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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02 홈 서비스 버튼

03 택시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5 택시 탑승중 배너

06 택시 호출중 배너

07 전면 팝업 배너

08 버티컬 팝업 배너

09 홈 하단 배너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푸시 메시지

리워드 광고

12 유의사항

13 이벤트 목록 배너

14 이벤트 상세 배너

15 광고 상세 설명

옥외 광고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7 라이트 박스

공통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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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1-1 화면 구성

1-2 포맷 가이드

1-3 Bad / Good Case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앱 실행 시 약 2~3초간 노출되며, 

브랜드 패키지 혹은 콜라보 캠페인으로 집행되는 지면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투명 PNG 파일 2종  

   (T 심볼 영역, 하단 이미지 영역)

· 배경 색상값 헥스 코드

   (단, 화이트 #FFFFFF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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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영역

헥스 코드로 배경 색상값을 별도 전달 

하단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조화색 권장

지나치게 높은 채도 및 형광색 지양 

cf. 좌측 예시 배경의 헥스 코드 : #96d5f0

      T 심볼 영역

해당 영역은 가장 상위 레이어로 노출되며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T 심볼 및 하단에 kakaoT 와 광고주체의 콜라보 로고 표기

T 심볼의 색상은 아래 표를 참고 : 밝은 배경에서 #000000(BLACK) 혹은 #282D4B,

어두운 배경에서 #FFFFFF(WHITE) 혹은 #FACD00 사용

      하단 이미지 영역

컨텐츠 이미지 삽입 영역으로, 로고 삽입 가능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이내)

가로로 긴 형태의 이미지가 디바이스에 따라 적정 비율로 잘리며 중앙정렬됨 

중앙의 메인 이미지 영역(960 × 856 px) 내에 주요 오브젝트 배치

인물이 포함된 경우 눈, 코, 입, 관절 등 주요 부위가 잘리지 않도록 유의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배경 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누끼 혹은 그라데이션 처리

1-1 화면 구성

: 심볼 영역(카카오 T)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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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721 × 960 px

파일 형식 투명 PNG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 전달)

용량 210 kb 이하

광고주 

표기 방식

T 심볼 하단 지정된 위치에 kakao T와 광고주체의 콜라보 

로고 삽입

심볼 포함시 최대 높이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두 로고가 동일한 무게감을 갖도록 시각적 균형 조절

콜라보 로고 길이에 따라 가로 중앙 정렬

배경 명도에 따라 T 심볼의 속공간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사용, 좌측 이미지는 예시를 위해 배경색을 적용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전달

Positive

간격 고정

권장 높이에 따라 
가로 길이 조절 가능

가로 중앙정렬

권장 높이 최대 높이

Negative

권장 높이에 따라 
가로 길이 조절 가능

가로 중앙정렬

권장 높이 최대 높이

간격 고정

1-2 포맷 가이드

: 심볼 영역(카카오 T)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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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맷 가이드

: 하단 이미지(카카오 T)

사이즈 2838 × 856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3.5 mb 이하

하단 

이미지 영역

구성 방법

중앙의 메인 이미지 영역(960 × 856 px) 내에 주요 오브

젝트 배치 (메인 이미지 영역 :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여지는 영역, 디바이스에 따라 잘리는 면적 상이)

인물이 포함된 경우 눈, 코, 입, 관절 등 주요 부위가 잘리지 

않도록 유의

로고 삽입 시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면적으로 제한

(텍스트는 광고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허용 시  

로고와 텍스트를 합쳐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텍스트 높이 65px로 제한)

로고 이외의 프로모션 공지, 광고 카피 등의 텍스트 삽입  

지양 (업종 규정에 따른 심의필 번호 추가 가능)

스플래시 배경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누끼 혹은  

그라데이션 처리

지원하지 않는 동작이 연상되는 아이콘 사용 지양  

(ex. 플레이 버튼, 알림 표시 등)

메인 이미지 영역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로고 외 텍스트는 

서체 높이 65px이하로 제한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7

      배경 영역 카카오 내비 아이덴티티 컬러 고정 (#fae100)

      T 심볼 영역
해당 영역은 가장 상위 레이어로 노출되며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카카오내비 심볼 및 하단에 kakaonavi 와 광고주체의 콜라보 로고 표기

      하단 이미지 영역

컨텐츠 이미지 삽입 영역으로, 로고 삽입 가능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이내)

가로로 긴 형태의 이미지가 디바이스에 따라 적정 비율로 잘리며 중앙정렬됨 

중앙의 메인 이미지 영역(960 × 856 px) 내에 주요 오브젝트 배치

인물이 포함된 경우 눈, 코, 입, 관절 등 주요 부위가 잘리지 않도록 유의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배경 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누끼 혹은 그라데이션 처리

1-4 화면 구성

: 심볼 영역(카카오내비)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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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840 × 396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210 kb 이하

광고주 

표기 방식

카카오내비 심볼 하단 지정된 위치에 kakaonavi와

광고주체의 콜라보 로고 삽입

심볼 포함시 최대 높이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두 로고가 동일한 무게감을 갖도록 시각적 균형 조절

콜라보 로고 길이에 따라 가로 중앙 정렬

좌측 이미지는 예시를 위해 배경색을 적용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전달

Symbol area

권장 높이에 따라 
가로 길이 조절 가능

가로 중앙정렬

1-5 포맷 가이드

: 심볼 영역(카카오내비)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간격 고정

권장 높이 최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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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맷 가이드

: 하단 이미지(카카오내비)

사이즈 2838 × 856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3.5 mb 이하

하단 

이미지 영역

구성 방법

중앙의 메인 이미지 영역(960 × 856 px) 내에 주요 오브

젝트 배치 (메인 이미지 영역 :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여지는 영역, 디바이스에 따라 잘리는 면적 상이)

인물이 포함된 경우 눈, 코, 입, 관절 등 주요 부위가 잘리지 

않도록 유의

로고 삽입 시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면적으로 제한

(텍스트는 광고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허용 시  

로고와 텍스트를 합쳐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텍스트 높이 65px로 제한)

로고 이외의 프로모션 공지, 광고 카피 등의 텍스트 삽입  

지양 (업종 규정에 따른 심의필 번호 추가 가능)

스플래시 배경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누끼 혹은  

그라데이션 처리

지원하지 않는 동작이 연상되는 아이콘 사용 지양  

(ex. 플레이 버튼, 알림 표시 등)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로고 외 텍스트는 

서체 높이 65px이하로 제한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메인 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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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Good Case

