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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만들기(캠페인-광고그룹-소재)

• 애드뷰만들기

• 참여형이벤트만들기

• 광고관리

• 성과관리(애드뷰지표/ 톡전환지표/채팅방랜딩지표)

• 회계관리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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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주요업데이트내용 업데이트일자

Version 0.1 플랫폼 가이드 최초 업데이트 2019.04.22

Version 0.2 상품명 변경 2019.04.24

Version 0.3 카카오톡 채팅탭에서 전환 늘리기 목적 추가 2019.05.09

Version 0.4 카카오톡 채팅탭에서 스마트 광고하기 목적 변경 2019.05.14

Version 0.5 소재 최적화 기능, 픽셀&SDK 연동, 애드뷰 버튼, 랜딩URL 유형 추가, 비딩형 네이밍 변경 등 2019.06.04

Version 0.6 애드뷰 버튼, 참여형 이벤트, 소재 사이즈 변경 등 2019.07.10

Version 0.7 CPM 과금 추가, 배너 만들기 툴, 애드뷰(풀뷰) 만들기 추가, 애드뷰(풀뷰) 공유 말풍선 추가, 애드뷰 동영상-카카오TV URL 연동 2019.08.08

Version 0.8 애드뷰(풀뷰) 스크롤 추가, 애드뷰 지표 추가 2019.09.09

Version 0.9 카카오톡 채널 명칭 변경 2019.09.17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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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랫폼구매프로세스

• 소재유형 :배너(1029×186)
• 랜딩URL : 샵탭/챗봇/애드뷰/URL/메시지/참여형이벤트
• 프리퀀시설정

[광고목적]
•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픽셀&SDK 연동필수)
•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픽셀&SDK 연동필수)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목적]
• 오디언스설정: 맞춤타겟,데모그래픽전체설정가능.
• 디바이스및게재지면 :모바일/카카오톡
• 과금방식및입찰금액설정:CPC(최소200원) , CPM (최소4,000원)
• 집행기간및예산설정
• 게재방식:광고게재 /소재최적화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
• 오디언스설정: 데모그래픽설정
• 디바이스및게재지면 :모바일/카카오톡
• 과금방식및입찰금액설정:CPC /자동입찰
• 집행기간및예산설정
• 게재방식:소재최적화필수

카카오모먼트 로
그인

디스플레이 캠페
인 생성

광고그룹 생성 소재등록 심사진행 광고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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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1)광고만들기|캠페인생성

[경로] 카카오모먼트>대시보드> 광고만들기> 디스플레이광고> [+캠페인생성]

1. 캠페인만들기 : beta 권한이부여된광고계정은광고만들기를통해디스플레이캠페인생성을준비합니다.
2. 광고목적: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중에해당하는광고목적을선택합니다.
3. 캠페인이름및집행설정
-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목적은픽셀& SDK 연동은필수이며,이를통해전환데이터수집이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은최적화할목적및픽셀&SDK를선택해야합니다.

(전환최적화기준을충족하지않은광고는자동입찰기능을통해클릭최적화로광고집행이가능하며이후전환지표가쌓이면전환할사용자와유사한사용자를찾는등전환최적화로집행하실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 Beta 권한을부여받은광고계정에한하여카카오톡비즈보드 목적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캠페인일예산은최소50,000원~ 최대1,000,000,000원까지설정가능합니다.

필수등록

1

2

3

1

2

3
필수등록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목적]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 5



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2)광고만들기|광고그룹생성(2)광고만들기|광고그룹생성

[경로]카카오모먼트> 대시보드> 광고만들기 >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목적생성>  [+광고그룹생성]

- 광고그룹은오디언스설정,디바이스및게재지면설정,예산및일정설정,광고그룹이름설정,예상모수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오디언스설정 :데모그래픽및맞춤타겟전체설정가능
2. 디바이스/게재지면설정 :가능한모든디바이스/카카오톡
3. 예산및 일정설정 :과금방식CPC,CPM/ 최대입찰금액/일예산/집행기간/게재방식설정 /소재최적화

ㄴ최대입찰금액:CPC최대입찰금액은최소200원/CPM최대입찰금액은최소4,000원이며,
광고그룹‘일예산’의50%또는1백만원중작은값이하로입력이가능합니다.

