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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플소프트 서비스 현황
1.1 회사소개
1.2 서비스 이용자 현황 (지하철 종결자, 전국 스마트 버스)

Doppe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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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소개

지하철 종결자 (AOS, iOS)
지하철 정보 안내 앱

2011.02

지하철 종결자(안드로이드) 출시

2012.11

지하철 종결자(iOS) 출시

2013.08

㈜도플소프트 설립

2014.05

전국 스마트 버스(안드로이드) 출시

2014.06

전국 스마트 버스(iOS) 출시

2016.02

누적 다운로드 수 2,000만 돌파

2016.12

NHN 계열사 편입

http://www.doppelsoft.net

전국 스마트 버스 (AOS, iOS)
버스 정보 안내 앱

1.2 서비스 이용자 현황 (지하철 종결자)

Android

iOS

Source) Firebase

1.2 서비스 이용자 현황 (전국 스마트 버스)

Android

iOS

Source) Firebase

2.도플소프트 광고상품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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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배너
메뉴타입 배너
뉴스타입 텍스트
서비스 종료팝업 배너
광고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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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카드형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메인 화면

•

모바일 게임 사례 – CTR = 0.2%

•

여행 상품 사례 – CTR = 0.4%

•

보험상품 사례 – CTR = 0.3%

•

할인 쿠폰 사례 – CTR = 0.5%

•

마이아큐브 사례 – CTR = 0.3%

•

로그인 플러스 사례 – CTR = 0.7%

2.1 카드형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이용자에게 광고 노출 중단 옵션 제공
•

광고 노출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에게는 광고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광고 효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1 카드형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무료 제공 1
•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

카드형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전국스마트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상단 노출해 드립니다.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1 카드형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무료 제공 2
•

서비스 홍보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

카드형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주제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 한정해서 노출해 드립니다.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사이트 타이틀 이미지 형태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1 카드형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상품개요 및 단가

광고상품명

카드 형 배너 상품

게재 화면

전국스마트버스 메인 화면 (※ 앱 실행 게재중인 배너 중 2개가 랜덤하게 선택되어 앱 종료 시까지 노출됨)

게재 위치

전국스마트버스 메인 화면 상단

랜딩
광고 형태
광고 형식 및 규격
진행 방식
단가

운용 제한

모바일 웹페이지 / 구글플레이마켓(or 앱스토어) 앱 설치 화면 또는 앱 실행
※ 설치 / 실행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 iOS의 경우 마켓 ID를 이용한 앱 호출 URL 스키마에 추가되어야 앱 실행 가능함

이미지
JPG, PNG, GIF / 450*212 (40KB 미만)
CPC
CPC 100원 (부가세 별도)
※ 광고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
•
•
•

월 최소 집행 금액 1,000,000원
계약된 기간 내에 계약된 클릭 수 달성 시 노출 종료 됨 (※ 일 단위 클릭 수 제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이전에 광고 노출 종료 가능)
광고 소재는 월 최대 4개 까지 변경 가능 (※ 동일기간에 1개 게재 가능)
광고 소재는 광고 노출 전일 오전까지 제출

일 최대 광고 노출량

AOS 약 30만 / iOS 약 10만

예상 CTR

소재에 따라 0.2~0.7% 범위

기타

※ 타 광고 없이 단독으로 집행 시(1개 배너 게재 시) 일 노출 가능한 예상 수치임

• OS 타겟팅 가능 (AOS / iOS)
• 앱 이용자에게 광고 노출 중단 옵션 제공

2.2 메뉴타입 배너 (지하철 종결자)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메인 화면 상단 탭 메뉴 내에 홍보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제공
※

모바일 웹 페이지 홍보를 위한 광고주를 위한 상품입니다. (랜딩은 반드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지정해야 함)

※

쇼핑몰과 같은 결제가 필요한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 폰 기본 브라우저로 랜딩 됩니다. (자체 Webview로 랜딩 할 경우, 자체 Webview에서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가 원하는 형태로 메뉴명과 메뉴 아이콘 변경 가능합니다. (메뉴명은 공백 포함 한글 6자까지, 아이콘은 250X250 사이즈, 과도한 광고성 메뉴 명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단 2단 내에서 메뉴가 노출되고, “N” 뱃지 제공을 통해 유입수를 높여드립니다.

