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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국내 대표 종합웨딩플랫폼

MZ세대 예비부부들의 새로운 웨딩문화 ‘희링고’
파트너사 및 광고주를 모십니다.
희링고 광고사업팀

E-mail : suite@heehan-go.com

Tel : 02-555-9880

Fax : 02-6007-1188

https://heelingo.com

Since 2021 ~

희링고
광고 상품 소개

희링고 광고상품 개요

파트너사 및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광고상품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CHECK

매년 혼인 커플

20만명!!

(통계청 자료)

희링고는 예비부부들이 주로 찾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웨딩플랫폼으로,

웨딩을 주제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업체들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링고 웨딩플랫폼으로

전국 20만명 예비부부에게 내 매장을
효율적으로 홍보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9 : 00

대표님은 지금 매장 방문자 수에 만족하시나요?
희링고 웨딩플랫폼

월 고정 광고료

오전 9 : 00

같은 광고비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링고 웨딩플랫폼

비용대비 경쟁이 높은 기존 광고 방식에서
오전 9 : 00
벗어나 웨딩이라는 명확한 타겟층을
고려하여, 예비부부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오전 9 : 01

매장 방문자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링고 웨딩플랫폼

희링고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타켓별
오전 9 : 00
방문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배너이미지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 : 01

오전 9 : 00

내 지역에 효율적으로 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링고 웨딩플랫폼

희링고는 지역기반 플랫폼으로 대표님의
오전 9 : 00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위치와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오전 9 : 01

희링고 광고상품 개요

파트너사 및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광고상품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월 광고 이용료(아래 두가지 중 선택 1가능)

디스플레이 광고(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맞춤 콘텐츠 제작과 노출광고 가능

월 고정 광고료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동시 광고 가능

6개월 선납 10% 할인 / 1년 선납 20% 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정)

월 25만원(VAT별도)

월광고료 없는 대신
건당 수수료 8%결제

 예비부부에게만 집중 노출 광고

 초기비용 및 고정비용 없음

 희링고 기능 모두 사용 가능

 희링고 기능 모두 사용 가능

 건당 수수료 없음

 매출에 근거한 수수료 결제

고정형

계좌번호

Display Ad

수수료 방식 광고료

신한은행 110-514-192958 / 희찬고(HEECHAN GO) / 고유철

월 고정 광고료 프로모션 / 세일 / 홍보

변동형

 홈 화면에 노출 가능
 비용 대비 높은 효과
 업체 인지도 증가
메인롤링배너

VR체험 배너

중간롤링배너

하단롤링배너

취향저격 배너

신상모음 배너

메인페이지 메인 배너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메인 배너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768px(가로) x 410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150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810만원

12개월(20%)
1440만원

메인페이지 VR체험 웨딩샵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VR체험 웨딩샵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중간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1024px(가로) x 693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50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270만원

12개월(20%)
480만원

메인페이지 취향저격 반응이 좋아요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취향저격 반응이 좋아요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중간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1024px(가로) x 693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50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270만원

12개월(20%)
480만원

메인페이지 신상모음 방금가져왔어요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신상모음 방금가져왔어요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중간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1024px(가로) x 693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40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216만원

12개월(20%)
384만원

메인페이지 중간배너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중간배너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중간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768px(가로) x 410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125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675만원

12개월(20%)
1200만원

메인페이지 하단배너

희링고 홈 화면에 외부랜딩이 가능한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벤트/프로모션을 홍보하여 랜딩페이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하단배너
1) 광고방식

5) 재집행 조건

2) 노출위치

6) 배너디자인 제작

- 월 고정 광고료

- 다음 배너광고 예약이 없을시 재집행이 가능하며,
재집행 희망 시 만료 최소 3일전 통보

- 메인페이지 하단 노출

- 최초 1회 무료제작
- 768px(가로) x 410px(세로)
- GIF, JPG파일 가능, 2초 이상 간격으로 롤링,
용량 10MB이하

3) 노출방식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 접속 시
배너(최대 10개)가

차례대로 노출 되는 롤링배너 방식

7) 장기예약(1년 이상)

- 별도 문의
- 최대 20%할인 (광고위치에 따라 상이)
- 누적일수는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상품
이용일 수 합산을 기준으로 함.

4) 노출일정
- 30일 기준

기간
비용

한달

100만원

※ 참고사항 : 링크변경 1회가능(10일내) / 이미지 변경불가

6개월(10%)
540만원

12개월(20%)
960만원

희링고 AD Guide

희링고 광고집행 시 필요한 가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 집행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집행 가이드

1. 정책
•
•
•

•

계약 이후 사회·법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

•

할 수 있음

제품 또는 자사브랜드(관계사) 광고 시 필수제출서류가 발생
할 수 있음

2. 콘텐츠 활용
•
•
•

1. 정책

업종에 따라 자사 내 광고집행이 불가할 수 있음

웨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함(롤링배너 광고상품제외)

모든 광고 상품의 게재지면&자료를 해당 관계사 마케팅 자료

로 활용 시 자사의 사전 허가 후 활용 가능함

광고자료 외 모든 콘텐츠 자료 사용은 자사의 사전 허가를 전

제로 하며, 자사의 콘텐츠 사용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광고집행

계약서의 계약 정지 법적 효력이 발생함

기타 광고 가이드

디스플레이광고 가이드

•
•
•
•

메인롤링배너를 제외한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는 동일 주제

및 내용의 기사는 연속 부킹 불가능

동일한 관계사여도 주제 와 내용이 다르면 연속 부킹 가능

메인롤링배너를 제외한 모든 광고상품은 사실을 기반한 내용

이어야 함 (과장/비판/비하 금지)

연속 부킹 희망 시,
최소광고료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월정해진
고정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는 외부링크로 연동 가능

썸네일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는 광고 상품 집행 시, 사진은 희

링고와 사전 협의 후 결정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절

대 불가)

1. 정책
•

제품 또는 이벤트 리워드, 제세공과금 처리는 파트너사/광고

주/대행사에서 진행

2. 월말/ 분기말/ 연말에는 카테고리 별로 광
고료 프로모션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이 시기
에는 고객센터에 문의 필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