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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광고상품분석과

업종별카카오광고트렌드

Part 2



본 eMFORCE SNS Monthly Report 는엠포스마케팅사이언스서비스 Data를기반으로작성되었습니다.

본 Report 에쓰인 SNS data/ Bigdata/ Target data 등은엠포스솔루션을통해산출된엠포스고유의자산입니다.

이는실제업종간데이터와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이를무단사용시발생하는어떠한손해도책임지지않습니다.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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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플랫폼비즈니스이슈분석

2019 상반기카카오광고업데이트

카카오톡주요광고상품특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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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카카오광고이슈 – 톡비즈
카카오는 국내 4천만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 채팅목록 배너 상품 ‘비즈보드’ CBT를 런칭 (5월 2일)

광고 목적에 따라 보장형(브랜딩)과 비딩형(퍼포먼스) 선택적 집행 가능, CBT 기간내 기존 배너광고 대비 우수한 성과 기록

2019년 3분기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로 전환 예정, 하반기 광고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9년상반기카카오광고이슈

카카오톡비즈보드광고상품주요특징

액션연결발견

메가트래픽확보및잠재고객발견 광고목적별카카오내서비스맞춤제공 카카오솔루션기반인사이트제공

채팅탭최상단고정노출 프리미엄랜딩페이지로연결 마케팅액션의연결

AD뷰

선물
하기

플러스
친구

톡
스토어

메시지 수발신
1일 약 100억건

MAU

국내 활성 이용자
월간 4천 4백만명

상품구매
숙박예약
회원가입
보험상담
플친추가

…

*출처: 카카오 비즈보드 상품 소개서

챗봇Sync

스마트
메시지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2019 상반기카카오광고이슈 – 플러스친구
비즈니스 정보와 브랜드 소식, 프로모션 등의 콘텐츠를 담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카카오톡 내 비즈니스 허브로서 기능

2019년 상반기 카카오 톡비즈 런칭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강력한 모바일 마케팅 수단으로서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

2019년 하반기(9월 17일)부터 [플러스친구] 서비스명이 [카카오톡 채널]로 변경될 예정

2019년상반기카카오광고이슈

카카오톡플러스친구상품주요특징

사진, 동영상, 카드뷰등
다양한형태의브랜드소식

공지, 이벤트, 할인쿠폰등
실시간카카오톡메시지발송

버튼클릭만으로빠른응답이
가능한실시간커뮤니케이션

*출처: 카카오 플러스친구 상품소개서

무료개설가능한
카카오톡내비즈니스홈

홈 포스트 메시지 스마트채팅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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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카카오전망 -서비스고도화및수익모델발굴지속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톡비즈’와 톡 비즈 솔루션(AI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을 시작으로 카카오의기업간거래(B2B)사업이본격화될전망

상반기 단독 앱을 출시한 카카오페이 및 국내 최초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공개한 모빌리티 사업부는 하반기 내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

2019년하반기카카오전망

2019 하반기카카오주요수익화사업계획

톡비즈 페이 모빌리티

카카오서비스및솔루션시너지극대화 결제투자송금이용자접근성강화 마이크로모빌리티분야로영역확장

자사커머스서비스와연계한
광고세일즈강화

오프라인/외화결제∙보험
서비스고도화

신사업확장및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합의도출

카카오톡비즈니스플랫폼화 모바일금융플랫폼으로입지확보 개인맞춤형모빌리티생태계조성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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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7 

107,139 

127,871 126,906 

138,928 

2Q18 3Q18 4Q18 1Q19 2Q19

카카오플랫폼성과 : 톡비즈를통한매출급증세
카카오톡을 활용한 '톡비즈', 포털사이트 '다음'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신사업이 포함된 플랫폼부문에서전년동기대비 30.2% 증가한 3268억의매출

톡보드, 플러스친구, 선물하기 등 카카오톡 내 비즈니스 솔루션 톡비즈매출은올해말이면 6000억원을넘을것이며이런성장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

