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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프로세스

광고계정생성 캠페인생성 광고그룹 생성 소재등록 심사진행 광고노출

• 과금방식 : CPT

• 집행기간설정 :�월 /�주단위
• 기간예산

• 계약해지수수료부과정책동의

• 소재유형 :홍보이미지(530×640)
• 홍보문구상단/하단 :�최대 8자
• 랜딩URL

• 집행시간

• 광고유형과광고목표 :다음쇼핑X�도달
• 픽셀&SDK�연동 :�연동한캠페인에서발생한전환데이터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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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프로세스

(1) 광고계정생성하기

1.�카카오모먼트(https://moment.kakao.com)에서카카오계정으로로그인을합니다.

2.�Kakao�for�business�페이지로이동하며,� [+새광고계정만들기]를클릭합니다.��

1

2

https://moment.kakao.com/


5

1.�구매프로세스

(1) 광고계정생성하기

3.�광고계정만들기 :�사업자/개인광고계정유형을선택합니다.

4.�사업자등록번호검색

-입력한사업자등록번호는광고집행비용을청구하거나,�세금계산서가발행될정보에해당합니다.�

따라서광고주/대행사의세금계산서및영수정보를고려하여사업자등록번호를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고주로세금계산서발행이필요한경우광고주사업자등록번호를입력해주셔야합니다.)

- 대행사사업자번호입력시에 ‘대행사사업자번호입니다‘�라는문구가노출되어야대행사정보로정상가입가능합니다.

- 검색된사업자등록번호로신규광고계정을생성하거나,�이미만들어진광고계정에멤버요청을할수있습니다.

3

테스트_1909

테스트_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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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프로세스

(2) 광고만들기 |��캠페인생성

[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만들기

1.�광고만들기 :�쇼핑권한이부여된광고계정은광고만들기를통해캠페인을생성합니다.

2. 유형과목표 :다음쇼핑과도달목표를선택합니다.

*�도달 : 광고주의제품또는서비스를홍보하기위해많은사람들에게광고를노출시켜인지도를높이는광고목표입니다.

3. 캠페인집행설정

※�픽셀&SDK연동을통해전환데이터수집이가능하며,�연동하지않더라도광고집행은가능합니다.�(카카오픽셀&SDK��바로가기)

[광고구조]

*�한캠페인에월/주단위상품을혼합하여그룹생성이가능하며,그룹생성은계약생성을의미합니다.

*�광고계정당등록가능한캠페인과그룹,�소재개수는다음과같습니다.

- 캠페인등록개수 :�계정당디스플레이캠페인최대 100개

-광고그룹등록개수 :�캠페인당최대500개

-소재등록개수 :�광고그룹당최대 100개 (단,�메시지소재는그룹당 1개)

캠페인 광고그룹 소재

광고그룹

소재

소재

소재

2

3

https://ad.kakao.com/contents/resourc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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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프로세스

(2) 광고만들기 |��광고그룹생성

[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만들기 >�캠페인 >�광고그룹만들기

:�광고그룹생성은계약생성을의미하며,�하나의광고유형·목표하위에다수의광고그룹생성이가능합니다.�(월/주단위혼합하여그룹생성가능)�

1. 집행대상설정 >게재지면및디바이스 :�게재지면 [다음]자동설정 / PC&모바일동시노출(디바이스선택불가)

2. 집행전략설정

-구매방식 : CPT�과금방식으로자동설정되며단가는집행기간설정조합에따라자동으로출력됩니다.

- 기간예산 :집행기간설정조합에따라자동으로출력되며,�개별입력이나수정은불가합니다.

- 계약해지수수료부과정책에동의 :고지사항확인후동의가필요합니다.

3.�집행기간설정 :�집행기간은월/주단위중단일선택해야합니다.

- 월단위 :오늘기준다음달만구매가능

-주단위 :오늘기준다음주부터다음달내주차까지구매가능

※�광고그룹수정(집행기간)은집행전상태일때만가능하며,�집행중이나종료이후에는수정불가합니다.

※�기간예산이잔액또는후불한도보다클경우광고그룹은저장되지않으므로,�사전에캐시충전및후불한도점검이필요합니다.

1

3

2



8

1.�구매프로세스

(2) 광고만들기 |��소재생성 [경로]�카카오모먼트 >��캠페인 >광고그룹 >�새소재만들기

1. 이미지박스 :�클릭시소재구성요소입력을할수있습니다.

2.�소재구성  PC,�모바일의소재구성요소가동일하며, 1개소재만등록하더라도PC,�모바일에모두노출됩니다.

- 홍보이미지 :�사이즈 - 530*640 /�용량  300KB /�포맷 - JPG,�JPEG,�PNG�

- 홍보문구상단/하단 :�최대 8자까지입력가능

-랜딩URL�:��PC/모바일의랜딩을개별설정하길원할경우,개별설정체크박스를클릭하여입력가능합니다.