(X) 배경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오브젝트가 잘린 경우 (O) 오브젝트가 잘리지 않고 배경영역과 자연스럽게 배치

1-3 Bad / Good Case

: 공통(카카오 T, 카카오내비)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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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Good Case

(X) 로고 삽입 면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메인 이미지 영역의 25% 이내) (O) 로고 삽입 면적 준수

1-3 Bad / Good Case

: 공통(카카오 T, 카카오내비)

01 스플래시

디스플레이 광고



02 홈 서비스 버튼

2-1 화면 구성

2-2 포맷 가이드

2-3 Bad / Good Case

12

카카오 T가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함께 메인 화면에서 아이콘 형식으로 노출

사용자의 앱 버전 및 추가 런칭하는 서비스에 따라 광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투명 PNG 파일 1종  

· 홈 버튼 텍스트

·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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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홈 서비스 버튼

2-1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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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영역 : 카카오 T 서비스와 나란히 노출

텍스트 영역 : 글자 수 제한 준수

02 홈 서비스 버튼

2-1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168 × 168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40 kb 이하

이미지 영역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22년 9월 5일 이후부터 

AD 마크 기본 적용)

실사 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로고 외 텍스트 사용 

불가, 로고타입 활용시 가독성 확인 후 적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이미지 영역의 10%이내 면적에 한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음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인물의 경우 이마를 포함한 얼굴이 드러나도록 함)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텍스트 영역

가이드

한글 5자 이내, 혹은 영문 7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주는 문구 지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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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홈 서비스 버튼

2-2 포맷 가이드

디스플레이 광고

22.62px

19.38px

126 ×126 px

168px

16
8p

x

* 예시를 위해 화이트 배경 처리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은 투명 처리

광고

사이즈 168 × 168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40 kb 이하

이미지 영역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22년 9월 5일 이후부터 

AD 마크 기본 적용)

실사 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로고 외 텍스트 사용 

불가, 로고타입 활용시 가독성 확인 후 적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이미지 영역의 10%이내 면적에 한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음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인물의 경우 이마를 포함한 얼굴이 드러나도록 함)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텍스트 영역

가이드

한글 5자 이내, 혹은 영문 7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주는 문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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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 예시를 위해 화이트 배경 처리 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은 투명 처리

Good Case
02 홈 서비스 버튼

2-3 Bad / Good Case

디스플레이 광고

(X) 프레임 이탈 가능 면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미지 영역의 10% 이내)

(O) 이미지 영역의 10% 이내로  

프레임 이탈 면적 준수

(X) 템플릿에 지정된 위치를 변경한 경우 (O) 템플릿의 이미지 영역 준수

(X)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컨텐츠를 사용 한 경우

(X)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주지 않는 

컨텐츠 활용

(X) 로고타입 적용 시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O) 로고타입 적용 시 가독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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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앱 택시 실행 시 배차 후 지도 화면에 노출되는

승객 및 기사 핀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와 직접 연결된 지면

* 기본형은 배차 후 화면에 핀만 노출되며, 클릭형은 핀 터치 시 화면 하단 배너가 일시 노출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기본형)

· 투명 PNG 파일 2종 

   (승객핀, 기사핀 파일명으로 구분) 

03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3-1 (기본형) 택시 핀테마 포맷 가이드

3-2 (기본형) Bad / Good Case

3-3 (클릭형) 화면 구성

필수 전달 사항 (클릭형)

· 핀 : 투명 PNG 파일 2종 

   (승객핀, 기사핀 파일명으로 구분)

· 배너 : PNG 파일 1종 

· 배너 배경 색상값 헥스 코드

  (단, 화이트 #FFFFFF 적용 불가)

· 배너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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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21 × 150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각 2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실사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기타 텍스트 사용 불가)

택시 호출 서비스와 혼선을 주거나 부정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소재는 게재 거부될 수 있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승객 핀과 기사 핀은 포인터형, 원형 스타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두 핀 모두 동일한 스타일로 제작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디스플레이 광고

지도 위에서 명시성을 가질 수  

있는 색상 선택 (지나치게 높은 채도 

및 형광색 지양)이미지 영역

색상에 따라 지도와 구분을 위해  

동색 계열 외곽선 사용 가능

이미지는 이미지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 (원형 핀의 경우 10% 면적 허용)

이미지 영역

그림자 : #000000, Opacity 30%

포인터형 승객 핀 : 

출발지를 알리는 핀으로, 승객이 지정한 위치에 고정

포인터형 기사 핀 :  

실시간 택시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03 택시 핀테마

3-1 (기본형) 포맷 가이드

: 포인터형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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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27 × 127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각 2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실사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기타 텍스트 사용 불가)

택시 호출 서비스와 혼선을 주거나 부정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소재는 게재 거부될 수 있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승객 핀과 기사 핀은 포인터형, 원형 스타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두 핀 모두 동일한 스타일로 제작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이미지영역의 10% 이내 면적에 한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음

외곽선 : #B3B3B3, Opacity 100%

이미지 영역

그림자 : #000000, Opacity 30%

원형 승객 핀 : 

출발지를 알리는 핀으로, 승객이 지정한 위치에 고정

원형 기사 핀 :  

실시간 택시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03 택시 핀테마

3-1 (기본형) 포맷 가이드

: 원형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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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Good Case

(X)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O)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컨텐츠 사용

(X) 승객 핀과 기사 핀을 각각 다른 스타일로 제작한 경우 (O) 승객 핀과 기사 핀을 동일한 스타일로 제작

승객 핀 기사 핀 승객 핀 승객 핀기사 핀 기사 핀

또는

(X)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외의 이미지나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 (O)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이미지 활용

(X) 로고 외 텍스트를 사용한 경우 (O) 로고 외 텍스트 삭제

03 택시 핀테마

3-2 (기본형) 

Bad / Goo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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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핀 : 121 × 150 px

하단 배너 : 1029 × 222 px

파일 형식 투명 PNG (하단배너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핀 : 각 20 kb 이하 

하단 배너 : 300 kb 이하

제작가이드

      승객 핀 및 기사 핀 : 

‘3-1, 3-2 택시 핀테마 (기본형)’ 15-17p 가이드 참고

하단 배너 : ‘05 택시 탑승중 배너’ 27-30p 가이드 참고

디스플레이 광고

하단 배너 :  

핀 터치 시 일시 노출되며 배너 터치 시 URL로 이동

승객 핀 : 

출발지를 알리는 핀으로, 승객이 지정한 위치에 고정

(예시는 포인터형 핀이며 원형 핀으로도 제작 가능)