카카오광고플랫폼매출성과추이

97,587 107,139 
127,871 126,906 138,928 

128,367 115,545 

129,793 126,416 
136,941 

25,103 30,326 

45,303 59,791 
50,966 

2Q18 3Q18 4Q18 1Q19 2Q19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카카오플랫폼분기별실적

326,836

251,057 253,010

302,967
313,114

카카오톡비즈매출추이

*출처: 카카오 IR

(단위: 백만원)(단위: 백만원)

*출처: 카카오IR

YoY
+42%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8



eMFORCE INSIGHT REPORT

2. 카카오톡광고크리에이티브트렌드분석

2-1. 비즈보드 : 업종별카카오광고크리에이티브트렌드분석

2-2. 플러스친구 : 업종별플러스친구활용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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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커머스 업종의 경우 제품에대한할인을메인으로내세우는공통점이 있음

기간한정프로모션 / 주력상품상품이미지 / 일러스트이미지등다양한소구점을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랜딩 페이지의 경우 자사 페이지 활용 비중이 높았으나, 이외에도 커머스 플랫폼/ 애드뷰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

카카오비즈보드 -커머스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광고주 페이지 커머스 플랫폼애드뷰기간한정특가/할인소구 주력상품이미지소구 일러스트통한 TPO 소구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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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카드 업종의 경우 주로 카드에대한혜택을메시지로소구하며크리에이티브는카드플레이트이미지를주로활용

보험 업종의 메인 소구점은 보험료 조회였으며, 크리에이티브는브랜드로고강조 /제품모델강조 /브랜드모델강조등업체별로상이하게 나타남

랜딩페이지는 대부분 카드 신청 및 보험료 조회를 위한 자사 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

카카오비즈보드 -금융

카드할인및연회비캐시백혜택강조 보험료조회소구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카드업종 보험업종

카드 신청 페이지 보험료 조회 페이지카드 신청 페이지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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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전반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항공권및숙소를미리예약하도록유도하는메시지소구

크리에이티브 소구점 분석 시 브랜드 로고 이미지 / 할인 프로모션 /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활용 중

랜딩 페이지는 자사 페이지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여행 업종에서는 타업종대비다수의업체가앱다운로드를페이지활용하는 것 으로 확인됨

카카오비즈보드 -여행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앱 다운로드 프로모션 페이지항공권 조회 페이지브랜드이미지소구 할인프로모션강조 일러스트이미지소구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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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카카오비즈보드 -외식업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앱 다운로드 프로모션 페이지선물하기브랜드이미지소구 시즌메뉴강조 유행어패러디

외식업의 크리에이티브는 브랜드로고나모델등의요소를최소화하고음식의씨즐감을극대화한이미지활용 양상을 보임

유행중인 메뉴나 시즌성메뉴활용을통해시의성을확보하며 텍스트 영역을 통해 유행어패러디등가벼운유머소구

랜딩페이지는 카카오 선물하기/앱 다운로드/ 자사페이지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14

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카카오비즈보드 -교육

앱 다운로드 신청 페이지신청 페이지모델이미지중심 로고이미지중심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크리에이티브는 자사모델을활용하는것과기업로고를활용하는 것 두 가지로 분류됨

텍스트 영역은 쉬운학습난이도/체험/할인/특가에대한소구로소비자의부담감과진입장벽을낮추기위한메시지전달

랜딩 페이지는 앱 다운로드로 연결되거나 교육 신청을 위한 자사페이지가 주로 활용되고 있음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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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및랜딩페이지분석

카카오비즈보드 -엔터테인먼트

앱 다운로드 플랫폼 랜딩애드뷰 페이지보상형혜택소구 콘텐츠호기심유발

업체별활용랜딩페이지

게임업종 컨텐츠플랫폼업종

크리에이티브는 자사브랜드로고보다메인컨텐츠에서활용하는등장인물및가상캐릭터의이미지를주로활용

게임 업종에서는 주로 앱 다운로드나 컨텐츠 이용을 통한 보상형혜택을소구하며플랫폼업종에서는컨텐츠의일부내용을제시하여호기심유발

랜딩페이지는 앱 다운로드 페이지 혹은 사전예약과 플랫폼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애드뷰와 자사 페이지 랜딩 활용 중

