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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표�메신저인�카카오톡을�비롯한�커뮤니케이션,�콘텐츠,�게임,�라이프,�커머스,�포털,�인공지능�등�카카오의�각�서비스에서는�4천만의�사용자가�매�순간�끊임없이�활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이력은�카카오의�고도화된�기술력으로�분석되어,�광고�플랫폼인�카카오모먼트를�통해�사용자의�일상과�비즈니스�순간을�연결합니다.

Connect�the�MOMENT!

01���순간을�연결하는�광고�플랫폼

순간을�연결하는�광고�플랫폼,�바로�카카오모먼트입니다.�

카카오톡�
MAU�43M���
Rank�no.1

다음�
MAU�42M

카카오스토리��
MAU�10M

카카오페이지�
MAU�5.5M

멜론��
Monthly�Paid�Users�4.8M�
Rank��No.1

플러스친구�
친구�관계수�400M

카카오T��
MAU�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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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핵심�기술로�광고�알고리즘을�지속적으로�개선해�광고에�가장�적합한�사용자를�찾고,�필요한�순간에�광고를�전송합니다.�

시간,�장소,�활동�등�맥락에�맞게끔�사용자와�광고를�연결�짓기�때문에�광고를�접하는�쪽과�광고를�집행하는�쪽�모두의�경험을�극대화합니다.

Connect�the�AUDIENCE!

01���오디언스와�연결하는�광고�플랫폼

AI�

사용자의�활동�이력을�지속적으로�
분석하여�광고�알고리즘�개선

광고�전송�최적화를�통해�
효율적인�광고�집행이�가능

오디언스와�연결하는�광고�플랫폼,�바로�카카오모먼트입니다.

?

카카오의�수많은�서비스�사용자�중�
광고에�가장�적합한�사용자를�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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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to�Use!
카카오모먼트는�광고�만들기부터�성과�분석까지�가능한�원스톱�시스템입니다.�

쉽고�직관적인�메뉴로�구성된�카카오모먼트를�통해�누구나�직접�광고를�관리할�수�있습니다.�

몇�단계만�거치면�광고가�라이브되는�편리한�플랫폼�운영을�경험해�보세요.

01���그리고�쉬운,�광고�플랫폼

쉬운�광고�플랫폼,�바로�카카오모먼트입니다.

새�광고그룹�만들기�
오디언스�설정�

예산�설정�등

새�캠페인�만들기�
광고�목적�선택

새�소재�만들기�
소재�등록

광고�노출�
심사�완료�시

보고서�
성과�분석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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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광고�

메시지광고

동영상�홍보하기�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다이렉트�메시지�보내기�

온타임�메시지�보내기

내�데이터�

모먼트�

데모그래픽�

카카오�데이터

광고�상품 광고�목적 오디언스 디바이스 게재지면 과금방식 소재

가능한�모든�디바이스�

(모바일�-�PC)

가능한�모든�지면�

(카카오톡�-�네트워크)

CPA�

CPC�

CPM�

oCPM�

CPMS

동영상형�

네이티브형�

배너형�

메시지형

Optimize�Your�kakaomoment�Ads!
카카오모먼트는�각�단계별�다양한�옵션을�갖추고�있습니다.�

이러한�단계별�옵션은�결국�광고�목적의�달성이라는�목표�아래�긴밀히�연결되어,�최종적으로�최적화된�광고�집행이�가능하게끔�유기적으로�작동합니다.�

카카오모먼트가�안내하는�프로세스를�따라�나의�마케팅에�가장�부합한�설정을�통해�최상의�카카오광고를�집행해�보시길�바랍니다.

카카오모먼트는�여러분의�최적화된�광고�집행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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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가장�돋보이게�할�다양한�광고�상품을�지원합니다.

카카오모먼트의�디스플레이광고는�생생하게,�직관적으로,�혹은�자연스럽게�시각적인�요소를�활용하여�사용자의�주목도를�크게�높일�수�있습니다.�

또한�메시지광고는�플러스친구를�통해�친구의�카카오톡�채팅방으로�메시지를�발송함으로써�사용자에게�더욱�가까이�다가갈�수�있습니다.

카카오모먼트는,

동영상형 배너형 네이티브형 와이드�이미지형 와이드�리스트형

디스플레이광고 메시지광고



�1002���카카오모먼트�:�광고�목적

카카오모먼트는,

여러분이�달성해야�할�광고�목적을�지원합니다.