3.�소재집행시간

-소재집행시간은광고그룹집행기간내에서설정할수있으며,�과거일정은설정할수없습니다.

- 소재집행시간이중복될경우소재는랜덤노출됩니다.

- 소재집행시간은데이터반영에수십분소요되어실시간상품교체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으므로

원하는시간에광고노출을원하시는경우미리시간을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심사승인완료후집행시간변경이필요한경우소재재심사없이노출시간변경이가능합니다.

※�나중에설정하기 :�집행시간을설정하지않고,�저장및소재심사진행이가능합니다.�

4.�의견및증빙(선택사항) :�소재등록시담당자에게전달하고자하는의견이있거나증빙자료제출이필요할경우입력합니다.

5.�소재이름 및설정완료:�“설정완료”�버튼클릭후우측 [설정완료소재]에서 “저장“�버튼을클릭해야심사단계로진행됩니다.

ü 심사일정을고려하여사전등록이필요합니다.��(심사운영시간 :�평일오전 10시~17시 /�주말공휴일소재검수불가)�

- 17시이후및광고집행당일에소재등록하는경우등대행사운영중발생한미노출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습니다.

ü 심사완료후즉시노출시시스템반영에최대5~10분이소요될수있습니다.

▶주의 :���아래와같은사유로인해광고그룹내소재가없거나미노출시간대가존재하더라도,�기간예산은환급되지않으므로

소재별집행시간설정에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모든소재OFF�이거나 (나중에설정하기로집행시간미설정포함)

- 소재일정시간이비어있거나 (그룹집행시간내빈시간허용되므로)

-심사통과된소재가모니터링에의해심사보류로변경되었거나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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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관리 >�광고계정/캠페인/광고그룹대시보드

1.�기본정보/운영정보 :�광고계정,�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의기본정보및운영정보확인가능합니다.�(총기간예산,�광고등록현황,�계약해지등)

2.�성과 :�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별성과및클릭수지표를그래프로확인가능합니다.�

3.�테이블영역 :�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별클릭수지표를데이터로확인가능하며(노출수,클릭율,비용은일괄비활성화),�ON/OFF,�수정/삭제등을할수있습니다.

열구분을통해픽셀&SDK�전환지표를(연동한경우에만해당)확인할수있습니다.���☞성과관리바로가기

※�테이블영역 >�캠페인탭

-총예산 :캠페인하위모든광고그룹에서설정한기간예산의합을의미하며(VAT�포함) 수정은불가합니다.��전체일정은하위모든그룹의(삭제제외) 가장빠른시작일부터가장늦은종료일을의미합니다.

9

2.�광고관리

(1) 대시보드

1 2

3

▶ 잔액부족으로인한운영불가능상태값

- 쇼핑보장형은광고그룹생성시계약체결이완료된것으로 간주합니다.

- 광고그룹이생성되었다면선불계정은계약금액이차감된상태이며

잔액상태를확인하지않습니다.�

- 광고그룹생성이후상태값이잔액부족으로인한운영불가능으로 보여지더라도

정상적으로캠페인,�광고그룹,�소재생성되었고노출기간/집행시간이집행중이라면

노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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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고관리

(2) 소재스케쥴링

[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관리 >� 캠페인/광고그룹대시보드 >소재탭

▶소재집행시간설정◀

• 활성화된UI를클릭시수정가능하며미래시간만선택가능

• 소재간의시작/종료시간중복허용,�그룹내빈시간허용

• 시간미설정소재는ON상태에서도소재노출되지않음.

• 종료일시 :�예를들어 1월9일까지노출후 1월10일이후종료되어야하는소재의경우종료일시는2021-01-09,�23시59분으로설정되어야합니다.�(9일23시59분59초까지노출됩니다.)

ü 집행중소재 :�종료시간수정만가능.�나중에설정하기불가

ü 시간미입력소재 :�나중에설정하기체크해제후시작/종료일시모두선택가능,�단시간설정완료시에도사용자OFF는변경되지않고그대로유지되므로별도로ON�설정필요함.

ü 집행예정소재 :�시작/종료일시모두선택가능,�나중에설정하기가능

ü 집행종료소재 :�시간수정불가 (비활성화)

2021-02-18

2021-02-20

2021-02-16

2021-02-20

2021-02-01 00:00 ~ 2021-28 23:59

2021-02-01 00:00 ~ 2021-28 23:59

2021-02-01 00:00 ~ 2021-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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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고관리

(3) 계약해지

[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관리 >�광고그룹대시보드 >�기본정보영역 >�계약해지

• 해지권한 :�해당광고계정의마스터,멤버모두가능합니다.

• 집행기간중계약해지시수수료를부과하며,�해지수수료는잔여기간예산의 10%입니다.�

• 계약해지는집행중/집행전상태일때만가능하며,�집행종료상태는불가합니다.