크리에이티브/메시지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MFORCE INSIGHT REPORT

2. 카카오톡광고크리에이티브트렌드분석

2-1. 비즈보드 : 업종별카카오광고크리에이티브트렌드분석

2-2. 플러스친구 : 업종별플러스친구활용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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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주요광고주플러스친구 통계

주요업종별플러스친구통계

금융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19.08.20 기준)

341,737 

389,817 

432,619 

453,990 

1,125,035 

1,482,872 

시티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KB손해보험

506,948 

1,224,566 

1,311,624 

1,449,577 

1,649,804 

2,250,142 

어퓨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올리브영

1,022,757 

1,073,292 

1,116,496 

1,234,461 

1,426,438 

1,731,880 

위메프

티몬

GS SHOP

G마켓

CJ 오쇼핑

현대홈쇼핑

외식 쇼핑

뷰티 O2O서비스패션

1,210,636 

1,226,687 

1,765,379 

2,081,206 

2,718,226 

3,072,746 

KFC

매드포갈릭

아웃백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버거킹

267,610 

281,155 

690,816 

708,517 

962,895 

2,234,416 

요기요

야놀자

쏘카

호갱노노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266,637 

323,929 

511,907 

870,804 

932,556 

2,476,508 

ZARA

탑텐

나이키

H&M

아디다스

유니클로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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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비즈메시지크리에이티브및발신요일/주기분석

금융 업종 광고주의 경우 와이드 리스트형/와이드 이미지형/기본 텍스트형 광고 상품 등 다양한광고상품을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로 카드별혜택에대한소구와더불어할인금액과할인폭강조를통한카드사용을소구하는 메시지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임

카카오플러스친구 – 금융

(광고) 씨티은행 (광고) 신한카드 (광고) 롯데카드

와이드리스트형

(광고) 신한카드

와이드이미지형

씨티은행 신한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직관적인업체를명시한할인소구카드사용유도를통한혜택소구혜택강조를통한브랜드소구

(광고) 현대카드

현대카드

브랜드강조를통한신규앱런칭소구직관적인금액할인강조

• 발신 요일 : 화/수/목 요일 비중 높은 양상

• 발신 주기 : 주 1회 / 월 2회 등 업체 별 상이함

기본텍스트형

아마존에서 씨티카드로
혜택받고 직구하세요!

아아패드 Pro는 나의 것!
지금 혜택 알림 켜기!

6월 당신이 원하는 모든 할인!
씨티 모바일에서 해결!

자세히 보기 공유하기

씨티은행이전하는 6월의핫한소식 카드잘긁는소식 #카잘긁소

주유만 해도 미션달성?
모바일 주유 쿠폰 받자!

부모님께 효도할 사람!
부모안심서비스로 고민해결

결제계좌 변경해도
6천원 캐시백이 터진다!

자세히 보기 공유하기

롯데카드 7월혜택

고 ! 베케이션 : 브루어리
주요 브루어리 40% 할인

나만의 여름을 즐기다!
워터파크 최대 50% 할인

여행, 배달음식, 영화 혜택까지
7월에도 렛츠엘

더많은 혜택보기 공유하기

5월 한정! 캐리비안 베이를 9,900원에!
네이버페이 신한 신용카드의 스페셜 혜택

혜택 받기 ▶ 공유하기

현대카드가 만든 New Playground
Dive into DIVE! 