브랜드�마케팅은�물론�퍼포먼스�마케팅�그리고�메시지�마케팅까지,�마케팅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다양한�광고�목적을�제공합니다.�

카카오모먼트는�광고�목적이라는�설정�하나로�타게팅,�디바이스,�게재지면,�과금방식,�그리고�소재에�이르는�최적화된�프로세스로�안내합니다.

디스플레이광고

동영상�

홍보하기

디스플레이광고

카카오�친구�

늘리기

디스플레이광고

다이렉트�메시지�

보내기

웹사이트�방문�

늘리기

온타임�메시지�

보내기

내�동영상이�많은�사용자에게�
재생되는�것을�목적으로�하여�
브랜드�홍보

내�플러스친구와�많은�사용자가�
친구를�맺는�것을�목적으로�하여�
내�카카오�홍보

내�웹사이트에�많은�사용자가�
방문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
고객�수�증대

내�플러스친구의�카카오톡으로�
정해진�일시에�맞추어�한�번에�
메시지�발송

내�플러스친구의�카카오톡으로�
설정해�둔�타게팅에�맞는�상황이�
발생한�즉시�메시지�발송

내�동영상 내�플러스친구 내�메시지내�웹사이트 내�메시지

광고�
목적

설명

광고�대상

메시지광고 메시지광고광고�형태



�1102���카카오모먼트�:�오디언스

여러분에게�딱�맞는�오디언스와의�연결을�지원합니다.

카카오�서비스의�사용자�모두는�누군가의�오디언스,�즉�최적의�잠재고객이�될�수�있습니다.�

멀리서�찾을�필요�없이,�카카오모먼트에서�사용자�특성을�기반으로�한�다양하고�고도화된�타게팅을�통해�수많은�사용자�속�나만의�오디언스와�만나�보세요.��

카카오모먼트는,

내�데이터�설정

• 광고반응�타겟�:�과거�집행한�내�광고�이력�활용�

• 픽셀�&�SDK�타겟�:�내�픽셀�및�SDK에서�수집한�이벤트�활용�

• 카카오�사용자�타겟�:�내�카카오�사용자(플러스친구)�활용�

• 고객파일�타겟�:�내가�가진�고객의�비식별자(ADID)�활용�

• MAT�타겟�:�내�Mobile�App�Tracker의�정보�활용�

• 유사�타겟�:�내�플러스친구�혹은�고객파일의�정보를�확장

내가�보유한�정보와�카카오의�비식별화된�
정보를�결합해�활용하는�강력한�리타게팅

• 행동�:�사용자의�특정�행동별로�타게팅��

• 관심사�:�사용자의�특정�관심사별로�타게팅�

• 서비스�:�사용자가�이용하는�서비스별로�타게팅��

• 실험실�:�실험적으로�묶어�본�카테고리별로�타게팅�

• 키워드�:�사용자가�검색했던�키워드별로�타게팅�

카카오�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의�활동��
패턴을�분석해�특정�카테고리별로�타게팅

• 검색�입력�:�상세주소�또는�장소를�검색한�후,�검색�결과
에서�설정하고자�하는�위치를�블럭�단위로�선택�

• 직접�입력�:�상세주소를�직접�입력하거나�복사하여�붙여�
넣는�방식으로,�한�번에�대량�설정이�가능

사용자의�현재�위치를�정확하고�안전하게�
추정하여�준�실시간으로�사용자의�순간을�
포착해�활용하는�가장�진화된�타게팅

• 성별�:�전체�/�남성�/�여성�

• 나이�:�전체�/�5�혹은�10�단위로�나이�선택�

• 지역�:�전국�/�국내(전국)�+�해외�/�시,�도단위

카카오�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특성을�
분석하여�추정한�데모그래픽으로�타게팅

모먼트�설정 데모그래픽�설정 카카오�데이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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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먼트는,

가능한�모든�디바이스를�지원합니다.

사용자는�복수의�디바이스를�향유하여�때와�장소를�불문하고�다양한�서비스를�이용합니다.�

카카오모먼트가�제공하는�‘가능한�모든�디바이스�노출’�기능을�활용하면,�모바일에서�PC까지�가능한�디바이스를�폭넓게�커버할�수�있습니다.

PC모바일

i

i i

가능한�모든�디바이스�노출



가능한�모든�지면�노출

�1302���카카오모먼트�:�게재지면

카카오모먼트는,

가능한�모든�게재지면을�지원합니다.