ㄴ광고그룹일예산: 최소10,000원~ 최대1,000,000,000원까지설정가능합니다.
ㄴ소재최적화 :성과좋은소재들의노출기회부여및소재개별입찰가설정불가하며, 설정/해제가능합니다.

전체설정가능

모바일

카카오톡

21

3

1

데모그래픽만제공

[카카오톡채팅탭에서홍보하기목적]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

2

3

[경로] 카카오모먼트>대시보드> 광고만들기 >카카오톡채팅탭에서스마트광고하기목적 생성>  [+광고그룹생성]

- 광고그룹은데모그래픽및게재지면설정,예산및일정설정,광고그룹이름설정,타겟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오디언스설정 :데모그래픽만설정가능
2. 디바이스/게재지면설정 :가능한모든디바이스/카카오톡
3. 예산및 일정설정 :과금방식CPC자동입찰/일예산/집행기간설정/소재최적화 필수

ㄴ광고그룹일예산:최소10,000원~ 최대1,000,000,000원까지설정가능합니다.
ㄴ소재최적화 :성과좋은소재들의노출기회부여및소재개별입찰가설정불가하며,해당목적은디폴트설정값입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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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3)광고만들기|소재생성

[경로] 카카오모먼트 > 디스플레이 캠페인 생성 > 광고그룹 생성 > [+소재 등록]

1. 단일 이미지 : 클릭을 하면 소재 구성요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재구성 요소
- 소재 이름 : 소재의 이름을 최대 35자까지 입력 가능
- 홍보이미지 : 8 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 소재 설명 : 장애인용 음성 안내 정보를 30자 이내로 입력. 특수문자 입력 불가
- 랜딩 URL : 9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3. 소재 설정
- 입찰금액 : 광고그룹 최대 입찰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프리퀀시 캡 : 1~3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00~24시입니다.

4. 미리보기 : 등록한 소재는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실제 노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장 : 저장 완료된 소재는 심사가 진행되며 등록한 소재가 심사 승인될 때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정도 소요됩니다.

※ 참고사항
- 챗봇과 메시지 랜딩URL 활용 시 내 카카오 계정에 해당 카카오톡 채널의 관리자 또는 매니저 추가가 필요합니다.

1

2

3

4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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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3)광고만들기|소재생성

[경로] 카카오모먼트 > 디스플레이 캠페인 생성 > 광고그룹 생성 > [+소재 등록]

2-1. 홍보이미지
- 배너 이미지 만들기 : 카피와 오브젝트 이미지, 고지문을 등록하여 빠르고 쉽게 소재 제작 및 등록 가능
- 직접 업로드 : 제작한 완료된 소재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 다중 파일 업로드(최대 100개) 가능

사이즈 : 1029×186/용량:150KB / 포맷:PNG-24bit

2-1

①

배너 이미지 만들기 항목 내용

① 배너 이미지 종류

• 한줄카피형

• 두줄카피형

② 메인 카피

• 한글,영문대소문자,숫자,자판내특수문자입력가능
③

서브 카피

(두줄 카피형만 입력 가능)

④ 오브젝트 이미지
• 이미지사이즈:314×186
• 파일형식:PNG
• 파일용량:150KB

⑤ 고지문
고지가필요한업종의경우선택하여고지문을작성할수있습니다.