- 그룹시작일전 :�전체환급

- 그룹시작~종료일사이 :�차감액(소진액+해지수수료)�제외하고환급되며,��해지시즉시노출중단및환급됩니다.�

단, 해지환급금은일단위기준으로시간단위환급은어려우며,�당일계약해지를원하는경우늦어도23시까지해지를신청해주셔야정상처리됩니다.

- 그룹종료일후 :�환급불가

• 계약해지수수료는해당월세금계산서발행시포함됩니다.

• 집행기간중계약을해지한경우해지수수료내역은 '설정>�광고캐시관리 >�계약해지수수료부과내역‘ 을통해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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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고관리

(4) 성과관리

[경로]�카카오모먼트 >�광고관리 >�캠페인/광고그룹/소재대시보드 >�테이블영역

[경로]�카카오모먼트 >�보고서 >�맞춤보고서>�맞춤보고서만들기>�단위 :�광고계정/캠페인/광고그룹/소재

• 광고계정,�캠페인,�광고그룹,�소재단위별성과지표를확인할수있습니다.

• 클릭수지표를데이터로확인가능하며노출수,클릭율,비용은일괄비활성화됩니다.

• 픽셀&SDK�연동을진행한경우,�열지표를추가하여전환데이터를확인할수있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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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계관리

(1) 캐시충전및환불

[경로]카카오모먼트>설정 >광고캐시관리 or�결제카드관리

1.�선불광고계정은일반신용카드,�무통장입금을선택하여광고캐시를충전합니다

2.�후불광고계정(대행사소유)은카카오광고통합에이전시(https://agency.ad.kakao.com/) >�후불정산결제에서결제액확인및가상계좌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무통장입금 : 1회용가상계좌를통해광고캐시를입금할수있는방식으로,�광고계정에서직접 1회용가상계좌발급하여입금가능합니다.

- 유상캐시충전시 입금반영까지최대30분가량소요될수있습니다.

-무통장입금시유상캐시충전금액과입금금액이일치해야충전이가능합니다.�입금시금액이상이할경우 “기타수취불가한계좌”로확인되어충전이실패됩니다.

- 집행기간중계약해지시수수료를부과하며,�수수료는잔여기간예산의 10%입니다.��(해지수수료내역은 '설정>�광고캐시관리 >�계약해지수수료부과내역‘ 을통해확인가능)

※�무통장입금방법

[경로]�설정 >�광고캐시관리 >�[충전]클릭 >�금액선택후다음>�무통장입금클릭
※�환불요청방법

[경로]�설정>�광고캐시관리>�“환불”버튼클릭>�“환불계좌”등록>�환불금액입력후요청

https://agency.ad.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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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계관리

(2) 광고캐시관리

[경로]�카카오모먼트 >설정 >�광고캐시관리 >�무상캐시사용현황 >�사용일탭

:�유상/무상캐시의잔액을확인할수있으며,�충전및환불의거래내역을확인합니다.

1.�캐시현황 :�유상캐시 +�무상캐시총잔액확인이가능합니다.�(vat포함)

2.�충전내역 :�유상캐시 +�무상캐시충전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3.�무상캐시사용현황 :�서비스로지급된금액을의미하며,�지급된무상캐시는환불또는세금계산서내역에반영되지않습니다.

※�참고사항

-지급된무상캐시는 ‘사용하기’버튼을클릭하여사용할수있으며,�만료일자이전에무상캐시를개시해야합니다.

-무상캐시개시는광고계정의멤버라면누구나가능하며,�개시한이후에는사용을중지하거나취소할수없습니다.

- 유상캐시와무상캐시모두잔액이존재할시에는무상캐시가먼저소진됩니다.

-무상캐시는설정된만료일까지사용이가능하며,�만료일이도래시자동소멸처리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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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계관리

(3) 세금계산서발행

[경로]�카카오모먼트 >설정 >�광고계정관리 >�세금계산서정보및발행내역확인

• 광고계정에등록된사업자등록번호로월초~월말까지의광고계정별월단위 1장의세금계산서가발행되며이는당월소진금액기준입니다.

ex)�주단위 9/30(월)~10/6(일)�상품구매한경우 :�9/30(월)�일단위소진액은 9월세금계산서통해발행되고,�10/1(화)~10/6(일)�일단위소진액합은 10월세금계산서통해발행

• 대행사정보로광고계정을생성하실경우세금계산서발행또한광고계정의주체인대행사로발행됩니다.�

※�참고사항

-발행내역은최근 1년내조회가능하며발행내역상태는발행완료,�발행실패로나뉩니다.�

- 발행일시는세금계산서가발행된시점을보여줍니다.

- 발행내역내발행된 “총금액”을클릭한경우세금계산서발행화면팝업창으로보여집니다.

- 세금계산서발행화면내품목에는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번호:00000)가기재되어나갑니다.



TALK PREMIUM AD

내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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