카카오모먼트는�단순히�게재지면에�광고를�노출하는�것이�아닌,�최적의�오디언스가�있는�게재지면을�찾아�그에�맞는�광고를�노출합니다.�

카카오모먼트가�제공하는�‘가능한�모든�지면�노출’�기능을�활용하면,�카카오톡에서�네트워크까지�게재지면을�선택해야�할�고민�없이�가능한�게재지면�모두에�최적화된�노출이�가능합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대한민국�대표�메신저�서비스

모바일

카카오스토리�
대한민국�대표�소셜�미디어

모바일/PC

다음�
대한민국�대표�포털�서비스

다음�초기화면�
다음�뉴스�
다음�메일�
다음�자동차�
기타�서브�등�노출

카카오서비스�
그�밖의�카카오서비스

카카오페이지�무료�웹툰�및�
웹소설�콘텐츠�마지막에�노출�

카카오서비스는�향후�
지속적으로�확대해�갈�예정

모바일

네트워크�
카카오와�제휴된�외부�네트워크

주요�포털(Nate�등)�
언론사(SBS�뉴스�등)�
APP(지하철종결자�등)�등�노출�

엔터테인먼트,�직업�등�
24개의�세부�카테고리로�분류

모바일/PC

카카오톡�#(샵)탭�
카카오톡�더보기탭�등�노출

카카오스토리�피드�등�노출

현재는�카카오페이지가�포함 주요�포털과�언론사,�커뮤니티�등�
약�4천여�개의�제휴�네트워크�매체

k N



�1402���카카오모먼트�:�과금방식

카카오모먼트는,

여러분의�광고를�더욱�가치�있게�할�과금방식을�지원합니다.

카카오모먼트는�여러분의�광고가�더욱�유의미하게�사용자와�접할�수�있도록�광고�목적과�밀접한�과금방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광고하는�목적에�부합하는�과금방식을�선택함으로써�보다�합리적인�비용으로�광고�운영이�가능합니다.

CPA�

액션당�과금
친구�추가와�같은�특정한�
액션이�발생할�때마다�과금

카카오�친구�늘리기

CPC�

클릭당�과금
클릭이�발생할�때마다�과금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CPM�

노출당�과금
노출이�발생할�때마다�과금�
입찰금액�및�게재방식은�
직접�설정하여�운영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동영상�홍보하기

oCPM�

노출당�과금
노출이�발생할�때마다�과금�
입찰금액�및�게재방식은�
시스템에서�자동으로�운영

카카오�친구�늘리기

CPMS�

발송당�과금
메시지가�발송될�때마다�과금�
메시지�종류에�따라�적용�단가가�상이

다이렉트�메시지�보내기�(고정�단가)�
온타임�메시지�보내기�(입찰�단가)

Action Click
Mile�

(imp)

Mile�

(imp)

Message�

Send



썸네일피드

�1502���카카오모먼트�:�소재

카카오모먼트는,

여러분의�특별함을�극대화할�소재�등록을�지원합니다.

카카오모먼트가�지원하는�다양한�소재�형태라면,�소재에�담아낸�브랜드의�특별함을�극대화하여�사용자의�시선을�단숨에�사로잡는�것도�어렵지�않습니다.�

소재는�여러�형태를�준비하여�같이�운영하는�것도,�한�형태에�다양한�버전의�크리에이티브를�복수�등록하여�같이�운영하는�것도�모두�적극적인�운영�방안입니다.

동영상형 메시지형네이티브형 배너형

생생한�동영상�소재로�
강력하고�집중적인�브랜딩

직관적인�배너�소재로�
브랜딩에서�전환까지�커버

자연스러운�네이티브�소재로�
콘텐츠를�접하는�듯한�경험�및�효과

와이드�이미지형으로�
주목도�높은�메시지�전달�

와이트�리스트형으로�
다양한�주제의�메시지�전달

동영상�피드

동영상�배너

이미지피드

전면

* 실제�노출과�미리보기가�다를�수�있습니다.

560x120



어떻게�마케팅�할까,�카카오모먼트03



�1703���카카오모먼트로�브랜드�마케팅하기

내�동영상을�멋지게�홍보!
브랜드�마케팅에는�무엇보다도�동영상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홍보해�보는�건�어떨까요?�

카카오모먼트가�자랑하는�방대한�사용자�커버리지와�프리미엄�게재지면을�통해�동영상을�노출함으로써�브랜드�로열티를�더욱�증대시킬�수�있습니다.