• 한글,영문대소문자,숫자,자판내특수문자입력가능

⑥ 버튼명
• 취소:배너만들기를취소하고,저장되지않은모든내용은사라집니다.
• 저장:배너이미지를저장하고,배너이미지만들기팝업창이닫힙니다.
• 계속만들기:배너이미지를저장하고,새로운배너이미지를계속하여만들수있습니다.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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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3)광고만들기|소재생성

샵탭 순서 랜딩유형 내용

① 샵탭
• 샵탭의검색결과로랜딩가능
• q = 검색어입력 (텍스트입력. 20자까지가능)

② 챗봇
• 챗봇에연동된카카오톡채널리스트선택
• 발화키워드입력영역출력
• 글자수50자,특수기호1,?만가능

③ 애드뷰
• 만들어진애드뷰리스트선택
• 콤팩트뷰는광고계정>광고관리>애드뷰만들기에서등록가능
• 선택한애드뷰는 랜딩미리보기통해제공

④ URL

• 선물하기,톡스토어,메이커스입점대상으로상세상품페이지이동가능
• 톡서비스랜딩URL 직접입력가능

-메이커스: https://makers.kakao.com
-톡스토어: https://store.kakao.com
-선물하기: https://gift-talk.kakao.com

⑤ 메시지
• 카카오계정에연동된카카오톡채널리스트선택
• 선택한카카오톡채널메시지는랜딩미리보기통해제공

⑥ 참여형 이벤트
• 만들어진참여형이벤트리스트선택
• 참여형이벤트는광고계정>광고관리>참여형이벤트만들기에서등록가능

①

챗봇②

애드뷰③

URL④

메시지⑤

참여형

이벤트
⑥

[경로] 카카오모먼트 > 디스플레이 캠페인 생성 > 광고그룹 생성 > [+소재 등록]

2-2 . 랜딩 URL : 광고가 실제 랜딩되는 페이지로, 랜딩 유형 선택 가능 (샵탭, 챗봇, 애드뷰, URL, 메시지, 참여형 이벤트)

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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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4)애드뷰만들기

애드뷰의유형은풀뷰와콤팩트뷰가있으며,모두카카오톡비즈보드beta(비딩형) 소재의랜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광고관리>[+애드뷰만들기]

1. 애드뷰만들기
-카카오톡채팅탭에서 노출되는배너의랜딩으로사용할애드뷰를신규생성할수있으며,콤팩트뷰(이미지/동영상/캐러셀)와풀뷰(이미지/동영상/스크롤)중선택할수있습니다.
-광고계정당최대1000개까지생성가능합니다. 단이후초과등록은불가하며, 기존등록한애드뷰의수정및삭제가불가하므로유의바랍니다.

2. 애드뷰목록
-광고계정내등록된전체애드뷰리스트를확인할수있으며,미리보기를제공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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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5)새애드뷰만들기|콤팩트뷰

61

2

4

5

순서 항목
상세 설명

이미지 동영상 캐러셀

1 애드뷰이름 애드뷰를관리하기용이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20자,중복불가)

2 브랜드이름 브랜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15자)

3 소재영역

3-1.홍보이미지
-사이즈. 1280x720
-형식:JPG/JPEG/PNG
-용량:400KB

3-2.홍보동영상
-사이즈:1280x720 이상
-형식. :16:9 비율의AVI/FLV/MP4 파일권장
-용량: 1GB

3-3.캐러셀
-이미지,동영상조합3~5개구성
-동영상은최대3개까지허용
-홍보이미지,홍보동영상조건은좌동

• 맞춤썸네일(필수등록요소아님)
-사이즈: 1280x720 
-형식: JPG/JPEG/PNG
-용량: 400KB 

4 타이틀 타이틀을입력하세요(최대45자)

5 버튼1,버튼2 14페이지에서상세안내

6 미리보기 미리보기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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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V 가져오기
애드뷰의홍보동영상을카카오TV동영상의공유URL로등록할수있습니다. 
이경우광고재생수가카카오TV 동영상조회수에반영됩니다.
단,카카오모먼트와카카오TV 계정이동일하고,위홍보동영상사이즈/형식/용량에부합
하는경우에만동영상등록이가능합니다.

* 공유말풍선이란?
애드뷰우상단톡공유하기버튼을통해친구에게
공유하는경우,채팅방에노출되는말풍선입니다.