DIVE알아보기 공유하기

(광고) 롯데카드

롯데카드

혜택연계를통한카드시리즈소구

자세히 보기 공유하기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발신요일및주기



(광고) 이니스프리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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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플러스친구 – 뷰티

(광고)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알림톡

(광고) 에뛰드하우스

에뛰드하우스

기간한정특가할인강조기간한정할인및신규상품런칭강조

(광고)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

기간한정프로모션강조플러스친구친구맺기강조

• 발신 요일 : 월/목 요일 비중 높은 양상

• 발신 주기 : 주 1회 또는 월 2회 주로 발신

(광고) 어퓨

어퓨

방학시즌할인강조

뷰티 업종 광고주의 경우 주로와이드이미지형광고상품을통해메시지를소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기간한정프로모션을통한제품할인혜택을소구하는메시지비중이높은양상을 보임

타사와 달리 이니스프리알림톡의경우자사플러스친구를모집하는메시지광고가특징적

어퓨의시원한 방학세일

[상반기 1등 기념 1+1]
스킨케어-메이크업 Part

[UP TO 30%]
나의 lip술은 True 팡팡!

플친 맺으면 SALE에도
쓸 수 있는 <천원쿠폰> 발급!

지금이 기회야♥ 공유하기

온라인에서느끼는이니슾행복

온라인전용 혜택도 빵빵
#메이드바이유

NEW 슈퍼푸드 ‘비건’ 온라인
선런칭

청보리 필링 트리오 51% 할인:)

온라인의특별함♥ 공유하기

텅장이신 분들 주목!
에뛰드가 9해줄게요

9특가 보기 공유하기

우리, 친구해요!
이니 카톡 플친 맺고 득템해요

이니카톡플친 공유하기

더페이스샵 OMG득템! 바캉스 시즈에 맞춰
바캉스 필수템 준비♬ 팔로 팔로미~

오마이갓특템! 공유하기

(광고) 아리따움

아리따움

자사제품특장점비교소구

아무리 습해도 무너짐 걱정없이 완벽 지속!
인생 쿠션을 찾아보세요!

클릭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와이드리스트형 와이드이미지형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발신요일및주기

기본텍스트형



(광고) 쿠팡

쿠팡

직관적인할인수치강조

(광고)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기간한정특가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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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비즈메시지크리에이티브및발신요일/주기분석

커머스 업종 광고주의 경우 업체 별 주로 발신하는 메시지 광고 상품이 동일한 양상

크리에이티브의 경우 특히, 세일및할인율을직관적으로명시한크리에이티브의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됨

일반적인 업체와 달리 홈쇼핑업체들의경우카카오TV로랜딩페이지를연계하여실시간방송상품을쇼핑할수있도록함

카카오플러스친구 – 커머스

(광고) GS25

GS25

여름시즌할인강조

• 발신 요일 : 월/화/금 요일 비중 높은 양상

• 발신 주기 : 주 1~3회 / 평균 주 1회 이상 발신

(광고)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기간한정프로모션강조

티몬

시간대별특가할인강조

(광고) 티몬

1일만기다렸다! 티몬퍼스트데이

[11시] 북경 3박4일 패키지
99,000원

[14시] 해피콘 1천원권
71%↓ 290원

[18시] 나이키 반팔티 3종
균일가 9,900원

득템하기 공유하기

어서 40 SHOW
최대 90% 역대급 할인!

해외명품대전
코스메틱 샘플 쿠폰

쥬라기월드 특별전 티겟 증정
몰캉스 100배 즐기기

더많은쇼핑뉴스 공유하기

단 3일만, 마지막세일찬스!!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 410원!?

7월이벤트총정리

경품 이벤트보기 공유하기

맥주를 가장 싸게 구매하는 법

초복/중복에 원기회복!

8월의 시작은 상큼하게 1일 특가로~
최대 31% 할인! 놀라긴 일러요 특가보러 Go!

인기상품 곧품절 공유하기

1577-3754
롯데홈쇼핑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시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하는 메시지입니다.

채팅 참여하기 공유하기

(광고) 위메프

위메프

여름시즌제품특가할인강조

시원한 여름을 위한 더위/장마 특가!
전상품 무료배송+중복할인까지!

특가 바로가기!