2.2 메뉴타입 배너 (지하철 종결자)
▶ 무료제공1
•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메뉴 타입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지하철종결자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상단 노출해 드립니다.

※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2 메뉴타입 배너 (지하철 종결자)
▶ 무료제공2
•

서비스 홍보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메뉴 타입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주제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 한정해서 노출해 드립니다.

※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사이트 타이틀 이미지 형태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2 메뉴타입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메인 화면 사이드 메뉴 내에 홍보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제공
※

모바일 웹 페이지 홍보를 위한 광고주를 위한 상품입니다. (랜딩은 반드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지정해야 함)

※

쇼핑몰과 같은 결제가 필요한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 폰 기본 브라우저로 랜딩 됩니다. (자체 Webview로 랜딩 할 경우, 자체 Webview에서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가 원하는 형태로 메뉴명과 메뉴 아이콘 변경 가능합니다. (메뉴명은 공백 포함 한글 6자까지, 아이콘은 250X250 사이즈, 과도한 광고성 메뉴 명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단 2단 내에서 메뉴가 노출되고, “N” 뱃지 제공을 통해 유입수를 높여드립니다.

2.2 메뉴타입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무료제공1
•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메뉴 타입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전국스마트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상단 노출해 드립니다.

※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2 메뉴타입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무료제공2
•

서비스 홍보 성격의 캠페인을 집행할 경우 추가 인벤토리 무료 제공
※

메뉴 타입 배너 광고주에게 제공됩니다. 주제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 한정해서 노출해 드립니다.

※

노출 및 클릭 리포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배너규격 – 320X100, GIF/JPG/PNG
40KB 미만, 사이트 타이틀 이미지 형태
리스팅 형태로 배너 및 홍보 문구 노출

2.2 메뉴타입 배너 (지하철 종결자, 전국 스마트 버스)
▶ 상품개요 및 단가

광고상품명

메뉴타입 배너 광고

게재 화면

지하철 종결자 메인 상단 탭 메뉴, 전국 스마트 버스 메인 사이드 메뉴

게재 위치

메뉴 내에서 노출 위치는 랜덤으로 결정됨

랜딩
광고 형태
광고 형식 및 규격
진행 방식
단가

운용 제한

일 평균 클릭량
기타

모바일 웹 페이지만 지원됨
※ 지하철종결자, 전국스마트버스 자체 Webview로 랜딩
※ 모바일 웹페이지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텍스트 + 아이콘
텍스트 – 공백포함 한글 5글자, 이미지 - JPG, PNG / 250*250 (40KB 미만)
월 고정 단가
100만원/월 (부가세 별도)
※ 지하철종결자/전국스마트버스 동시에 노출
※ 광고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 보장 클릭 수는 없음. (단, 일 평균 400회 이상 클릭이 발생하고 있음)
• 광고 소재(텍스트, 아이콘)는 각각 월 최대 4개 까지 변경 가능
• 광고 소재는 광고 노출 전일 오전까지 제출
지하철종결자 + 버스 = 약 400 클릭
※ 광고 소재에 따라 클릭량 편차는 클 수 있음

• 매체(지하철종결자, 전국스마트버스) 및 OS(AOS, iOS) 타겟팅 가능
• 노출/클릭 레포트는 제공되지 않음

2.3 뉴스타입 텍스트 (지하철 종결자)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메인 화면 상단 탭 메뉴 내에 웹 홍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홍보 텍스트 제공
※

모바일 웹 페이지 홍보를 위한 광고주를 위한 상품입니다. (랜딩은 반드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지정해야 함)

※

쇼핑몰과 같은 결제가 필요한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 광고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Webview로 랜딩 되는 상품으로, 자체 Webview에서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뉴스 라인 상에 첫 번째 기사 형태로 노출되며, 노출 텍스트 내용은 광고주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2.3 뉴스타입 텍스트 (전국 스마트 버스)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메인 화면 사이드 메뉴 내에 웹 홍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홍보 텍스트 제공
※

모바일 웹 페이지 홍보를 위한 광고주를 위한 상품입니다. (랜딩은 반드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지정해야 함)