2
4

해당애드뷰로랜딩

3-1



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5)새애드뷰만들기|풀뷰(이미지/동영상)

순서 항목
상세 설명

이미지 동영상

1 애드뷰이름 애드뷰를관리하기용이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20자,중복불가)

2 소재영역

2-1.홍보이미지
-사이즈:720x1560
-형식:JPG/JPEG/PNG
-용량:400KB

2-2.홍보동영상
-사이즈:720x1560 이상(모바일인코딩사이즈720P)
-형식. :9:19.5 비율의AVI/FLV/MP4 파일권장
-용량: 1GB

• 맞춤썸네일(필수등록요소아님)
-사이즈: 720x1560 
-형식: JPG/JPEG/PNG
-용량: 400KB 

3 버튼1,버튼2 14페이지에서상세안내

4 홍보이미지

공유말풍선에노출될홍보이미지를등록할수있습니다.

-사이즈. 1280x720
-형식:JPG/JPEG/PNG
-용량:400KB

5 브랜드이름 공유말풍선에노출될브랜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15자)

6 타이틀 공유말풍선에노출될타이틀을입력하세요(최대45자)

7 미리보기 미리보기를제공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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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2-2

* 공유말풍선이란?
애드뷰우상단톡공유하기버튼을통해친구에게
공유하는경우,채팅방에노출되는말풍선입니다.

• 카카오TV 가져오기
애드뷰의홍보동영상을내카카오TV계정내동영상의공유URL로등록할수있습니다. 
이경우광고재생수가카카오TV 동영상조회수에반영됩니다.
단,카카오모먼트와카카오TV 계정이동일하고,위홍보동영상사이즈/형식/용량에부합
하는경우에동영상등록이가능합니다.

4

5
6

해당애드뷰로랜딩



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5)새애드뷰만들기|풀뷰(스크롤)

순서 항목
상세 설명

스크롤 이미지 스크롤 동영상

1 애드뷰이름 애드뷰를관리하기용이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20자,중복불가)

2 소재영역

2-1.홍보이미지
-사이즈(가로):720px
사이즈(세로):360px ~ 7800px
-형식:JPG/JPEG/PNG
-용량:400KB

2-2.홍보동영상
-사이즈:720x1560 이상의6:13 비율

720x1280 이상의9:16 비율
1280x720 이상의16:9 비율
720x720 이상의1:1 비율

-형식. :AVI/FLV/MP4 파일권장
-용량: 1GB

• 맞춤썸네일(필수등록요소아님)
-사이즈: 업로드한동영상의사이즈와동일
-형식: JPG/JPEG/PNG
-용량: 400KB 

3 버튼1,버튼2 14페이지에서상세안내

4 홍보이미지

공유말풍선에노출될홍보이미지를등록할수있습니다.

-사이즈. 1280x720
-형식:JPG/JPEG/PNG
-용량:400KB

5 브랜드이름 공유말풍선에노출될브랜드이름을입력하세요.(최대15자)

6 타이틀 공유말풍선에노출될타이틀을입력하세요(최대45자)

7 미리보기 미리보기를제공합니다. (미리보기상에서동영상의경우자동재생되며, 사운드는지원되지않습니다.) 

※ 참고사항※ 스크롤형에서는이미지와동영상을합쳐최대10개까지등록이가능합니다.(동영상은최대5개까지만등록가능)
소재영역의전체세로합은최소3120px 이상되도록필수로제작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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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말풍선이란?
애드뷰우상단톡공유하기버튼을통해친구에게
공유하는경우,채팅방에노출되는말풍선입니다.

• 카카오TV 가져오기
애드뷰의홍보동영상을내카카오TV계정내동영상의공유URL로등록할수있습니다. 
이경우광고재생수가카카오TV 동영상조회수에반영됩니다.
단,카카오모먼트와카카오TV 계정이동일하고,위홍보동영상사이즈/형식/용량에부합
하는경우에동영상등록이가능합니다.

4

5
6

해당애드뷰로랜딩



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5)새애드뷰만들기|콤팩트뷰/풀뷰
버튼 색상 항목 상세 설명

노란버튼
버튼1,버튼2

구매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의랜딩URL을입력하세요.

선물하기 선물하기의랜딩URL을입력하세요.

원클릭결제하기 톡스토어상품ID를입력하세요.

이모티콘받기 브랜드이모티콘의아이템 ID를입력하세요.