기사 핀 :  

실시간 택시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예시는 포인터형 핀이며 원형 핀으로도 제작 가능)

03 택시 핀테마

3-3 (클릭형)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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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앱 대리 실행 시 배차 후 지도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핀으로 대리 호출 서비스와 직접 연결된 지면

*기본형은 배차 후 화면에 핀만 노출되며, 클릭형은 핀 터치 시 화면 하단에 배너가 일시 노출 

디스플레이 광고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4-1 (기본형) 포맷 가이드

4-2 (기본형) Bad / Good Case

4-2 (클릭형) 화면 구성 

필수 전달 사항 (기본형)

· 투명 PNG 파일 1종 

필수 전달 사항 (클릭형)

· 핀 : 투명 PNG 파일 1종 

· 배너 : PNG 파일 1종 

· 배너 배경 색상값 헥스 코드

· 배너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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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21 × 150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2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실사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기타 텍스트 사용 불가)

대리 호출 서비스와 혼선을 주거나 부정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소재는 게재 거부될 수 있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기사 핀은 포인터형, 원형 스타일 중 한 가지를 선택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디스플레이 광고

지도 위에서 명시성을 가질 수  

있는 색상 선택 (지나치게 높은 채도 

및 형광색 지양)이미지 영역

색상에 따라 지도와 구분을 위해  

동색 계열 외곽선 사용 가능

이미지는 이미지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 (원형 핀의 경우 10% 면적 허용)

이미지 영역

그림자 : #000000, Opacity 30%

포인터형 기사 핀 :  

실시간 기사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04 대리 핀테마

4-1 (기본형) 포맷 가이드

: 포인터형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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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27 × 127 px

파일 형식 투명 PNG

용량 2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실사이미지 및 로고타입  

활용 가능 (기타 텍스트 사용 불가)

대리 호출 서비스와 혼선을 주거나 부정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소재는 게재 거부될 수 있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기사 핀은 포인터형, 원형 스타일 중 한 가지를 선택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 혼란을 주는 경우

이미지영역의 10% 이내 면적에 한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음

외곽선 : #B3B3B3, Opacity 100%

이미지 영역

그림자 : #000000, Opacity 30%

원형 기사 핀 :  

실시간 택시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04 대리 핀테마

4-1 (기본형) 포맷 가이드

: 원형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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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Good Case

(X)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O) 서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컨텐츠 사용

(X)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외의 이미지나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 (O)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이미지 활용

(X) 로고 외 텍스트를 사용한 경우 (O) 로고 외 텍스트 삭제

04 대리 핀테마

4-2 (기본형) 

Bad / Goo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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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핀 : 121 × 150 px

하단 배너 : 1029 × 222 px

파일 형식 투명 PNG (하단배너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핀 : 각 20 kb 이하 

하단 배너 : 300 kb 이하

제작가이드

대리 기사 핀 : 

‘4-1, 4-2 대리 핀테마 (기본형)’ 23-25p 가이드 참고

하단 배너 : ‘05 택시 탑승중 배너’ 27-30p 가이드 참고

디스플레이 광고

하단 배너 :  

핀 터치 시 일시 노출되며 배너 터치 시 URL로 이동

기사 핀 :  

실시간 기사 위치로, 화면 내에서 이동

(예시는 포인터형 핀이며 원형 핀으로도 제작 가능)

04 대리 핀테마

4-3 (클릭형)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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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택시 탑승중 배너

5-1 포맷 가이드

5-2 Bad / Good Case

카카오 T 앱 택시 실행 시 탑승 중 화면 지도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서비스 공지사항 및 외부 광고가 협의된 비율로 노출

* ‘06 택시 호출중 배너’와 가이드 동일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PNG 파일 1종 

· 배경 색상값 헥스 코드

  (단, 화이트 #FFFFFF 적용 불가)

·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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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택시 탑승중 배너

5-1 포맷 가이드

: 텍스트 좌측 정렬

사이즈 1029 × 222 px

파일 형식 PNG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300 kb 이하

카피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5pt /  

#4C4C4C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6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심의필, 고지문구 : Spoqa Han Sans Regular / 18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그레이톤 혹은 화이트로 색상 통일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하단 고지형의 경우 텍스트 좌측 정렬 배너만 가능

이미지

가이드

이미지 영역 내 좌, 우측이 크롭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로  

필수 적용 (누끼 오브젝트 혹은 그라데이션 배경 등 활용)

이미지 영역 내 텍스트 삽입 불가

오브젝트와 조화색으로 배너 배경색 지정

디스플레이 광고

오브젝트 이미지 px

px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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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05 택시 탑승중 배너

5-1 포맷 가이드

: 텍스트 중앙 정렬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1029 × 222 px

파일 형식 PNG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300 kb 이하

카피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5pt /  

#4C4C4C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6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그레이톤 혹은 화이트로 색상 통일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동일 문구로 기재 불가

간결한 메시지가 전달력 높음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이미지 영역 내 좌, 우측이 크롭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로  

필수 적용 (누끼 오브젝트 혹은 그라데이션 배경 등 활용)

이미지 영역 내 텍스트 삽입 불가

오브젝트와 조화색으로 배너 배경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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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택시 탑승중 배너

5-2 Bad / Good Case

디스플레이 광고

Bad Case Good Case

(O) 오브젝트는 누끼, 그라데이션 처리 등으로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제작

(O) 레이아웃별 정해진 정렬만 사용 가능

(O) 지정된 폰트만 사용 가능

(X) 오브젝트가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잘린 경우

(X) 임의의 정렬 사용 불가

(X) 지정된 폰트가 아닌 폰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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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택시 호출중 배너

6-1 포맷 가이드

6-2 Bad / Good Case

카카오 T 앱 택시 실행 시 탑승 중 화면 지도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서비스 공지사항 및 외부 광고가 협의된 비율로 노출

* ‘05 택시 탑승중 배너’와 가이드 동일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PNG 파일 1종 

· 배경 색상값 헥스 코드

·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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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택시 호출중 배너

6-1 포맷 가이드

: 텍스트 좌측 정렬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1029 × 222 px

파일 형식 PNG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300 kb 이하

카피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5pt /  

#4C4C4C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6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심의필, 고지문구 : Spoqa Han Sans Regular / 18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그레이톤 혹은 화이트로 색상 통일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하단 고지형의 경우 텍스트 좌측 정렬 배너만 가능

이미지

가이드

이미지 영역 내 좌, 우측이 크롭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로  

필수 적용 (누끼 오브젝트 혹은 그라데이션 배경 등 활용)

