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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상품요약 

광고 구분 광고 상품명 

Rich Media TI  (300*300px / 80*70px) 

Banner 

300배너 (300*250px) 

728배너 (728*90px) 

320배너 (320*180px) 

Mobile 

메인면 띠배너(중단,하단) (640*100px) 

기사면, 전지면  띠배너 (640*100px) 

1. 파일형태: [모든 소재 JPG, GIF 진행시 특이사항 없음] 
  가. 필요시 TI배너, 300배너는 플래시가능 
  나. 플래시 진행시 SWF, FLA파일 함께 전달 주셔야함 



2. 공통가이드 

1. 플래쉬 소재일 경우 Flash 8 버전 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cs3, cs4일 경우 버전을 낮춰서 저장 후 전달해주세요) 
 
2. 제작된 플래시 플래쉬 배너는 swf파일과 fla파일을 함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3. 파일명은 사이즈별로 기입해주세요. 
 ex) 300x300.swf / 728x90.gif 
 
4. 지정된 배너용량 50Kb 이상 시 로드무비로 제작 
(첫번째 파일의 용량은 30Kb 이하이고 총 용량의 합은 3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5. 배너 바탕이 흰색일 경우, 테두리를 넣어야합니다. (1px,#cccccc)  
 
6. 배경이 흰색이더라도 반드시 배경을 깔아야합니다. 
 
7. 모바일배너광고  
   사이즈 : 640*100 px / 파일형식: jpg 

※ 배너가 본 제작가이드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광고 노출 불가합니다. 



3. 상품별 제작시 주의사항 

1. 300x250 배너 / 320*180 배너 
 - swf / jpg / gif 형식으로 제작 플래시로 제작하는 경우 필수 액션 유무 확인 (6page 액션 가이드 참고) 
 - 사용된 텍스트는 이미지화 (vector이미지로 전환) 
 
 
2. 728x90 배너 
 - jpg / gif 형식의 단컷으로 제작 (플래시 불가!) 
 
 
3. TI (300x300, 80x70) 
 - 반드시 swf 형식으로 제작 - 투명버튼 / 액션, 클로즈버튼 / 액션, 리마인더액션 확인 ( 액션 가이드 참고) 
   플로팅 시간은 10~15초 
 - 클로즈버튼은 반드시 우측 상단 
 - 사용된 텍스트는 이미지로 전환 (vector 이미지로 전환) 
 - 반드시 scene1에 플어서 제작 
 
4. 모바일 광고 (텍스트) 
  - 광고 클릭시 새창띄워지도록 작업 
 
 <새창띄위기 참조 함수>  
 <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함수명(url){ 
 var newWindow=window.open(url,'_blank'); 
 } 
 < /script> 
 <a href="javascript:함수명('랜딩페이지 주소')">광고내용</a>  



4. 플래시배너 액션가이드 

상품명 사이즈 투명버튼 액션 리마인더 액션 클로즈 버튼 액션 

특수광고 TI 

300x300 

on (release) { 

getURL(clickthru,"_blank"); 

} 

flash.external.ExternalInterface
.call("hide_tnt()"); 

on (release) { 
flash.external.ExternalInterface
.call("hide_tnt()"); 
} 

 

80x70 

on (rollOver) { 
 flash.external
.ExternalInterface.call("show
_tnt()"); 
} 

일반배너 300배너 300x250 

on (release) { 

getURL(clickthru,"_blank"); 

} 



5. Contact Us 

(주)YTN PLUS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YTN 뉴스퀘어) 
 
TEL : 02-2160-7400 
FAX : 02-2160-7401 

 송현욱 [마케팅팀, 과장] 02-2160-7422 
shw@ytnplus.co.kr 

이춘성 [마케팅팀, 팀장] 
02-2160-7420 
cslee@ytn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