※

쇼핑몰과 같은 결제가 필요한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 광고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Webview로 랜딩 되는 상품으로, 자체 Webview에서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뉴스 라인 상에 첫 번째 기사 형태로 노출되며, 노출 텍스트 내용은 광고주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2.3 뉴스타입 텍스트 (지하철 종결자, 전국 스마트 버스)
▶ 상품개요 및 단가

광고상품명

뉴스타입 텍스트 광고

게재 화면

지하철 종결자 메인 상단 탭 메뉴, 전국 스마트 버스 메인 사이드 메뉴

게재 위치

뉴스 기사 영역에 첫번째 기사로 노출

랜딩

광고 형태
광고 형식 및 규격
진행 방식
단가

운용 제한

일 평균 클릭량
기타

모바일 웹 페이지만 지원됨
※ 지하철종결자, 전국스마트버스 자체 Webview로 랜딩
※ 모바일 웹페이지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텍스트
텍스트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화면 width를 초과하는 텍스트는 말줄임표(…) 표시 처리됨
월 고정 단가
100만원/월 (부가세 별도)
※ 지하철종결자/전국스마트버스 동시에 노출
※ 광고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 보장 클릭 수는 없음. (단, 일 평균 300회 이상 클릭이 발생하고 있음)
• 광고 소재(텍스트)는 각각 월 최대 4개 까지 변경 가능
• 광고 소재는 광고 노출 전일 오전까지 제출
지하철종결자 + 버스 = 약 300 클릭
※ 광고 소재에 따라 클릭량 편차는 클 수 있음

• 매체(지하철종결자, 전국스마트버스) 및 OS(AOS, iOS) 타겟팅 가능
• 노출/클릭 레포트는 제공되지 않음

2.4 서비스 종료팝업 배너 (지하철 종결자)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지하철 종결자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 서비스 종료 시 팝업 화면으로 배너 노출

2.4 서비스 종료팝업 배너 (전국 스마트 버스)
▶ 광고 노출 위치 및 사례
•

전국 스마트 버스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 서비스 종료 시 팝업 화면으로 배너 노출

2.4 서비스 종료팝업 배너 (지하철 종결자, 전국 스마트 버스)
▶ 상품개요 및 단가

광고상품명

서비스 종료팝업 배너광고

게재 화면

지하철 종결자 내 컨텐츠 서비스 종료 팝업, 전국 스마트 버스 내 컨텐츠 서비스 종료팝업

게재 위치

화면 중앙 팝업 화면 내 노출

랜딩

광고 형태
광고 형식 및 규격
진행 방식
단가

운용 제한

일 최대 광고 노출량
예상 CTR
기타

모바일 웹페이지 / 구글플레이마켓(or 앱스토어) 앱 설치 화면
※ 설치 / 실행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이미지
JPG, PNG, GIF / 300*250 (40KB 미만)
CPM
CPM 2,000원(부가세 별도)
※ 광고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
•
•
•

월 최소 집행 금액 500,000원
계약된 기간 내에 계약된 노출 수 달성 시 노출 종료 됨 (※ 일 단위 노출 수 제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이전에 광고 노출 종료 가능)
광고 소재는 기간 내 최대 2개 까지 노출 가능 (※ 동일기간에 2개 동시 게재 가능)
광고 소재는 광고 노출 전일 오전까지 제출

약 3만
※ 타 광고 없이 단독으로 집행 시(1개 배너 게재 시) 일 노출 가능한 예상 수치임

소재에 따라 0.5~1.0% 범위
• 타겟팅은 제공되지 않음 (OS 타겟팅도 비 제공)

2.5 광고 집행 절차

S t e p 1

S t e p 2

S t e p 3

S t e p 4

광고 성과 데이터(노출수/클릭수)는 소재 별로 작성해서 주(또는 월) 단위로 광고주에게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 소재가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어렵다고 판단 될 시, 광고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성인광고 또는 대출광고의 경우 광고노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광고는 vat 별도이며, 선불입니다. (후불 여신이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

✓ 광고 집행 중에 최소집행 금액인 1백만 원까지는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광고게재시점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전에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Thank You
광고문의: doppelsoft@doppelsof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