너사 포함 약 6만여개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배너광고 상품 

8. GDN 

지역, 관심사, 키워드 등 
고도화 된 타게팅 

매체 상단, 좌우측 등  
프리미엄 지면 노출 

6만 여개가 넘어가는 
세계 최대급 매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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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언론사 및 제휴 매체 내 상단 프리미엄 영역에 노출 다양한 타겟팅 솔류션 적용 가능 

■  지역, 문맥/키워드 타겟팅, 오디언스, 리타켓팅  및 wise cm 타켓팅솔루션 연동으로  엔진 분석하여 정확한 콘텐츠 필터링 가능  

■ 월 평균 UV 1,700만, PV 13억의 트래픽 보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운영 및 관리 

    *대우건설 수원역 푸르지오 ,한양수자인 청량리,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여의도 한가람 더원 등 다양한 현장 사례 다수   

 

9. 인터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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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얼클릭 

··· 

500개 
제휴 매체사 

10,000개 
제휴 블로그 및 마이크로 매체사 수 

20억 PV / Day 
광고 페이지 뷰 국내 최상위 포털 수준 
(2016년 5월 기준) 

유저관심사 
타게팅 

지역타게팅 
리타게팅 등 

다양한 타게팅 

■ 국내 최고 온라인 뉴스 미디어, 멀티미디어 포털 및 각 카테고리별 정상급 사이트들의 온라인 광고마케팅 제휴 네트워크 

■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유저의 행동패턴을 분석, 광고 목적에 맞는 타겟에게 직관적인 광고를 노출 

■ 유저성향, 패턴을 분석하여 광고 목적별 전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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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크린뷰 

■ 기존의 배너의 틀에서 벗어나 차별화 된 배너 UI와 게재위치로 유저 주목도가 높은 네트워크 배너(마우스 스크롤 시에도 고정노출) 

■ 키워드, 매체, 지역(시,군,구), 재방문여부 등을 타게팅 가능 

■ 고정 클릭수 상품으로 클릭수만 보장, 250여개의 제휴 매체사에 노출 

차별화된 UI의 배너가 풀스크린 형태로 노출 
(스크롤에도 일정시간 하단부 고정 노출) 

··· 

http://www.seoul.co.kr/index.php
http://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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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평균 클릭률 타게팅 

0.89% 
지역 타게팅 

(성동구/강동구/송파구) 

0.42% 
지역 타게팅 

(용인/수지/인천) 

0.79% 
지역 타게팅 

(동탄/수원/용인) 

1.2% 
지역 타게팅 

(경남)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1%에게 도달되는 띠배너 형식의 모바일 네트워크 광고 

■ 연령, 성별, 사이트 카테고리, 지역, 위도, 리타게팅 등 다양한 타게팅 가능 

   (지역 타게팅의 경우 시,도 단위, 위도 타게팅의 경우 특정 위,경도에서 500km에서 97km까지 반경범위 지정가능) 

■ 5,500여개의 국내 주요매체에 노출/ 중앙일보,조선일보, 연합뉴스, YTN, 도톨폰, 한경신문, 오목+, 4shared 등) 

■ 타게팅 방식에 따라 금액조절 가능 

12. 어플 배너 광고(인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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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튜브 범퍼애드 

■ 유튜브 영상이 재생 되기 전,중,후 재생되는 동영상 광고 

■ 클릭시 설정한 링크로 연결 가능/ 6초 이내 영상으로 진행 하여하 함, 6초 광고 후 과금(논스킵) 

■ 6초 이내 인스트림 소재를 통해 동영상 캠페인의 도달력과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 

■ 짧은 영상 특성상 특히 모바일에서의 도달 범위를 크게 극대화, 단기간에 많은 노출 획득 

<Mobile 광고> <PC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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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튜브_트루뷰 인스트림 