채널추가하기 내카카오계정에연동된카카오톡채널리스트가출력되며,선택시자동으로카카오톡채널홈으로랜
딩으로연결됩니다.

톡에서설문하기 참여형설문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플러그인)

톡에서예약하기 참여형예약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플러그인)

톡에서응모하기 참여형 응모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플러그인)

톡에서회원가입 카카오싱크연동완료된광고주에한하여가능하며,회원가입동의창랜딩URL을입력하세요.

톡으로설문하기 참여형설문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챗봇)

톡으로예약하기 참여형예약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챗봇)

톡으로응모하기 참여형응모이벤트에해당하는버튼이름을선택시리스트출력및선택해주세요.(챗봇)

톡으로문의하기 챗봇이연동된카카오톡채널을선택하여,랜딩으로사용할발화텍스트를입력하세요.(최대50자)

톡으로공유하기 카카오톡친구에게공유말풍선으로애드뷰를공유할수있습니다.

톡으로확인하기 내카카오계정에연동된카카오톡채널리스트가출력되며,카카오톡채널과메시지선택시메시지로
랜딩이연결됩니다.

버튼1 자세히보기 카카오톡과연결된서비스의랜딩URL을입력하세요.

회색버튼 버튼2

가입하러가기/게임하러가기/구매하러가기
사전예약하기/신청하러가기/앱다운로드
영상보러가기/예매하러가기/예약하러가기
참여하러가기/자세히보기

랜딩URL을입력하세요.

※버튼1과버튼2모두필수등록요소이며,동일한버튼타입을선택할수없습니다.
※노란버튼은카카오톡친구에게공유를하거나카카오톡채널추가,카카오톡채널챗봇문의등카카오서비스로랜딩활용가능하며,

회색버튼은카카오서비스랜딩뿐만아니라자유롭게아웃링크를사용하여사용자액션을완성할수있습니다.
※ 애드뷰/참여형이벤트는별도심사가진행되지않으며, 소재등록시에선택된애드뷰리스트또는참여형이벤트리스트와함께심사가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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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6)참여형이벤트만들기

챗봇또는플러그인을통해응모, 설문등을처리할수있는기능으로, 애드뷰또는배너의랜딩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참여형이벤트를통해받은응모, 설문에대한결과보고서는카카오모먼트를통해서편리하게확인할수있습니다.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광고관리>[+참여형이벤트만들기]

1. 참여형이벤트만들기
- 참여형이벤트만들기’버튼을클릭하여참여형이벤트를만들수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위탁동의: 참여형이벤트는카카오가필수로제공하는개인정보(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와광고주가수집하는개인정보를위탁함에있어, 개인정보취급위탁동의를통해업무위탁계약을체결합니다. 
- 광고계정당최대100개까지만들수있으며,한번등록한이벤트는수정및삭제가불가합니다.

2. 참여형이벤트목록
- 광고계정내등록된전체참여형이벤트리스트를확인할수있으며,챗봇유형에서만 테스트발송이가능합니다.(*플러그인추후지원)

※ 참고사항
- 참여형이벤트만들기및등록가이드는별도문서를통해확인바랍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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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7)광고관리|대시보드

[경로]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 대시보드

- 등록한캠페인/ 광고그룹/ 소재는대시보드메뉴를통해결제정보,광고등록현황,on/off, 성과분석을할수있습니다.

1. 기본정보/ 운영정보: 광고계정의의고유한정보에해당하는번호와유형, 광고주명과캠페인/광고그룹/소재현황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오늘지표: 광고집행후남은캐시잔액과등록된자동결제를통해청구될금액, 소진비용확인이가능합니다.
3. 성과 :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별성과및지표를 그래프로확인가능합니다.
4. 상세지표 :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별성과및지표를데이터로확인가능하며,열구분을통해픽셀&SDK전환지표/톡전환지표/애드뷰지표/채팅방랜딩지표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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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8)성과관리|애드뷰지표