이미지 영역 내 텍스트 삽입 불가

오브젝트와 조화색으로 배너 배경색 지정

오브젝트 이미지 px

px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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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포맷 가이드

: 텍스트 중앙 정렬

06 택시 호출중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사이즈 1029 × 222 px

파일 형식 PNG (배경 색상값은 헥스 코드로도 전달)

용량 300 kb 이하

카피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5pt /  

#4C4C4C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6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그레이톤 혹은 화이트로 색상 통일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동일 문구로 기재 불가

간결한 메시지가 전달력 높음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이미지

가이드

이미지 영역 내 좌, 우측이 크롭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로  

필수 적용 (누끼 오브젝트 혹은 그라데이션 배경 등 활용)

이미지 영역 내 텍스트 삽입 불가

오브젝트와 조화색으로 배너 배경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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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Bad / Good Case

06 택시 호출중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Bad Case Good Case

(O) 오브젝트는 누끼, 그라데이션 처리 등으로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제작

(O) 레이아웃별 정해진 정렬만 사용 가능

(O) 지정된 폰트만 사용 가능

(X) 오브젝트가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잘린 경우

(X) 임의의 정렬 사용 불가

(X) 지정된 폰트가 아닌 폰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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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1 신규버전 포맷 가이드

7-2 제작 예시

7-3 Bad Case

7-4 구버전 포맷 가이드

7-5 Bad/ Good Case

카카오 T 앱 실행 후 메인 페이지에서 단독으로 노출되는 팝업형 배너

* 제한된 업종 혹은 콜라보 캠페인 광고를 선별적으로 운영

* 2022년 6월 23일 전면 팝업 UI 변경으로 기존 및 신규 가이드 모두 포함

* 신규버전 / 구버전 소재 모두 전달 필요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PNG 파일 

· 랜딩 URL

· 신규버전/구버전 2종 전달 필수

· (CTA 버튼 적용 시) 버튼 텍스트 문구

  전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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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1 신규버전 포맷 가이드

: 단일 이미지형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624 × 45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로고/CI/BI 적용시 왼쪽 상단 혹은 중앙 배치

텍스트, 로고 배치 시, 상하 32px 좌우 36px, 여백 유지

텍스트 컬러는 배경과의 가독성 고려하여 선정

가독성 판독성이 떨어지는 폰트 사용 금지

광고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제작

메인카피가 중앙정렬일 때 로고는 메인카피의 중앙상단이

나 좌상단에 배치 (단, 로고와 다른 텍스트를 같이 배치하

지 않음)

(필요 시)심의필 우상단 배치

배너 제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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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1 신규버전 포맷 가이드

: 단일 이미지 + CTA형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624 × 45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CTA 버튼

글자수
CTA 버튼 당 여백 포함 최대 8글자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CTA 버튼 영역 내 텍스트를 배치한 경우  

CTA 버튼은 하단 52px 영역이며 투명도 자동 적용됨

참고 내용

CTA 버튼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CTA 버튼 2개 적용하는 경우 이미지 클릭 시 좌측 버튼에 

적용된 랜딩으로 이동



38

07 전면 팝업 배너

7-1 신규버전 포맷 가이드

: 이미지 롤링형

디스플레이 광고

사이즈 624 × 45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이미지 1개당 80 kb 이하

CTA 버튼

글자수
CTA 버튼 당 여백 포함 최대 8글자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CTA 버튼 영역 내 텍스트를 배치한 경우  

CTA 버튼은 하단 52px 영역이며 투명도 자동 적용됨

참고 내용

이미지 최대 5개까지 적용 가능

각 이미지별 CTA 적용 여부 자유롭게 설정 가능

이미지별 CTA 버튼 최대 2개까지 적용 가능

CTA 버튼별 랜딩URL 설정 가능

CTA 버튼 2개 적용하는 경우 이미지 클릭 시 좌측 버튼에 

적용된 랜딩으로 이동



디스플레이 광고39

7-2  제작 예시 로고 예시

심의필 예시

좌상단에 로고를 배치하는 경우,

상단여백 32px, 좌측여백 36px 유지하며 배치

우상단에 심의필 배치 / 배경이 어두울 때는 밝은 컬러의 텍스트, 배경이 밝을 때는 어두운 컬러의 텍스트 사용 /  

하단 여백 22px, 우측여백 36px 유지하며 배치 / 서체 : Spoqa Han Sans Regualr 16pt

중앙에 로고를 배치하는 경우,

로고와 메인 카피 사이의 간격을 26px로 배치

07 전면 팝업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40

7-3  Bad Case

(X)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로고의 표기 금지 (X) 배경 분할 불가 (X) 로고 두번 이상 노출 불가

(X) 텍스트나 이미지를 비틀어 배치 불가

07 전면 팝업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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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4 구버전 포맷 가이드

: 상단 이미지형

상단 이미지 : 로고 카피 조합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

상단 이미지 : 한 줄 카피

디스플레이 광고

px

px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로고 영역 (45 × 500px 이내)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px

px

사이즈 644 × 80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로고 : 지정 영역 내 배치(45 × 500px 이내) /  

색상 #000000(black) / 그레이스케일 로고 사용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0pt /  

색상 #777777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불가

배경 : 색상 #FFFFFF(white) 고정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2pt  

행간 55pt / 색상 #4C4C4C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텍스트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이미지 사용

이미지 영역의 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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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4 구버전 포맷 가이드

: 상단 이미지형

상단 이미지 : 두 줄 카피

상단 이미지 : 세 줄 카피

디스플레이 광고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px

px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px

px

px

px

px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

사이즈 644 × 80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2pt  

행간 55pt / 색상 #4C4C4C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0pt /  

색상 #777777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불가

배경 : 색상 #FFFFFF(white) 고정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텍스트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이미지 사용

이미지 영역의 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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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면 팝업 배너

7-4 구버전 포맷 가이드

: 하단 이미지형

하단 이미지 : 로고 카피 조합

하단 이미지 : 한 줄 카피

디스플레이 광고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px

px

px

px

px

로고 영역 (45 × 500px 이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px

px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사이즈 644 × 80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로고 : 지정 영역 내 배치(45 × 500px 이내) /  

색상 #000000(black) / 그레이스케일 로고 사용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0pt /  

색상 #777777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불가

배경 : 색상 #FFFFFF(white) 고정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2pt  

행간 55pt / 색상 #4C4C4C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텍스트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이미지 사용

