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들과 가장 가까운 광고  

2019 한터차트 배너광고 DA 가이드 



01 
메인페이지 상단 
DA 

기대효과 
 
[PC]한터차트의 PC 초기화면 상단 영역에 홈페이지 
접속시 노출되어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OBILE]한터차트의 모바일 메인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한터차트에 접속시 노출되어 
보다 강력한 마케팅 효과가 기대 되는 상품입니다  
 
 
제작 가이드 
 
노출 베너 수 
- 최대 5개가 랜덤 노출 
 
크기 
- P C : 1653 x 308 PX 
- MOBILE : 750 x 253 PX 
 
파일형태   
- JPEG, PNG, GIF / 그외 형태(협의) 
 
TIP 
- 배경이 흰색인 경우 아래쪽에만 1px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 PC 메인 상단 베너의 경우 가로 1080px 기준입니다.  
  패턴 또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경우 1080px 이상의 
  화면 크기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직접 베너 제작이 어려운 경우, 한터차트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요청시 기획의도, 노출할 문구, 이미지를 
  전달해주세요.  
 
 

PC / MOBILE  
동시 노출 



02 
PC, MOBILE 
메인페이지 중단 
DA 

기대효과 
 
[PC] 한터차트의 초기화면 중단 영역에 홈페이지 접속시 
노출되어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OBILE] 한터차트의 모바일 메인페이지 중앙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로 어디서든 모바일로 한터차트에 접속시 
노출되어 보다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 
 
노출 베너 수 
- 최대 5개가 랜덤 노출 
 
크기 
- P C : 1010 x 120 PX 
- MOBILE : 750 x 160PX 
 
파일형태   
- JPEG, PNG, GIF / 그외 형태(협의) 
 
TIP 
- 배경이 흰색인 경우 아래쪽에만 1px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 직접 베너 제작이 어려운 경우, 한터차트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요청시 기획의도, 노출할 문구, 이미지를 
  전달해주세요.  
 
 

PC / MOBILE  
동시 노출 



03  
PC, MOBILE 
랭킹목록 중단영역 
DA 

기대효과 
 
[PC] 한터차트의 차트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가장 
먼저 노출이 되어  높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OBILE] 모바일로 한터차트의 차트 컨텐츠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가장 먼저 노출이 되어  높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 
 
노출 베너 수 
- 최대 5개가 랜덤 노출 
 
크기 
- P C : 1010 x 120 PX 
- MOBILE : 750 x 160PX 
 
파일형태   
- JPEG, PNG, GIF / 그외 형태(협의) 
 
TIP 
- 배경이 흰색인 경우 아래쪽에만 1px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 직접 베너 제작이 어려운 경우, 한터차트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요청시 기획의도, 노출할 문구, 이미지를 
  전달해주세요.  
 
 

PC / MOBILE  
동시 노출 



04  
PC, MOBILE 
상세&콘텐츠영역 
DA 

기대효과 
 
[PC] 한터차트의 랭킹 콘텐츠나 앨범정보, 가수정보로 
접속하는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높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OBILE] 모바일로 한터차트의 랭킹 컨텐츠나 앨범정보, 
가수정보로 접속하는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높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 
 
노출 베너 수 
- 최대 5개가 랜덤 노출 
 
크기 
- P C : 1010 x 120 PX 
- MOBILE : 750 x 160PX 
 
파일형태   
- JPEG, PNG, GIF / 그외 형태(협의) 
 
TIP 
- 배경이 흰색인 경우 아래쪽에만 1px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 직접 베너 제작이 어려운 경우, 한터차트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요청시 기획의도, 노출할 문구, 이미지를 
  전달해주세요.  
 
 

PC / MOBILE  
동시 노출 



05  
PC, MOBILE 
차트리스트영역 
DA 

기대효과 
 
[PC] 한터차트의 음반신보, 발매일정, 팬싸인회 등의 
콘텐츠 영역에 계속 노출이 되어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MOBILE] 모바일 한터차트 페이지의 음반신보, 
발매일정등의 콘텐츠 영역에 계속 노출이 되어 높은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제작 가이드 
 
노출 베너 수 
- 최대 5개가 랜덤 노출 
 
크기 
- P C : 1010 x 120 PX 
- MOBILE : 750 x 160PX 
 
파일형태   
- JPEG, PNG, GIF / 그외 형태(협의) 
 
TIP 
- 배경이 흰색인 경우 아래쪽에만 1px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 직접 베너 제작이 어려운 경우, 한터차트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요청시 기획의도, 노출할 문구, 이미지를 
  전달해주세요.  
 
 

PC / MOBILE  
동시 노출 



06 
배너 단가표 
 
(단위: 원, VAT. 별도) 

광고위치 
(PC , 모바일 동시노출) 

인벤토리 
최대 개수 1주 2주 4주(1개월) 12주(3개월) 서비스 업데이트 오

픈 기념 할인행사 

메인페이지 상단 영역 DA 7 700,000 1,300,000 2,500,000 7,000,000 1개월 10% 할인 

메인페이지 중단 영역  DA 10 500,000 900,000 1,600,000 4,000,000 3개월 30% 할인 

랭킹목록 중단 영역  DA 10 300,000 500,000 800,000 2,000,000 

상세 & 콘텐츠 영역DA 10 300,000 500,000 800,000 2,000,000 

※  광고 계약은 기본 단위 1주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위치와 기간을 정하여 문의주세요. 
 
※  서비스 업데이트 오픈 기념으로 1개월 광고시 10% 할인, 3개월 광고시 30% 할인행사 진행중입니다. 
 
※  JPEG, PNG 등의 이미지외 특별한 DA 형식으로 노출을 원하시는 경우는 cs@hanteo.com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배너 단가표  VAT. 별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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