[경로] 카카오모먼트> 광고계정> 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대시보드> 열지표(애드뷰지표선택)
[경로] 카카오모먼트> 광고계정>  보고서> 맞춤보고서> 맞춤보고서만들기> 단위: 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 열지표(애드뷰지표선택) 

- 애드뷰지표란? 애드뷰내에서발생하는클릭,노출,재생에대한지표이며,대시보드및맞춤보고서의열지표를추가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2

1
[대시보드]

[맞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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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8)성과관리|애드뷰지표

버튼1클릭수 버튼2클릭수 버튼1클릭수 버튼2클릭수

공유버튼클릭수

순서 템플릿유형 지표 설명

1

이미지형
동영상형
캐러셀형
스크롤형

버튼1 클릭수 모든 유형 애드뷰의 버튼1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2 버튼2 클릭수 모든 유형 애드뷰의 버튼2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3 공유 버튼 클릭수 모든 유형 애드뷰의 상단 공유 버튼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4 이미지/동영상1 노출수
모든 유형 애드뷰의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캐러셀형, 스크롤형인 경우, 첫번째 순서)

5

동영상형
캐러셀형
스크롤형

동영상1 자동 재생수
동영상형 애드뷰의 첨부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캐러셀형, 스크롤형인 경우, 첫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해당)

6 동영상1 터치 재생수
동영상형 애드뷰의 첨부된 동영상이 터치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캐러셀형, 스크롤형인 경우, 첫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해당)

7 동영상1 3초 재생수
동영상형 애드뷰의 첨부된 동영상이 3초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캐러셀형, 스크롤형인 경우, 첫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해당)

8

캐러셀형,스크롤형
(스와이프/스크롤하여2번

째영역)

이미지/동영상2 노출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두번째 순서에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9 동영상2 자동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두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자동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0 동영상2 터치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두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터치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1 동영상2 3초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두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3초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2

캐러셀형,스크롤형
(스와이프/스크롤하여3번

째영역)

이미지/동영상3 노출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세번째 순서에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3 동영상3 자동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세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자동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4 동영상3 터치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세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터치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5 동영상3 3초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세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3초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6

캐러셀형
(스와이프하여4번째영역)

이미지/동영상4 노출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네번째 순서에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7 동영상4 자동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네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자동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8 동영상4 터치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네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터치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9 동영상4 3초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네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3초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20

캐러셀형,스크롤형
(스와이프/스크롤하여5번

째영역)

이미지/동영상5 노출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열번째 순서에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21 동영상5 자동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열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자동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22 동영상5 터치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열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터치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23 동영상5 3초 재생수 캐러셀/스크롤형 애드뷰의 열번째 순서가 동영상인 경우, 3초 재생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지표설명]

※ 애드뷰지표는애드뷰유형(컴팩트뷰, 풀뷰) 및하위템플릿유형(이미지형, 동영상형, 캐러셀형, 스크롤형) 에서발생하는모든지표를공통으로
제공합니다.
※  풀뷰스크롤형의경우는이미지와동영상을합쳐최대10개까지등록가능하므로, 열번째지표까지확인이가능합니다.

<콤팩트뷰–이미지> <콤팩트뷰–동영상>

공유버튼클릭수

이미지/동영상1 노출수 이미지/동영상1노출수
동영상13초재생수
동영상1자동재생수
동영상1터치재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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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8)성과관리|톡전환지표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대시보드>열지표(톡전환지표선택)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 보고서>맞춤보고서>맞춤보고서만들기>단위: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열지표(톡전환지표선택)

- 톡전환지표란? 트랙아이디(Track ID)를연동을통하여톡서비스(선물하기,메이커스,톡스토어,카카오톡채널(챗봇))에서전환발생시수집되는지표입니다.
ㄴ톡전환지표:톡가입(직접,간접),톡구매(직접,간접),톡구매금액(직접,간접),톡참여(직접,간접)

※ 참고사항
- 톡 전환 지표는 톡 서비스(선물하기, 메이커스, 톡스토어, 카카오톡 채널)와 트랙ID 연동 작업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전환데이터 수집 가능합니다. ☞ 연동 가이드 문서
- 참여형이벤트전환은톡참여(직접),톡참여(간접)지표로예약/응모/설문참여건수를확인할수있습니다.