이미지 영역의 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적용 가능



44

07 전면 팝업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7-4 구버전 포맷 가이드

: 하단 이미지형

하단 이미지 : 두 줄 카피

하단 이미지 : 세 줄 카피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px

px

px

px

px

px

px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사이즈 644 × 804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42pt  

행간 55pt / 색상 #4C4C4C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30pt /  

색상 #777777 /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불가

배경 : 색상 #FFFFFF(white) 고정

이미지 영역

가이드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로고 외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텍스트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이미지 사용

이미지 영역의 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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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Case Good Case
07 전면 팝업 배너

7-5 Bad / Good Case

디스플레이 광고

(X) 이미지 영역 내 텍스트가 삽입된 경우

(X) 이미지 영역과 텍스트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X) 로고 영역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X) 임의의 텍스트 정렬 사용 불가

(O)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 사용 (O) 정해진 크기 내 로고 배치

(O) 배경이 있는 이미지 사용 (O) 템플릿 내 정해진 정렬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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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버티컬 팝업 배너

8-1 포맷 가이드

8-2 Bad / Good Case

8-3 카카오톡 친구 공유 메세지

카카오 T 앱의 택시/대리/바이크 서비스 실행 시 단독으로 노출되는 팝업형 배너

* 제한된 업종 혹은 콜라보 캠페인 광고를 선별적으로 운영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PNG 파일 1종

· 랜딩 URL

· 친구 공유 메세지 텍스트



디스플레이 광고47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

px

px

px

px

px

08 버티컬 팝업 배너

8-1 포맷 가이드

사이즈 544 × 552 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메인 카피 : Spoqa Han Sans Bold / 36pt / 색상 

#4C4C4C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서브 카피 : Spoqa Han Sans Regular / 26pt /  

#777777 혹은 #FFFFFF (배경에 따라 색상 선택)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그레이톤 혹은 화이트로 색상 통일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 동일 문구로 기재 불가

자판 외 특수기호 및 이모티콘 사용 불가

텍스트 영역은 솔리드 컬러 배경만 허용(이미지 및 기타  

효과 사용 불가)

이미지 영역

가이드

이미지 상단이 크롭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로 적용 (누끼 오

브젝트, 그라데이션 처리 등으로 텍스트영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처리)

로고 삽입 시 이미지 영역의 12% 이내 면적으로 제한 (로

고 외 텍스트 삽입 불가)

오브젝트와 조화색으로 배경색 지정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두 줄 카피

세 줄 카피

px

px

px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

px

px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디스플레이 광고48

08 버티컬 팝업 배너

8-2 Bad / Good Case

(X) 텍스트 영역에 이미지가 침범한 경우 (X) 로고 사이즈가 이미지 영역 면적의 

12% 초과일 경우

(X) 이미지 상단이 크롭처리된 경우 (X) 텍스트 포맷(서체, 스타일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O) 텍스트 영역의 배경은 솔리드 컬러만 허용

(O) 하단 이미지가 텍스트 영역의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처리

(O) 로고 사이즈는 이미지 영역 면적의 

12% 이하로 허용 

(O) 템플릿의 텍스트 포맷 변경없이 사용

Bad Case Good Case



49 디스플레이 광고

08 버티컬 팝업 배너

8-3 카카오톡

친구 공유 메세지

공유 메세지 :  

최대 30자 (2줄까지 표기)

공유 이미지 :  

버티컬 팝업 배너와 동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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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홈 하단 배너

9-1 포맷 가이드

9-2 Bad / Good Case

카카오 T 앱 메인 화면 하단에 노출되는 배너

사용자의 앱 업데이트 상황별 대응을 위해 신·구 버전용 두 세트 제작

*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닌 광고 배너 노출 시 [AD] 마크 추가하여 노출됨

디스플레이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투명 PNG 파일 2종 (신·구 버전) 

· 메인 카피 및 서브 카피 텍스트 2세트  

  (신·구 버전)

· 구 버전용 텍스트 색상 및 배경색상 헥스 코드 

· 랜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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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홈 하단 배너

9-1 포맷 가이드

: 신 버전

사이즈 128 × 128 px

파일 형식 투명 PNG (텍스트 및 배경은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이미지 영역 

가이드

누끼형 이미지 : 이미지 영역 내 상하좌우가 크롭되지 

않는 누끼 오브젝트 활용

프레임형 이미지 : 배경이 있는 이미지의 경우 지정된 

프레임 형태(112 × 112 px, round corners 30 px)로 

클리핑마스크 처리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텍스트 영역

가이드

메인 카피 15자 이내 / 서브 카피 18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초과 시 ‘…’ 말줄임처리) 

*디바이스에 따라 말줄임 글자수 조절

메인 카피, 서브 카피, 배너 배경 색상 고정(시스템 적용)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동일 문구로 기재 불가

특수문자 및 이모지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주는 문구 지양

 

누끼형 이미지

프레임형 이미지

이미지 영역 내에서 

누끼형 이미지 혹은 프레임형 

이미지 처리

* 예시를 위해 화이트 배경 처리 
  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은 
  투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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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홈 하단 배너

9-1 포맷 가이드

: 구 버전

사이즈 208 × 272 px

파일 형식
투명 PNG, 텍스트 및 배경 컬러 헥스 코드 

(텍스트 및 배경은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80 kb 이하

텍스트 영역

가이드

메인 카피 12자 이내 / 서브 카피 12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텍스트 컬러는 배경과 조화색으로 지정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는 동일 문구로 기재 불가

특수문자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주는 문구 지양

이미지 영역 

가이드

누끼형 이미지 : 이미지 영역 내 좌우, 상단이 크롭되지 

않는 누끼 오브젝트 활용 (하단 크롭 가능)

그라데이션형 이미지 : 배경이 있는 이미지의 경우 이

미지 영역 내에서 배너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라데이션 처리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

배너 배경 색상으로 무게감 있거나 명도가 높은 선명한 색 

권장 (파스텔톤 지양)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분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

누끼형 이미지

그라데이션형 이미지

이미지 영역 내에서 

누끼형 이미지 혹은 

그라데이션형 

이미지 처리

* 예시를 위해 화이트 배경 처리 
  하였으며, 실 제작 시 배경은 
  투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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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Bad / Good Case

Bad Case Good Case
09 홈 하단 배너

(X) 이미지 영역을 벗어나 배치한 경우 (O) 이미지 영역 준수하여 오브젝트 배치

(X) 파스텔톤 배너 배경 색상 지양 (O) 배너 배경 색상으로 무게감 있거나 명도가 높은 선명한 색상 권장

(X) 누끼형 이미지가 크롭된 경우 (O) 누끼형 이미지는 크롭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사용

