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부동산·인테리어 단 하나의 선택지

코비하우스VR 

플랫폼 소개 및 광고 상품 안내 





https://youtu.be/hVmOwscCqIM


타겟 고객이 



정밀한 타켓팅 
이사, 인테리어 등 인테리어 제품 구매에 높은 잠재력을 가진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고효율 광고 노출   

차별화 된 노출 
앱 내 배너 광고는 물론, 3D VR 아파트 평형을 통한 

효과적인 제품 광고 가능 

대안 없는 선택지 
부동산, 인테리어 관심 고객들이 3D 아파트 평형을 검색하고 

꾸며볼 수 있는 유일한 어플리케이션 



남성 

33% 

여성 
67% 

40세 이상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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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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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4% 

25% 

40만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코비하우스VR은 

국내 인테리어 & 홈 퍼니싱 시장을 견인하는 

2030사용자 비중이 높습니다. 



광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3D로 꾸미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직접 꾸밀 수가 있어서 좋아요~~~가상 인테리어로 설치해보고 도전~~~ 

신혼집 미리 구상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짜완전 좋은 앱 강력추천이에요!!! 

기존에 2d도면만 쓰다 이거 쓰니 넘 편하네요. 

주변 아파트 평형도 불러올 수 있고  
가구배치 등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인테리어 시공 전에 여기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서 좋은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편리해요. 

오류가 났는데 거의 바로 수정해주셨네요. 
편리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가구 위치 파악 할 때 잘 썼습니다. 
우리집 동일 조건으로 인테리어 설정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어서 
리모델링 전 활용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반복 노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연관성 높은 
핵심장소에 

AD 



광고상품 소개 

스타일가이드 Display AD 

우리동네 지도 ‘스타일가이드’ 화면 배너 광고 

(월 구독방식) 

코비하우스 VR 회원들의 가장 높은 수요와  

    노출 수를 보이는 영역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광고 노출 가능 

이미지 광고영역 



광고상품 소개_지역별 단가표 

서울 경기 서울/경기 이외 지역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중랑구 전체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전체       

광고단위 월 이용 단가 비고 

시/도 단위 단가(서울/경기 전역) 15,000  서울 혹은 경기지역 전체에 광고 노출 (예시 - 서울시 전체) 

시/군/구 단위 단가(서울/경기) 3,000  최소 3개 이상 선택 시 이용가능 (예시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시/도 단위 단가(서울/경기 이외) 10,000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각 시/도 단위 전체에 광고 노출 (예시 - 인천시 전체) 

시/군/구 단위 단가(서울/경기 이외) - 2023년 2월 기준 한시적 미 운영 

업체 광고 배너 제작 무료 직접 제작한 이미지 사용 가능, 제작 서비스 이용 시 기본 템플릿 활용 제작 



모바일 부동산·인테리어 단 하나의 선택지

코비하우스 VR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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