■ 유튜브 영상이 재생 되기 전 재생되는 동영상 광고 

■ 클릭시 설정한 링크로 연결 가능 

■ 5초 동안 광고가 재생된 뒤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 가능 (Skip Ad), 일정 길이 이상 시청했을 경우에만 광고비 과금 

■ 광고를 skip하더라도, 유튜브 콘텐츠 재생시 오른쪽 상단에 계속 노출되는 컴패니언 배너 설정 가능 (클릭시 과금) 

<Mobile 광고> <PC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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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acebook/Instagram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시려면 우선 광고주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미지형과 동영상형이 있으며 광고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노출 위치- facebook, 인스타그램  피드/ 링크애드비디오 

[ 페이스북 ]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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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ZAPPLE 

■ 채널 전환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블랙 화면에 스틸컷 이미지 소재 노출 

■ 디지털CATV & 위성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약 41%에게 도달 가능한 프리미엄 AD플랫폼 

■ 약 725만대의 셋탑박스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약 1,812만명에게 도달 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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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READY 

■ 일반 띠배너가 아닌 유저가 직접 액션을 취하여 참여하는 독보적인 광고상품 

■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높은 UV를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면으로 높은 신규 유저 유입률 보장 월 10억 PV보유 

■ 슬라이딩 시 클릭으로 인정 일반 배너의 부정클릭 방지 리액션 CPC 과금 

[ REA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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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다방_다방분양관 

■ 부동산 플랫폼 최다 매물보유 42만건, 월평균 방문객수 300만명, 누적 다운로드 1,800만건(AOS 1,000만/IOS 800만) 

■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찾는 고객수의 가파른 증가로 모바일 앱 광고로  

     2030부터 4050까지 폭넓은 사용자 노출 가능 

3 

1 

2 

상품지면 메인화면분양정보 섹션 분양정보관 리스트 최상단 배너 분양정보관상단리스트 

노출정보 조감도, 분양단계, 분양일정, 단지명 조감도, 분양단계, 분양일정, 단지명, 주소  조감도, 분양단계, 분양일정, 단지명, 분양가, 주소  

기간  1개월 1개월 1개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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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방 _다방분양정보관_DA광고 

상품 분양 홈 중간배너 

지면 분양  홈  섹션 

사이즈 750x180 

노출정보 배너 요약설명, 페이지 연결 

노출정책  롤링형식으로 최대 5구좌 노출 

기간 1 개월 

■ 다양한 분양, 주택관련 컨텐츠로 노출 가능, 사용자 주목도가 높은 상단에 위치해 효율적인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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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Ⅳ 애드버토리얼 

애드버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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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버토리얼 

데이터넷 

아시아경제 

포커스뉴스 

한국 경제 

서울 신문 

경향 신문 

CCTV 뉴스 

포커스 뉴스 

한라일보 

■ 온라인 언론사-뉴스PR (뉴스의 신뢰성 활용)-메이저/ 마이너 언론사 활용 

■ 키워드 검색시 포털 사이트 뉴스페이지 노출(뉴스제공 언론사명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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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Ⅴ 바이럴 광고  

바이럴 광고 

지역 커뮤니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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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 카페  상위노출, 배포, 카페 댓글관리) 

[ 댓글관리 ] [ 블로그 배포 ] [ 카페 배포 ] 

■ 관련 검색어 검색 시 정보와 광고 내용을 노출하고 정보를 얻기 쉽고 자연스럽게 내용노출 가능 

■ 상위노출은 지역+현장명을 바탕으로 제공 / 카페 관련 광고는 카페지기or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추방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블로그 상위노출 ] [ 카페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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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커뮤니티 배너광고 

■ 지역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 

■ 배너를 통해 랜딩페이지로 사용자를 유입 

■ 집행전 지역 커뮤니티와 의사소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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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33 금성빌딩 8층  

02-876-8887 

02-877-0015 

nokup@hanmail.net 

www.dsrealad.co.kr 

주식회사 다산리얼애드 

감사합니다 

http://www.dsreal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