(X) 이미지 영역의 프레임 형태를 변경한 경우 (O) 이미지 영역 프레임 형태 변경 없이 사용

* 예시를 위해 배경 및 텍스트 표현하였으며(배경 및 텍스트는 시스템으로 구현), 실 제작 시 배경 투명 처리하여 전달



디스플레이 광고

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02 홈 서비스 버튼

03 택시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5 택시 탑승중 배너

06 택시 호출중 배너

07 전면 팝업 배너

08 버티컬 팝업 배너

09 홈 하단 배너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푸시 메시지

리워드 광고

12 유의사항

13 이벤트 목록 배너

14 이벤트 상세 배너

15 광고 상세 설명

옥외 광고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7 라이트 박스

공통 정책 가이드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0-1  와이드 이미지형

10-2  와이드 리스트형

10-3  기본 텍스트형

10-4  쿠폰 메시지 (필요 시 사용)

카카오톡의 카카오 T 채널 또는 카카오내비 채널에서 발송하는 메시지 광고

55

필수 전달 사항

· 메시지 타입 선택

· PNG 파일 1종  

· 내용 텍스트

· 버튼명 텍스트

· 공유하기 버튼 적용 여부

* 와이트 리스트형은 해당 페이지 참조

* 쿠폰 첨부 시 별도 이미지 및 텍스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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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800 × 600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50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맞춤형 메시지 아이콘 : 채널에서 발송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아이콘으로 메시지 발송 전략

에 따라 아이콘 부착 여부를 결정 (실시간 타게팅 메

시지/특정 타겟에 한해 혜택 제공 시 부착) 

* 아이콘 위치 및 디자인 임의 변경 불가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광고모델은 초상권이 확보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  

   카카오 T의 모델로 오인지 하지 않도록 구성

텍스트 삽입 시 : 

- 이미지 내 폰트는 고딕 계열 3종 이내로 사용 

- 전체 영역의 25% 이내 면적에 한하여 로고 및 텍스트 

   적용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카카오 T 브랜드 요소 활용 시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문서 참조

10-1  와이드 이미지형

전체 이미지의 
2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이미지 영역 : 우측 표 참고

내용 : 최대 76자

버튼 : 최대 8자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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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800 × 400px         400 × 400px

파일 형식 PNG

용량 각 50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맞춤형 메시지 아이콘 : 채널에서 발송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아이콘으로 메시지 발송 전략

에 따라 아이콘 부착 여부를 결정 (실시간 타게팅 메

시지/특정 타겟에 한해 혜택 제공 시 부착) 

* 아이콘 위치 및 디자인 임의 변경 불가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광고모델은 초상권이 확보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  

   카카오 T의 모델로 오인지 하지 않도록 구성

텍스트 삽입 시 :

-       이미지 내 폰트는 고딕 계열 3종 이내로 사용

-       전체 영역의 15% 이내 면적으로 로고 및 텍스트 적용

-       하단 50% 영역은       과 겹칠 수 있으므로 로고  

    및 텍스트 적용 불가

-       썸네일 이미지 내 텍스트 사용 불가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카카오 T 브랜드 요소 활용 시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문서 참조

10-2  와이드 리스트형

타이틀 : 최대 20자 

리스트1 이미지 : 800 × 400px, 우측 표 참고

리스트1 홍보문구 : 최대 25자

리스트2~4 이미지 : 400 × 400px, 텍스트 적용 불가

리스트2~4 홍보문구 : 최대 30자

버튼 : 최대 8자

메시지 광고

이미지 하단 50% 영역 : 
로고 및 텍스트 적용 불가

전체 이미지의 
1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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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800 × 400px

파일 형식 PNG (코너 라운드 처리는 시스템에서 구현)

용량 500 kb 이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맞춤형 메시지 아이콘 : 채널에서 발송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아이콘으로 메시지 발송 전략

에 따라 아이콘 부착 여부를 결정 (실시간 타게팅 메

시지/특정 타겟에 한해 혜택 제공 시 부착) 

* 아이콘 위치 및 디자인 임의 변경 불가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광고모델은 초상권이 확보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  

   카카오 T의 모델로 오인지 하지 않도록 구성

텍스트 삽입 시 :

- 이미지 내 폰트는 고딕 계열 3종 이내로 사용

- 전체 영역의 15% 이내 면적에 한하여 로고 및 텍스트 

  적용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카카오 T 브랜드 요소 활용 시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문서 참조

10-3  기본 텍스트형

이미지 영역 : 우측 표 참고

내용 : 최대 300자

버튼 : 최대 8자

전체 이미지의 
1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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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720 × 720px

파일 형식 PNG

용량 500 kb 이하

이미지

가이드

필요에 따라 응모 페이지 / 당첨 페이지 제작 (가이드 동일)

로고, 텍스트, 주요 오브젝트 배치 시 상하좌우 50px 여백 

유지

텍스트 삽입 시 :

- 이미지 내 폰트는 3종 이내로 사용

- 전체 영역의 25% 이내 면적에 한하여 로고 및 텍스트 

  적용

사용 불가 이미지 : 

-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가 깨져보이는 경우

- 과도하게 자른 이미지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 광고모델은 초상권이 확보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  

   카카오 T의 모델로 오인지 하지 않도록 구성

- 협의되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요소 표기 불가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카카오 T 브랜드 요소 활용 시 <카카오 T 브랜드가이드> 

문서 참조

10-4  쿠폰 메시지  

  (필요 시 사용)

이미지 영역 

제목 : 최대 17자 

사용/응모 기간

상세내용 : 최대 600자

메시지 광고

px

px

px px

전체 이미지의 
25% 이내 면적에 한해

로고 및 텍스트 적용 가능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 푸시 메시지

11-1  포맷 가이드

카카오 T 앱을 통해 발송되는 푸시 알림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성 캠페인만 집행 가능

60

필수 전달 사항

· 메시지 내용 텍스트

· 랜딩 URL

메시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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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텍스트

카피 가이드

최대 36자 권장  

(한글, 영문, 숫자, 띄어쓰기, 특수문자,  

이모지 포함)

홍보 문구 앞에 ‘(광고)’ 필수 기재

글자 수 및 기기 환경에 따라 텍스트 뒷부분 

‘…’ 줄임말 표시 될 수 있음

랜딩 가이드

모바일 웹 페이지로만 랜딩 가능  

(앱 마켓, 외부 앱 랜딩 불가)

