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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와모바일

2006 2007 2008 20092001 2002 2003 200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키워드광고 온라인광고
검색광고가 우뚝

2005 2010

2013년 2분기,
전세계 피처폰 판매량이
스마트폰 판매량에 추월

가입자 3천만

가입자 4천만

가입자 5천만
(보급율102.4%)

보급률
98.3%보급률

93.8%

보급률
38.3%

보급률
67.6%

보급률
91%보급률

83%

2010년 하반기 이후
스마트폰 시장 급 성장



2002년도에도무선인터넷에접속할수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무선인터넷을통해모바일접속을할수있었습니다



모바일시장준비를위한모바일페이지구축



2010년, 문자가톡이였던시절



2011년, 배달의민족이되지못했던이유

2011년 9월 1일 ~ 10월 30일



1. 광고와모바일

?
WHY

즉,모바일광고를준비하라고 했지만
시장과환경이아직준비되어있지않아망…



2. 지금의모바일생활

2016년현재를볼까요?



2. 지금의모바일생활

우리모두는모바일에더욱익숙해지고있습니다.



2. 지금의모바일생활

'모바일인터넷'이란개념은
'칼라 TV'처럼올드해질것



2. 지금의모바일생활

사람들이
모바일에

익숙하게 된
1등공신은?



2. 지금의모바일생활

애플의세계개발자회의WWDC 2016의발표중

(지난3월 기준)

95%

5%

국내시장점유율

KAKAO TALK

그외



2. 안녕하세요 kakao모바일광고에요J



2. 안녕하세요kakao모바일광고에요J

그렇다면카카오는
모바일유저들을어떻게만나고있을까요?



국내대표모바일SNS, 카카오스토리
2012년3월출시.
출시3일만에국내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미국앱스토어소셜네트워킹부문
1위석권

2016년 1월
순이용자 기준

• 누적가입자 수: 7,000만명(2015.03기준)
• 누적스토리 수47억건/ 누적댓글수38억건
• 230여 개국서비스, 5개국어 지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7~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4,000,000

2,000,000

0

모바일유저는카카오를좋아해-kakao Mobile Service



대한민국대표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카카오톡누적가입자수2.2억명, 매일1억개이상의채팅방
MAU(Monthly Active Users) 국내4,117만/ 글로벌4,932만(2016. 1분기) 

2015년12월오픈후일평균PV 약400만회이상
카카오톡 충전소

일평균사용자 1,000만명일평균이모티콘사용횟수2억개
브랜드이모티콘

이메일DM, 모바일DA와비교할수없는평균20%의메세지오픈율

플러스친구

모바일패션컨텐츠및쇼핑서비스제공
카카오스타일

모바일유저는카카오를좋아해-kakao Mobile Service

뭐라고이야기하면참으로좋을까요?
채널탭



포털서비스/ 토탈서비스, 
Daum

세상의모든정보와이용자를연결한Daum 검색
검색

상품검색, 카테고리분류, 가격비교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
쇼핑하우

뉴스, 쇼핑, 동영상, SNS까지모든사용자를만족시키는
다양한컨텐츠로자연스러운광고소비유도

자유로운 플랫폼

모바일유저는카카오를좋아해-kakao Mobile Service



언제어디서나즐기는영상서비스,
카카오TV · tv팟

스타, 스포츠, 드라마, 영화, 유머, 패러디, 동영상검색서비스, 
마이팟을통한영상공유및생방송

tv팟 in Daum APP

카카오톡기반동영상플랫폼.
카카오톡사용자들과영상공유,모바일을통해더빠르게컨텐츠소비

카카오TV in Kakao Talk

모바일유저는카카오를좋아해-kakao Mobile Service



카카오모바일광고들

그럼,광고는요?



