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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카카오네이티브광고 상품 안내 
상품기획셀 김창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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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AD 란? 
광의적 의미 



모바일 라이프 

Source : ComScore and Ni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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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용자 경험 

DISCOVERY 

검색의 반대 개념 
정보가 사람을 찾는다 



모바일 네이티브광고 

기본 개념 
배너 광고처럼 컨텐츠와 분리된  
별도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의 컨텐츠와 동일한 형상으로 노출되
는 광고상품. 



모바일 네이티브광고 

주요 특징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형태로 
광고가 노출됨으로써, 
 
사용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듯 광고를 소비할 수 있게 함. 



모바일 네이티브광고 분류 

UI 네이티브 UX 네이티브 

- 서비스 내 UI와 동일한 look & feel을 갖춘 광고 - 서비스 내 UX와 동일한 look & feel을 갖춘 광고 

게시글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타입 광고 컨텐츠 리스트 



kakao NativeAD 
상품 스펙 



상품 소개 

카카오네이티브광고 
광고인 듯 아닌듯,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다음앱 등의  
kakao 모바일네트워크에  
컨텐츠와 동일한 형상으로 광고를 노출함 
 
컨텐츠와 광고의 소비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광고의 효율과 전환을 높여주는 몰입형 광고 상품 



집행 가능한 광고대상 
카카오스토리광고 상품과 동일하게 모든 광고대상 등록 가능.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
가 

스토리채널 
소식받기 



자유로운 랜딩 페이지 

다양한 랜딩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카카오네이티브광고는 클릭시  
기업사이트/쇼핑몰/블로그/SNS 등 

자사의 모바일 채널과 앱설치를 위한 

앱마켓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소재 스펙  
네이티브광고의 국제 표준 이미지 사이즈가 활용됨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지금 제철, 더 맛있는 카카오파머 귤 

1 프로필명   최대 15자 

프로필 이미지 ･ 사이즈 : 300x300(px) 
･ 파일형식 : PNG/JPG 
･ 용량 : 400KB 

2 

광고소재이미지 ･ 사이즈 : 1200x628(px) 
･ 파일형식 : PNG/JPG 
･ 용량 : 1200KB 
지면내 콘텐츠 이미지사이즈에 따라 crop되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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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구 ･             광고제목 : 최대 20자 
･             광고문구 : 최대 60자 
지면에 따라 광고제목, 광고문구 중 선택되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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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도버튼 바로가기, 구매하기, 설치하기 등  
총 13가지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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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 행동유도버튼 
광고대상별 제공되는 행동유도버튼 셋은 다름 

13가지 액션 유도 



최적화 소재 조합 
네이티브광고가 노출되는 채널의 컨텐츠 리스트와 동일하게 노출됨 



모바일 전용 타겟팅 

채널구독 

연령 

10만가지 

취미 지역 

플랫폼 
게임 
관심도 

사용자조합 
성별 



합리적인 과금 및 광고 선택 

타겟팅된 노출 대상이 같은 광고 중  
‘입찰가’와  ‘광고품질’ 경쟁을 통해  

노출될 광고가 선정됩니다. 

실시간 CPC 과금 방식으로  
입찰가 내에서 광고품질에 따라  

할인 과금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90원입니다.) 

 



kakao NativeAD 
노출 영역 



카카오톡 채널Tab 
카카오톡 > 채널 Tab : 연예 기사뷰 하단 



카카오톡 채널Tab 
카카오톡 > 채널 Tab : 카카오스토리 게시글뷰 하단 



다음앱 Top 
다음앱 > Top : 펀/웹툰 Tab 중상위 위치 



다음앱 전체 기사뷰 
다음앱 > 전체 기사뷰의 하단 리스트 



노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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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시의성의 반영 

Daum앱 네이티브광고 CTR 테스트 결과,  
2015.Q3 

시의성이 반영된 광고로 
광고 효과 높이기 
적은 광고비로 많은 노출과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카카오네이티브광고의 CTR은 2~3%이며,  

특히 소재에 네이티브성, 시의성이 적절히 반영된 경우  

약 3배까지 높은 광고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맥락에 맞는 광고 

cate	  :	  스포츠	  

cate	  :	  게임	  

cate	  :	  여성의류	  

cate	  :	  유아용품	  

cate	  :	  캠핑용품	  

cate	  :	  가구	  

cate	  :	  게임	  

광고 분류 매체 분류 



확장된 광고요소 

소재 등록 소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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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수집 

다운로드 수(APP) 
평점(APP) 
좋아요 수(STORY) 
구독자 수(STORY) 
플레이 수(MOVIE) 
상품가격(SHO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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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kak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