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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oocha?



대한민국모든핫딜상품을
한번에검색!

소셜 커머스,홈쇼핑,오픈마켓,종합몰,전문몰, 소호몰등



아이폰 + 안드로이드 APP 기준

1,770만
다운로드달성

쇼핑최적화APP

100만

1,700만

COOCHA

타겟 맞춤 추천, 실시간 인기딜, 다양한 컨텐츠



방문자 비중

방문자 연령분포 방문자 성별분포

Active User 300~350만 UV(Day) : 50~60만 상세 보기(Pv) : 110만

25-44세 ≒ 75% 여성 ≒ 72%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20%

30%

37%

7%

4%

72%

28%

여성 남성



광고영역
입점&AD



DB 입점 수수료 (CPC)

수수료 (CPC단가)

 최적화된 인기도 차트 순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됨

 CPC (Cost Per Click) : 입점된 상품 클릭당 수수료 과금

입점 절차

1. 입점 관련 서류제출

2. 핫딜존 / 핫딜 연관 상품존 노출상품 구분

3. XML 제작 및 검수 (쿠차 EP 제공)

4. 선불 충전 - 최소 충전금액 10만원 (CPC 예치금)

최소 충전금액 노출 영역 CPC (VAT별도)

10만원 상품 리스트 50원



핫클릭 (키워드/카테고리)

단가 (VAT 별도)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노출구좌

 Notice

: 키워드 검색/카테고리 진입 시 화면 최상단에 상품 노출

: 각 업체별 연동된 상품기준으로 노출 (키워드,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상품)

: 키워드/카테고리 당 최대 6개 구좌

순위 : 낙찰 단가 높은 순으로 정렬

소재 : 진행 업체 상품 중 인기도순 롤링

해당 카테고리와 연관 있는 상품만 노출 가능

이미지 사이즈 : 300*300 이상의 정사각형 사이즈

과금기준 CPC   (최소 60원 입찰 시작)

단가 키워드 / 카테고리 별 상이



앱 푸시 – APP ONLY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발송불가

: 쿠차, 쿠폰모아 앱푸쉬 수신동의 고객

: 1일 최대 2회 발송 (오전, 오후)

: 발송 건수에 따른 CPT

: 일부 고객 대상 한정 프로모션

APP 전용 이벤트 (APP 다운 유도목적 소재) 

최근 1주일 내 발송 되었던 소재

보험, 금융, 의료, 게임, 대출 등 쇼핑과 무관한 소재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판매 불가한 상품

발송 기준 CPT 발송 (1회 발송)

전체 발송 300만원

타겟 발송 100만원

단가 (VAT 별도)



앱 메인배너 – APP & M.WEB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Notice

: 쿠차 APP 메인 최상단 (안드로이드&아이폰)

: 1일 18구좌 / 24시간 단위 노출 (00시~24시)

: CPT 과금

: [노출불가소재]

- 보험, 금융, 의료, 게임, 대출 등 쇼핑과 무관한 소재

-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판매 불가한 상품

소재 협의 완료 후 (D-1) 소재 교체 불가

과금방식 광고 단가

CPT 300만원 / 28  Day

단가 (VAT 별도)



둥둥이 (Floating) 배너 – APP ONLY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Notice

: 쿠차 APP 상품 리스트 좌측 하단 (안드로이드&아이폰)

: 1일 1구좌 / 24시간 단위 노출 (00시~24시)

: CPT 과금

: [노출불가소재]

- 보험, 금융, 의료, 게임, 대출 등 쇼핑과 무관한 소재

-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판매 불가한 상품

소재 협의 완료 후 (D-1) 소재 교체 불가

과금방식 광고 단가

CPT 70만원 / Day

단가 (VAT 별도)



시작팝업 – APP ONLY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Notice

: 쿠차 APP 실행 시 첫 화면 전면부 (안드로이드&아이폰)

: 1일 1구좌 / 24시간 단위 노출 (00시~24시)

최대 5개 소재 롤링 노출 가능

: CPT 과금

: [노출불가소재]

- 보험, 금융, 의료, 게임, 대출 등 쇼핑과 무관한 소재

-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판매 불가한 상품

소재 협의 완료 후 (D-1) 소재 교체 불가

APP 랜딩 전용 상품/이벤트 불가

과금방식 광고 단가

CPT 100만원 / Day

단가 (VAT 별도)



종료팝업 – 안드로이드 ONLY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Notice

: 쿠차 APP 종료 시 화면 전면부 (안드로이드 ONLY)

: 1일 1구좌 / 24시간 단위 노출 (00시~24시)

최대 5개 소재 롤링 노출 가능

: CPT 과금

: [노출불가소재]

- 보험, 금융, 의료, 게임, 대출 등 쇼핑과 무관한 소재

-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판매 불가한 상품

- 소재 협의 완료 후 (D-1) 소재 교체 불가

과금방식 광고 단가

CPT 70만원 / Day

단가 (VAT 별도)



쿠차슬라이드

현황

 노출영역

 노출방식

 과금방식

 Notice

: ‘쿠차슬라이드’ 안드로이드 APP 설치 유저

: 광고주 선택에 따른 맞춤형 광고 노출

: 노출 방식에 따른 CPM or CPC

:    소재 관련하여 사전 검수 필요

집행 금액 기준

광고 단가(광고주 선택)

CPM CPC

1천만원 이상 2,200원 26원

1천만원 미만 2,500원 31원

단가 (VAT 별도)



주요 입점업체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감사합니다.

입점/광고 문의 biz@cooch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