랜딩 페이지 내에 카카오 T 또는 카카오모빌

리티 서비스와의 제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11-1  포맷 가이드

메시지 광고

11 앱 푸시 메시지



디스플레이 광고

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02 홈 서비스 버튼

03 택시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5 택시 탑승중 배너

06 택시 호출중 배너

07 전면 팝업 배너

08 버티컬 팝업 배너

09 홈 하단 배너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푸시 메시지

리워드 광고

12 유의사항

13 이벤트 목록 배너

14 이벤트 상세 배너

15 광고 상세 설명

옥외 광고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7 라이트 박스

공통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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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 리워드 광고는 개별 캠페인별로 [이벤트 목록 배너 + 메인카피/서브카피], [이벤트 상세 배너 + 메인카피/서브카피 1/서브카피 2], [광고 상세 설명 소재 + 

    메인카피/서브카피]를 1set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표시, 음향,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등을 사용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앱설치를 유도하는 문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앱 내려받기, 앱 접속하기로 대체 사용)

• 모든 이미지 내 리워드 단위는 ‘포인트’ 또는 ‘리워드’로 표기 가능합니다.

• 판매상품 및 광고모델 이미지컷은 저작권 및 초상권이 확보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피, 사체, 훼손된 신체 또는 범죄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신체부위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노출하여 선정성이 짙은 이미지, 성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상품과 무관한 허위 사실, 과대광고,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의 내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소재 색상이 이용자에게 피로함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하며, 명확하고 선명한 단색 배경 색상을 권장합니다.

• 해상도가 낮아서 깨져 보이거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미지 또는 비율이 맞지 않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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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벤트 목록 배너

13-1  포맷 가이드

13-2  제작 예시

13-3  Bad Case

필수 전달 사항

· PNG 또는 JPG 파일 1종 

· 메인 카피 및 서브 카피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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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720 × 360 px

파일 형식 PNG 또는 JPG

용량 200 kb 이하

이미지 

구성 방법

배경 색상 화이트, 블랙 사용금지

앱 설치, 실행 텍스트 사용 금지 

(내려받기, 접속하기로 대체)

영역 내 자유롭게 구성 (2분할 다단 구성 금지)

텍스트 왼쪽 구성 권장, 3줄 이내 간결한 텍스트 권장

로고/CI/BI 적용시 왼쪽 상단 혹은 중앙 배치

가독성 판독성이 떨어지는 폰트 사용 금지

텍스트 

구성 방법

메인 카피 : 최대 15자 (띄어쓰기 포함), 브랜드명 또는 

캠페인/제품명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서브 카피 : 최대 19자 (띄어쓰기 포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작성 (~하면, ~할 시)

*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유료 서비스 결제 시’

  문구 적용

* 앱 설치 유도 문구 사용 불가  

13-1  포맷 가이드

13 이벤트 목록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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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720 × 360 px

파일 형식 PNG 또는 JPG

용량 200 kb 이하

유의사항

텍스트 배치 시, 상하 32px 좌우 36px, 여백 유지

텍스트 컬러는 배경과의 가독성 고려하여 선정

선명한 배경컬러 사용

광고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제작

메인카피가 중앙정렬일 때 로고는 메인카피의 중앙상단이

나 좌상단에 배치 (단, 로고와 다른 텍스트를 같이 배치하

지 않음)

좌측 정렬 예시

 중앙 정렬 예시

13-2  제작 예시

13 이벤트 목록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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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작 예시
로고 예시

심의필 예시

좌상단에 로고를 배치하는 경우,

상단여백 32px, 좌측여백 36px 유지하며 배치

가로로 긴 로고인 경우, 왼쪽 텍스트 영역에 배치

우하단에 심의필 배치 / 배경이 어두울 때는 밝은 컬러의 텍스트, 배경이 밝을 때는 어두운 컬러의 텍스트 사용 /  

하단 여백 22px, 우측여백 36px 유지하며 배치 / 서체 : Spoqa Han Sans Regualr 16pt

중앙에 로고를 배치하는 경우,

로고와 메인 카피 사이의 간격을 26px로 배치

좌측정렬 바로 위 상단에 로고를 배치할 경우,

로고와 메인카피 간격 26px, 좌측여백 36px 여백 유지 배치

13 이벤트 목록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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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Bad Case

(X)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로고의 표기 금지 (X) 배경 분할 불가 (X) 로고 두번 이상 노출 불가

(X) 배경 컬러로 화이트, 블랙에 가까운 컬러를 사용 불가 (X) 블랙, 진회색에 가까운 컬러를 배경으로 사용 불가 (X) 이미지, 로고 컬러와 비슷한 배경은 사용 불가

(X) 로고 컬러를 회색으로 변환하여 사용 불가 (X) 텍스트나 이미지를 비틀어 배치 불가

13 이벤트 목록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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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벤트 상세 배너

14-1  포맷 가이드

14-2  제작 예시

14-3  Bad Case

필수 전달 사항

· JPG 파일 1종 

· 메인 카피 및 서브 카피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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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포맷 가이드

사이즈 720 × 780 px

파일 형식 JPG

용량 400 kb 이하

이미지 

구성 방법

배경 색상 화이트, 블랙 사용금지

텍스트 왼쪽 구성 권장, 3줄 이내 간결한 텍스트 권장

영역 내 자유롭게 구성

로고/CI/BI 적용시 왼쪽 상단 혹은 중앙 배치

가독성 판독성이 떨어지는 폰트 사용 금지

배경은 주요 영역 이외의 전면에 적용 가능

텍스트 

구성 방법

메인 카피 : 최대 15자 (띄어쓰기 포함), 이벤트 목록  

배너와 동일함

서브 카피 1 : 최대 17자 (띄어쓰기 포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작성 (~하면, ~할 시)

서브 카피 2 : 최대 48자 권장 (띄어쓰기 포함), 이벤트 

참여 유도 및 리워드 지급 조건에 대한 상세 안내 문구

*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유료 서비스 결제 시’

  문구 적용

* 앱 설치 유도 문구 사용 불가  

메인 카피

이미지 상세 배너

서브 카피 1

서브 카피 2

리워드 광고

14 이벤트 상세 배너



71

14-2  제작 예시

사이즈 720 × 780 px

파일 형식 JPG

용량 400 kb 이하

유의사항

텍스트 배치 시, 상하 32px 좌우 36px, 여백 유지

텍스트 컬러는 배경과의 가독성 고려하여 선정

선명한 배경컬러 사용

광고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제작

로고와 메인카피가 중앙정렬일 때에는 광고 목록 예시 배

너를 참고하여 제작 (로고와 카피의 간격을 26px로 유지하

여 배치)