카카오모바일광고들-노출지면과형태별

카카오스토리광고 카카오톡광고 검색·네트워크광고 디스플레이광고 쇼핑광고

×브랜드스토리광고

×카카오스토리광고
ㄴ배너타입
ㄴ게시글타입

×톡채널뉴스

×카카오톡충전소

×플러스친구

×브랜드이모티콘

×모바일검색광고

×네트워크광고
ㄴ카카오네이티브광고
ㄴ DDN(in 모바일웹)

×m.TOP

×m.section

×m.브랜딩스테이션

×m.1boon

×모바일브랜드검색

×타겟솔루션

ㄴm.KMA / KMA

×비디오애드
ㄴPC/M 프리롤
ㄴ범퍼애드
×생중계패키지

×스폰서쉽
ㄴ야구스폰서쉽
ㄴ모터쇼스폰서쉽
ㄴ골프스폰서쉽
ㄴ해외축구스폰서쉽

×쇼핑트렌드

×핫딜

×플러스샵

×CPC 상품

×카카오스타일
ㄴ Hot 영역
ㄴ Sales 영역
ㄴ Shop영역

×네이트쇼핑
ㄴ네이트쇼핑박스
ㄴ네이버쇼핑트랜드
ㄴ트랜드샵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

2016

Feb Mar Apr May JunJan AugJul Oct Nov

[신규]Kakao네이티브광고
Clix >

[신규] m.검색광고

[개편]DDN(웹모바일)

[신규]카카오톡충전소
[신규]브랜드스토리동영상형

[신규]2016야구스폰서쉽

[신규]m.KMAMidas>
[신규]브랜드이모티콘(쿠폰형)

[개편]브랜딩스테이션

[개편]플러스친구

[신규]m.Top 연예/스포츠NA

[개편]m.랭킹탑CPT

[신규]m.연예포토전면형

[개편]1boon 전면형

Sep Dec

[개편]DDN(초기배너)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검색·네트워크광고

카카오, Daum 및카카오제휴모바일앱네트워크에노출되는네
이티브타겟팅광고는컨텐츠와동일한광고UI로자연스럽게노
출되어광고와컨텐츠의유기적인경험을통해광고의효율을높
여주는몰입형광고상품입니다.

카카오네이티브광고

노출위치 Daum앱, 카카오 채널 및제휴 모바일 앱 네트워크

상품형태 배너타입

과금방식 비딩형 CPC

최저입찰 최저 90원부터 입찰가능

노출방식
동일 타겟에 입찰한 광고들과의 입찰가 경쟁 및
광고 반응률을 반영

타겟팅
플랫폼타겟팅, 연령타겟팅, 성별타겟팅, 지역타겟팅, 
취미타겟팅, 게임관심도타겟팅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검색·네트워크광고

디스플레이광고의브랜딩효과는물론강화된타겟팅을통해잠
재고객에게맞춤형메시지를노출해줍니다. 
또한광고를클릭시에만과금하는CPC 방식으로합리적인가격
으로전환유도가가능한광고상품입니다.

DDN(모바일웹네트워크)

노출위치 Daum및 카카오 제휴네트워크 (PC web)

상품형태 배너형

과금방식 비딩형 CPC

최저입찰 최저 10원부터 입찰가능

노출방식
동일 검색어에 입찰한 광고들과의 입찰가 경쟁 및 광고반응
률을 반영

타겟팅
사이트리타겟팅, 상품리타겟팅, 검색어타겟팅, 관심사, 쇼핑
카테고리, 프로파일(연령, 성별, 지역)타겟팅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검색·네트워크광고

모바일환경과업종UI에최적화된
키워드와연관도높은고품질의컨텐츠형광고를제공하여검색
사용자의다양한니즈충족은물론사용자의주목을끌수있는
광고상품입니다.

* 일부업종, 일부키워드에한함.

m.검색광고

노출위치 m.Daum검색결과

과금방식 비딩형 CPC

판매단가 최소 70원부터

노출방식
동일 검색어에 입찰한 광고들과의 입찰가 경쟁 및 광고반응
률을 반영

최소집행 리스팅타입, 키워드별 3~7개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카카오톡광고

카카오톡사용자를대상으로광고에참여할때마다초코
(리워드)를지급하는카카오리워드광고로, 다양한리워드광고를
카드타입으로구성하여쉽고빠른광고참여를유도합니다.