순서 지표 설명

1 톡 가입(직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회원 가입수를 의미합니다.

2 톡구매(직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구매건수를 의미합니다.

3 톡구매금액(직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구매비용을 의미하며, 500원 단
위로 올림되어 집계된 결과입니다.

4 톡참여(직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참여건수을 의미합니다.

5 톡 가입(간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후 ~ 7일 이내에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회원 가입수를 의
미합니다.

6 톡 구매(간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후 ~ 7일 이내에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구매건수를 의미합
니다.

7 톡 구매금액(간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후 ~ 7일 이내에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구매비용을 의미하
며, 500원 단위로 올림되어 집계된 결과입니다.

8 톡 참여(간접) 광고 클릭 후, 24시간 이후 ~ 7일 이내에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발생한 참여건수을 의미합
니다.

1
[지표설명]

2

[대시보드]

[맞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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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8)성과관리|채팅방랜딩지표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대시보드>열지표(채팅방랜딩지표선택)
[경로]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 보고서>맞춤보고서>맞춤보고서만들기>단위:디스플레이캠페인∙광고그룹∙소재>열지표(채팅방랜딩지표선택)

- 채팅방랜딩지표란? 랜딩URL을메시지선택또는애드뷰버튼(톡으로확인하기)으로활용시발생된데이터를수집하는지표입니다.

순서 지표 설명

1 발송수 (랜딩) 랜딩용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발송된 실시간 누적수를 의미합니다.

2 열람수(랜딩) 채팅방에 진입하여 내 랜딩용 메시지를 확인한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3 전체클릭수(랜딩) 랜딩용 메시지에서 발생한 전체 클릭수를 의미합니다.

4 공유버튼클릭수(랜딩) 랜딩용 기본 텍스트형 메시지의 공유 버튼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5 이미지/동영상 클릭수 (랜딩) 랜딩용 와이드이미지형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나 동영상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6 텍스트 클릭수 (랜딩) 랜딩용 와이드이미지형 메시지에서 텍스트가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7 타이틀 클릭수 (랜딩) 랜딩용 와이드리스트형에서 타이틀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8 리스트1 클릭수 (랜딩) 랜딩용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리스트1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9 리스트2 클릭수 (랜딩) 랜딩용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리스트2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0 리스트3 클릭수(랜딩) 랜딩용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리스트3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1 리스트4 클릭수(랜딩) 랜딩용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리스트4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2 버튼1클릭수(랜딩) 랜딩용 와이드이미지나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버튼1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3 버튼2클릭수(랜딩) 랜딩용 와이드이미지나 와이드리스트형에서 버튼2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4 기타클릭수(랜딩) 랜딩용 메시지의 가이드 영역, 카카오톡 채널 홈버튼 등 정의되지 않은 영역이 클릭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1
[지표설명]

2

[대시보드]

[맞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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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구매프로세스

(9)회계관리|결제및세금계산서

[경로] 카카오모먼트 > 설정 > 광고캐시 관리 or 결제카드 관리

1.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자동결제 카드 중 선택하여 광고캐시를 충전합니다
2. 선불 계정의 경우 환불 계좌 등록 후 환불 신청시 광고캐시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승인 후에는 등록된 환불계좌로 이체 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완료됩니다. 
3. 후불 계정의 경우 결제기한일까지 정산금액을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참고사항
- 무통장입금 : 1회용 가상계좌를 통해 광고캐시를 입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계정에서 직접 1회용 가상계좌 발급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 일반신용카드결제 : 최소 1만원 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카드 결제 가능한 방식으로, 충전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할부수수료는 카드 소유자 부담) 

※ 무통장입금/신용카드결제방법
[경로] 설정> 광고캐시관리> [충전]클릭> 금액선택후다음> 무통장입금또는신용카드클릭

※ 환불요청방법
[경로] 설정> 광고캐시관리> “환불”버튼클릭> “환불계좌”등록> 환불금액입력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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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PREMIUM AD

내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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