로고, 심의필 영역 가이드 : 우하단 배치

카피 가이드 : 로고와 카피 간격 26px 

리워드 광고

14 이벤트 상세 배너

심의필 서체 : Spoqa Han Sans Regualr 19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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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배경으로 사용 불가 (X) 블랙, 진회색에 가까운 컬러를 배경으로 사용 불가

(X) 이미지, 로고 컬러와 비슷한 배경은 사용 불가 (X) 로고 컬러를 회색으로 변환하여 사용 불가

14 이벤트 상세 배너

14-3  Bad Case

리워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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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상세 설명  (필요 시 사용)

15-1  포맷 가이드

15-2  제작 예시

15-3  Bad Case

리워드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JPG 파일 1종 

· 메인 카피 및 서브 카피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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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상세 설명

15-1  포맷 가이드

광고 상세 설명

메인 카피

서브 카피

리워드 광고

사이즈 720 × 가변 px

파일 형식 JPG

용량 400 kb 이하

유의사항

‘11 이벤트 상세 배너’로 부족한 내용은 해당 이미지를  

제작하여 추가할 수 있음  

배경 색상은 흰색만 사용

좌측 텍스트, 우측 이미지 가이드로 배치

앱설치 유도 문구 사용 불가

제작 가이드

배경 가이드 : 

#FFFFFF (화이트) 다른 컬러 사용 불가

카피 가이드 : 

메인 카피 : 1줄 기준 / Spoqa Han Sans Bold / 30pt / 

#000000

서브 카피 : 1~2줄 기준 / Spoqa Han Sans Regular / 

26pt / 행간38pt / #888888, #000000(강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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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상세 설명

15-2  제작 예시 아이콘 이미지형 예시

상품 이미지형 예시

텍스트형 예시

리워드 광고

사이즈 720 × 가변 px

파일 형식 JPG

용량 400 kb 이하

유의사항

‘11 이벤트 상세 배너’로 부족한 내용은 해당 이미지를  

제작하여 추가할 수 있음  

배경 색상은 흰색만 사용

좌측 텍스트, 우측 이미지 가이드로 배치

앱설치 유도 문구 사용 불가

제작 가이드

배경 가이드 : 

#FFFFFF (화이트) 다른 컬러 사용 불가

카피 가이드 : 

메인 카피 : 1줄 기준 / Spoqa Han Sans Bold / 30pt / 

#000000

서브 카피 : 1~2줄 기준 / Spoqa Han Sans Regular / 

26pt / 행간38pt / #888888, #000000(강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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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상세 설명

15-2  제작 예시 P2P 광고 예시

사이즈 720 × 가변 px

파일 형식 JPG

용량 400 kb 이하

유의사항

P2P 광고 진행 시 일반 안내문구보다 강조하여 

(예: 2배 크기 및 볼드체)  아래 문구 표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

배경 가이드 : 

#FFFFFF (화이트) 다른 컬러 사용 불가

카피 가이드 : 

메인 카피 : 1줄 기준 / Spoqa Han Sans Bold / 30pt / 

#000000

서브 카피 : 1~2줄 기준 / Spoqa Han Sans Regular / 

26pt / 행간38pt / #888888, #000000(강조컬러)

리워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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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상세 설명

15-3  Bad Case

(X) 앱 설치 및 실행 유도 문구 사용 불가

리워드 광고

내 정보 > 포인트에서 적립 내역 확인

본인 휴대폰 인증하고, 회원가입하기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앱 다운로드하기

STEP 1

STEP 2

STEP 3



디스플레이 광고

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02 홈 서비스 버튼

03 택시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5 택시 탑승중 배너

06 택시 호출중 배너

07 전면 팝업 배너

08 버티컬 팝업 배너

09 홈 하단 배너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푸시 메시지

리워드 광고

12 유의사항

13 이벤트 목록 배너

14 이벤트 상세 배너

15 광고 상세 설명

옥외 광고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7 라이트 박스

공통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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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6-1  포맷 가이드

옥외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이미지 혹은 영상파일

코엑스 지하주차장 주요 출입구에 위치한 KIOSK/OLED에서

반복 재생되는 30초 이미지/영상 광고



80 옥외 광고

사이즈
     KIOSK : 1080 x 1920px

     OLED : 1920 x 1080px

파일 형식
이미지 : JPG 또는 PNG

영상 : MP4

용량 단일 파일 기준 최대 1G

영상 제작

가이드

영상 코텍 : H.264

FPS : 30프레임

해상도 : FHD

사운드 : mute

재생 시간 : 30초

이미지를 이어 붙인 형식의 영상은 위의 포멧으로 

작업해야 롤링 가능

이미지 롤링 시 각 이미지당 최소 2초 이상의 러닝타임 지

정 추천 (글자수가 많으면 최소 3초 권장)

16-1 포맷 가이드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080p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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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라이트 박스

17-1  포맷 가이드

옥외 광고

필수 전달 사항

· 일러스트 파일

코엑스 지하주차장의 가장 큰 출입구에 위치한 라이트 박스에서 노출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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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9번 출입구 1대 : 3 x 2m

8,11,16번 출입구 9대 : 4 x 2m

파일 형식
ai

일러스트 외의 포맷일 때 : 스케일 1:1일때 100dpi

용량 제한 없음

제작

가이드
-

17-1 포맷 가이드 

17  라이트 박스

2
m

4m

3m



디스플레이 광고

01 스플래시 (카카오 T/카카오내비)

02 홈 서비스 버튼

03 택시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4 대리 핀테마 (기본형/클릭형)

05 택시 탑승중 배너

06 택시 호출중 배너

07 전면 팝업 배너

08 버티컬 팝업 배너

09 홈 하단 배너

메시지 광고

10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11 앱푸시 메시지

리워드 광고

12 유의사항

13 이벤트 목록 배너

14 이벤트 상세 배너

15 광고 상세 설명

옥외 광고

16 디지털 사이니지 (KIOSK/OLED)

17 라이트 박스

공통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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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정책 가이드

•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와 혼동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은 게재 불가합니다. 

• 소재 제작 시 AI / PSD 템플릿을 참고하여주시고 템플릿 내 지정된 포맷(서체 스타일 및 효과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구성합니다.

• 선정성, 차별, 혐오, 공포, 불안감 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게재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 내 랜딩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은 포함 불가합니다.

•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게재 지면(노출위치), 소재 사이즈, 유형 및 소재 내 표현 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