카카오톡충전소

노출위치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톡충전소
(only 안드로이드 OS)

상품형태
추천박스 –
스와이핑 카드타입

미니박스 –
위/아래 스크롤시 노출

과금방식 주단위 한정상품(1주5구좌) 구좌 무제한

판매단가 최소 1,000만원 최소 1,000만원

예상노출 상품형태 (광고목적)에 따라건당 과금 (차감방식)

타겟팅
앱실행형, 동영상형, 카탈로그형, 플친 추가형, 
스토리 채널구독형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카카오톡광고

카카오톡사용자와여러분의브랜드가좀더친해질수있도록카
카오톡이선사하는특별한계정서비스입니다. 플러스친구계정
을통해더많은고객들에게마케팅메세지를전달하세요.

플러스친구

노출위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품형태 친구추가패키지 플친알리기 플친메세지

과금방식
패키지구성에 따
름

1주1구좌단위 메세지 당 발송

판매단가
패키지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플친추천 1천만원
/
피드형 DA300만
원

전체 메시지 : 17
원/
타겟팅 메시지 : 그
룹
: 22원
(메세지의 경우 vat 포
함)

기타
페이백 서비스 포인트
무료 메세지 월1만건 (당월 소진)
과금순서: 무료메시지> 서비스포인트> 유료캐시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디스플레이광고

디바이스별이용자의검색패턴을활용한타겟팅광고로특정
키워드를검색한이용자에게키워드에맞는광고를즉시
노출시키는카카오고유의상품입니다. 키워드타겟팅광고이기
때문에광고효율이높고, 일반DA와동시에집행할수있어광고
도달률도높일수있습니다.

타겟팅솔루션 (Keyword Matching Ad)

①브랜드관련키워드검색사용자선별

②선별된사용자에게광고노출( Core Target 접근-> 반응률증대)

상품구분 m.KMA PC KMA

노출위치
Daum초기화면, 
뉴스, 미디어

m.TOP, m.뉴스, m.미디어, 
m.카페

상품형태 일반형, 동영상형 일반형

과금방식 CPM

판매단가 업종별 패키지에 따라상이

모바일 | PC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디스플레이광고

메신저/포탈/SNS를아우르는KAKAO 대표서비스1boon 에
전면형으로노출되는네이티브광고입니다.컨텐츠
시작페이지에노출되어광고도달율을극대화할수있으며, 
기존의배너형식에서벗어나거부감이적고보다자연스러운
광고노출이가능합니다

m.1boon

노출위치
스와이프 컨텐츠 내
(다음앱 고정탭 / 카카오톡 채널탭 / 카카오스토리 더보기탭
등)

상품형태 전면형 광고 상품

사이즈 720x1000

판매방식 CPM/ 1천회노출

판매단가 4,000원

타겟팅 OS



2016 카카오모바일광고:디스플레이광고

Daum모바일서비스의파워있는스낵컬쳐인연예포토뷰어
서비스에자연스럽게노출되는전면형네이티브광고입니다.
포토갤러리진입후4번째페이지에노출됩니다.

m.연예포토뷰어

노출위치
모바일 연예섹션 포토갤러리 진입후
단방향으로 스와이프 이동시 4번째페이지

상품형태 전면형 광고 상품

사이즈 720x1000

판매방식 CPM (기간자율)

판매단가 4,000원 / 1천회노출

타겟팅 OS



카카오모바일광고들

네이티브광고



카카오모바일광고들

찾다

흥미있는것을발견하다

머무르다

검색의반대개념
정보가사람을찾는다

디바이스

사용자
라이프

광고 관심있는것을찾아내다

검색자가찾고자할때
정보가눈에띌수있도록

정보와광고의결합 흥미와광고의결합



감사합니다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