디스플레이광고 동영상�홍보하기 내�데이터 가능한�모든�디바이스 가능한�모든�지면 CPM 동영상�피드

메시지광고 동영상�배너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카오서비스

Android

iOS

모먼트

데모그래픽

카카오�데이터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목적�설정�없이�광고하기

광고�상품 광고�목적 오디언스 디바이스 게재지면 과금방식 소재

* 상기는�하나의�예시이오니�참고로만�활용�바랍니다.

* 세부�설정은�직접�플랫폼을�운영하면서�내�캠페인에�가장�적합한�내용으로�설정해�보시길�권장�드립니다.



�1803���카카오모먼트로�퍼포먼스�마케팅하기

내�친구�효과적으로�늘리기!
누구나�무료로�만들�수�있는�카카오톡�안의�비즈니스�홈,�플러스친구는�이미�강력한�마케팅�채널이자�카카오톡�사용자에게�친숙한�서비스입니다.�

플러스친구는�있는데�어떻게�친구를�늘려야�할지�망설이고�있다면,�카카오모먼트에서�내�브랜드나�플러스친구에�관심이�많은�사용자들을�찾아�친구로�전환해�보세요.

디스플레이광고 동영상�홍보하기 내�데이터 가능한�모든�디바이스 가능한�모든�지면 CPA 이미지피드

메시지광고 썸네일피드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카오서비스

Android

iOS

모먼트

데모그래픽

카카오�데이터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목적�설정�없이�광고하기

광고�상품 광고�목적 오디언스 디바이스 게재지면 과금방식 소재

CPC

CPM

oCPM

전면

배너

* 상기는�하나의�예시이오니�참고로만�활용�바랍니다.

* 세부�설정은�직접�플랫폼을�운영하면서�내�캠페인에�가장�적합한�내용으로�설정해�보시길�권장�드립니다.



�1903���카카오모먼트로�퍼포먼스�마케팅하기

내�웹사이트로�방문을�유도하고�구매�전환까지!
퍼포먼스�마케팅이라면�내�데이터�활용(특히�카카오픽셀/SDK�설치를�권장!)을�통해,�과거�내게�반응했던�사용자를�대상으로�재차�웹사이트�방문을�유도하고�구매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시도를�해�보세요.�

웹사이트뿐만�아니라�모바일에서�앱스토어�등으로�사용자�동선을�구성하여�앱설치나�앱실행을�목표로�하는�앱�관련�캠페인�역시�카카오모먼트에서�진행이�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광고 동영상�홍보하기 내�데이터 가능한�모든�디바이스 가능한�모든�지면 CPC 이미지피드

메시지광고 썸네일피드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카오서비스

PC

모바일

모먼트

데모그래픽

카카오�데이터

카카오�친구�늘리기

웹사이트�방문�늘리기

목적�설정�없이�광고하기

광고�상품 광고�목적 오디언스 디바이스 게재지면 과금방식 소재

CPM

전면

배너

네트워크

* 상기는�하나의�예시이오니�참고로만�활용�바랍니다.

* 세부�설정은�직접�플랫폼을�운영하면서�내�캠페인에�가장�적합한�내용으로�설정해�보시길�권장�드립니다.



�2003���카카오모먼트로�메시지�마케팅하기

내�메시지로�소통하는�마케팅!
카카오라서,�플러스친구라서�가능한�메시지광고!�

만일�오프라인�이벤트�등이�예정되어�있다면,�온타임�메시지�그리고�사용자의�순간(상황)을�포착하는�모먼트와의�조합으로�강력한�마케팅�메시지를�내�친구에게�전달할�수�있습니다.

디스플레이광고 다이렉트�메시지�보내기 내�데이터 전체 CPMS 메시지

메시지광고 Android

iOS

모먼트

데모그래픽

카카오�데이터

온타임�메시지�보내기

광고�상품 광고�목적 오디언스 디바이스 게재지면 과금방식 소재

가능한�모든�지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카오서비스

네트워크

* 상기는�하나의�예시이오니�참고로만�활용�바랍니다.

* 세부�설정은�직접�플랫폼을�운영하면서�내�캠페인에�가장�적합한�내용으로�설정해�보시길�권장�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