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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스페이스클라우드는 공간을 쉽게 예약/공유 할 수 있는 No.1생활공간 플랫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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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공간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  

대한민국 밀레니얼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공간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소개합니다.  

모임하기 좋은 회의실, 스터디룸, 파티룸, 연습실 대여부터  

일하기 좋은 공유 오피스까지.. 다양한 라이프에 맞는 

공간을 공유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예약 서비스 입니다. 

32+만명 회원

월 평균 400만뷰 

12,000개실 공유 중

6,000개 업체



공간 운영자들이 인정하는 서비스로 성장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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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이상의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공유가 됬구나 하는 걸 체감했고요.” 

-올리브스튜디오 오현화 대표-

“스페이스클라우드에 이용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



파티룸부터 코워킹스페이스까지 12,000개실의 다양한 공간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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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2,100+

연습실

2,100+

스터디룸

1,800+

카페

1,300+

작업실

1,100+

독립오피스

1,100+

코워킹스페이스

500+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들 

(2018.4 기준)



예약연결 누적 43만건, 높은 만족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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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  Play���������	
��������������������  평점���������	
��������������������  
4.8/5.0

사용자의 높은 평가 이용자-호스트 연결횟수(월)

41,340회
32,030회

29,110회

5,170회

2016.06 2016.12 2017.06 2017.12



스페이스비즈와 호스트센터를 통해 ‘공간 등록’부터 ‘운영 활성화’까지 전문 채널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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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비즈. ’자영업’을 넘어 ‘로컬브랜더’로! 

www.spacebiz.kr 

호스트센터/ 공간 등록부터 정산까지!  

partner.spacecloud.kr 

http://www.spacebiz.kr
http://partner.spaceclou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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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클라우드 검색광고 가이드



스페이스클라우드 검색광고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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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 월 3만원부터 구매 가능 

월 단위로 광고 적용

합리적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

키워드 1개 구매시 PC/Mobile 동시적용

사전 예약제로 전월 광고 신청



노출위치 1 : 프리미엄존 / 최상단 1-2열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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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존���������	
��������������������  PC 프리미엄존���������	
��������������������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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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존���������	
��������������������  PC 플러스존���������	
��������������������  Mobile

노출위치 2 : 플러스존 / 검색결과 상단 3-5열로 합리적 비용으로 상위 노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검색광고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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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스 뜨는동네���������	
��������������������  /���������	
��������������������  지하철���������	
��������������������  /���������	
��������������������  시즌키워드

적용기간���������	
��������������������  :���������	
��������������������  1개월���������	
��������������������  /���������	
��������������������  예약기간���������	
��������������������  :���������	
��������������������  매월���������	
��������������������  1일���������	
��������������������  오전11시���������	
��������������������  ~���������	
��������������������  21일���������	
��������������������  16시

플러스존(기본)

프리미엄존

검색결과���������	
��������������������  프리미엄존���������	
��������������������  하단���������	
��������������������  3열~5열

검색결과���������	
��������������������  최상단���������	
��������������������  1열~2열

플러스존(기본)

프리미엄존

검색결과���������	
��������������������  프리미엄존���������	
��������������������  하단���������	
��������������������  7순위~10순위

검색결과���������	
��������������������  최상단���������	
��������������������  1순위~6순위

플러스존(기본)

프리미엄존

100,000원

150,000원

*VAT포함���������	
��������������������  가격

플러스존(기본)

프리미엄존

30,000원

80,000원

*VAT포함���������	
��������������������  가격

광고기간

게재내용

PC

모바일

노출순서

가격

해당���������	
��������������������  존에서는���������	
��������������������  랜덤으로���������	
��������������������  배치���������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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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예약

검수

광고
집행

광고는 스페이스비즈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각 키워드별 한정수량(플러스존 9개, 프리미엄존 6개)이 있습니다.

차월 광고 예약 가능 시기는 매월 1일 11시 ~ 21일 16시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키워드와 공간유형에 대하여 중복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월 22일~마지막일은 광고 검수 기간입니다.

운영중인 공간과 광고 키워드의 적합성 여부를 검수합니다.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된 광고는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처리 또는 적합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광고일(매월 1일) 오전 00시 00분 ~ 광고 종료일(매월 마지막일) 23시 59분 59초까지 노출 됩니다.

노출 순위는 광고가 적용되는 존에서 수시로 무작위 변경됩니다.

광고는 검색결과 정렬기준에서 ‘베스트공간순’에 적용됩니다.

광고상품의 환불정책은 스페이스비즈 광고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검색광고 신청 프로세스

http://spacebiz.kr/


광고문의

담당자

1:1문의

신청사이트

song@spacecloud.kr

talk.naver.com/WC6IG2

http://spacebiz.kr

스페이스클라우드 호스트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talk.naver.com/WC6IG2
http://space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