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3. Kakao 광고소재제작팁



ㄴㅇ

왜소재제작이중요한가?
Kakao creative“



ㄴㅇ

Title & Description

카카오쇼핑선두자 OOO
www.kakaoshop.co.kr
모바일 패션 카카오쇼핑, 신상품 확인
1대1 입점문의.

카카오쇼핑하고싶을땐 OOO
www.kakaoshop2.co.kr
이건 사야해! 카카오쇼핑,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중.

카카오쇼핑 선두자 OOO

카카오쇼핑인기상품, 검색만하고있다면?
지금바로 1대1입점문의,이벤트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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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Description
+Image



ㄴㅇ

Title & Descrip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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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 네이티브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



카카오스토리 광고카카오네이티브 광고



최소 이미지 소재 2개 이상 준비
네이티브광고의특성상이미지, 텍스트소재 모두에 유저들이반응

네이티브광고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

프로필명

프로필이미지

광고소재이미지

광고제목

광고문구

링크url

행동유도버튼



카카오스토리광고 소재가이드

광고주/브랜드 네임 (프로필명)
띄어쓰기 포함하여 최대 15자
광고주명 또는 브랜드명으로작성

홍보 텍스트
띄어쓰기 포함하여 최대 45자

로고를 제외한 이미지 내 텍스트는
전체 면적의 20%미만으로 제작



카카오스토리광고 소재가이드

이미지 제작사이즈
600 x 315 px

파일 형식은 PNG만 가능

연결화면
반드시 모바일 전용페이지로연결
광고 내용과 연관성 있는 정확한 정보

연결URL 
한글 사용 불가
반드시 영어와 특수 문자로만 구성



네이티브광고 소재가이드

광고주/브랜드 네임 (프로필명)
띄어쓰기 포함하여 최대 15자
광고주명 또는 브랜드명으로작성

광고제목 : 최대 20자
광고문구 : 최대 60자

행동유도버튼
바로가기,구매하기, 설치하기 …등
총13가지중 선택

AD

AD
광고문구

프로필명

카카오광고플러스

너무너무 귀여운 라이언으로 폰꾸미기! 버즈런처 라이언이
라이언이 내폰안에!



네이티브광고 소재가이드

광고 소재 이미지가리사이징 또는 Crop되어 노출
가능한 상품/피사체는정중앙에 배치하여 소재이미지제작

[광고 소재 이미지 예시] [광고 소재 이미지 노출 예시]

AD AD



카카오스토리광고 보류케이스

1

2

주류를 연상 시키는이미지 불가

가독성이떨어지는 이미지불가
부자연스러운합성, 이미지잘림 현상있는 소재 불가



카카오스토리광고 보류케이스

3

4

저작권 및 초상권이확보된 이미지만사용

저해상도이미지로 의미 전달 어려운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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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좋은 Text · Image

소재 만들기



잠깐! 디지털 읽기,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읽기의 특징은 F자 형태의 시선 이동, 읽기 (Reading)가아니라 보기(Seeing) 
소비자들의 보기 패턴에 따라 온라인광고의소재도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전략이필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계시진 않나요?

〈Simple is the BEST 〉

메시지를 압축하는 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소비자들이 취했으면 하는액션을한문장으로 표현해보기

내광고목표까지골인 (=전환) 시킬수있는핵심메시지로구성하기!



AD
카카오화장품

카카오 화이트닝크림으로피부에 브라이트닝!

우아한 광채피부는OO으로 고민해결.

반복과 라임 맞추기로 문장에 활력을!

〈 문장에 리듬주기 〉
..



AD
카카오샵

너만 모르는 다이어트비법, 바로 이거야!

살이 쪽쪽 빠지는 이건 바로 OOO!

광고 목표별 문장의 ‘느낌’ 살리기

〈 부정적문장 or 긍정적 문장 〉
......



AD
카카오호텔

이번 주말 여유로운호텔에서 편안한하루

어때요?초특가정보 가득한 숙박 예약 앱!

기능보다는 ‘가치’ 언급하기

〈 고관여 제품 or 저관여 제품 〉
......

AD
맛도가격도달콤한OOO

딜리셔스OO 아이스크림2,900원

OO카드로 결제시 프렌즈인형증정!



사용자 뷰어를 고려한 이미지 소재

〈한가지 오브젝트에 포커싱 하기 〉
...

[이미지출처]카카오선물하기



사용자 심리를 고려한 오브젝트 배치!

〈제품 손잡이, 입구 등은 오른쪽에 배치 〉
...



사용자 심리를 고려한 오브젝트 배치!

〈인게이지먼트 향상을 고려한 소재〉
......



효율 좋은 카카오광고 소재 케이스

〈 시의성이 반영된 소재 〉

AD

올여름 핫 썸머패키지 여행 카카오호텔

AD

올여름 핫 썸머패키지 여행 카카오호텔

...

소재유형 ⎸썸네일형



효율 좋은 카카오광고 소재 케이스

〈 콘텐츠성이 반영된 소재 〉

AD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 귤! 카카오파머

AD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 귤! 카카오파머

.. ..

소재유형 ⎸썸네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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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잘하고 있을까?

광고 소재 Case



카카오 (내부 서비스)광고 소재케이스

AD

이 콘텐츠 제가 써도 될까요?저작권 걱정 없이 콘텐츠 활용
하기

Kakao광고



카카오 (내부 서비스)광고 소재케이스

AD

피할수 없는 설거지, 편하게라도!

AD

옷장 정리의 신세계! 아이디어밴드 롤롤

1분쇼핑1분쇼핑



카카오 (내부 서비스)광고 소재케이스

AD

썸남 심장터질듯한 러블리룩 궁금해?

AD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러블리룩

카카오스타일 카카오스타일



카카오 (내부 서비스)광고 소재케이스

AD

야밤에 침샘 폭발, 치느님!

AD

카톡 친구들의 솔직한 맛집 리뷰

카카오플레이스 카카오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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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네이티브광고

업종별 소재 Case



업종별 소재케이스 (소호몰/ 패션의류)

GOOD CASE

BAD CASE

AD

카카오쇼핑몰

어맛! 놀라지 마세요 7900원 초특가

AD

럽미럽미

여름신상 폭풍 업데이트 럽미럽미

럽미럽미💓



업종별 소재케이스 (결혼 서비스)

AD

카카오웨딩

럭셔리 웨딩홀 TOP 10만을 모았다!

GOOD CASE

BAD CASE

AD

카카오웨딩

사랑테스트하고솔로탈출 하세요!



업종별 소재케이스 (화장품)

AD

카카오화장품

진정한 입소문 너 혹시 그거 써봤어?

GOOD CASE

BAD CASE

AD

카카오뷰티

에스테틱 판매1위OOO을 경험하라



업종별 소재케이스 (출산/유아동품)

AD

카카오OOO

비싼 육아용품,안 사고 버티기!

GOOD CASE

BAD CASE

AD

카카오OOO

잉글레시나정품VS 구매대행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