와이드리스트형 와이드이미지형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발신요일및주기

기본텍스트형

카페25 아메리카노 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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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업종 광고주의 경우 주로 제품이미지를활용하여식품비주얼요소를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가 특징적

특히 패스트푸드업종의경우주로월/화요일쿠폰을첨부한메시지발신을통해주간오프라인매장방문을유도

패밀리레스토랑업종의경우주로금요일메시지발신을통해주말간외식을유도하는 경향을 보임

카카오플러스친구 – 외식

• 발신 요일 : 월/화/금 요일 비중 높은 양상

• 발신 주기 : 주 1회 또는 월 1회

와이드리스트형 와이드이미지형

베스킨라빈스

신제품출시프로모션강조

KFC

신제품출시프로모션강조

버거킹

프로모션쿠폰강조

(광고) 버거킹

요즘핫한통모짜 세트업쿠폰!

통모짜 스티콘 출시기념
통 못 자게 할 이벤트!

베이컨치즈와퍼 & 더블와퍼
무료 세트업 쿠폰

오직 앱에서만!
통새우 2종 무료 세트업 쿠폰

통모짜쿠폰받기 공유하기

(광고) KFC

트리플리치오리지널버거박스업

치킨 삼총사 출동!
삼총사 버켓!

순살하는 순살텐데!
텐더 6조각 3,500원

역시 원조는 달라
닭껍질튀김 원조는 KFC!

자세히 보기 공유하기

(광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3,100원 OFF
쿠폰다운받기

해피APP신규 가입 고객
싱글레귤러 1개 FREE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하고
싱글레귤러 해피콘 받기

쿠폰받으러가기 공유하기

초복맞이, 쿼터9,900원

아웃백

신제품출시강조

계절밥상

시즌제품비주얼강조

매드포갈릭

기간한정할인강조

(광고) 아웃백

[아웃백 토마호크 TV CF] 플친 선.공.개★
국내 최고 히트메이커 안무가 리아킴이 함께한
생동감 넘치는 만남!!!

자세히보기 공유하기

(광고) 계절밥상

▶ [속보] 역.대.급 여름 별미 총출동
▶ [속보] 신메뉴 출시기념 플친 단독 쿠폰

자세히보기 공유하기

(광고) 메드포갈릭

7/31(수) 오늘 단 하루, 5가지 메뉴 모두 8천원
! 매드데이 혜택과 최대 61% 할인된 스테이크
초대권을 함께 즐겨보세요

7월 매드데이 공유하기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발신요일및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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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비즈메시지크리에이티브및발신요일/주기분석

패션 업종 광고주의 경우 제품이미지를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또는 제품할인을주로강조하여 소구하는 경향을 보임

타 업종과 달리 와이드리스트형광고상품비중이높은양상을 보였으며, 리스트형 광고 상품을 통해 고객별니즈에맞는

큐레이션요소를통한랜딩페이지로다이렉트유입을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됨

카카오플러스친구 – 패션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발신요일및주기

와이드리스트형 와이드이미지형

• 발신 요일 : 월/화/수 요일 비중 높은 양상

• 발신 주기 : 월 1회~2회 이상 발신

(광고) 유니클로

유니클로

여름시즌상품세일강조

당신의 일상부터 바캉스까지, 유니클로와
함께하는 SUMMER SALE!

온라인 스토어 공유하기

(광고) 비바스튜디오

비바스튜디오

상품최대할인폭강조

자세히 보기 공유하기
비바스튜디오 19 마지막 역시즌세일
최대 88% 할인/쿠폰, 적립금 사용가능
일정 : 8월 3일 – 5일(3일)

한정제품보기 티셔츠재입고

(광고) ZARA

ZARA

가을시즌상품소구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시죠?

ZARA가 알려주는 이번 시즌
트렌드!

신상품 쇼핑하기 공유하기

준비됐나요? 이제가을이에요!

가을이 오기 전,
비밀 무기들로 옷장을 채워보세요!

(광고) H&M

H&M

기간한정할인프로모션강조

NOW 세일제품추가할인!

여성] 로맨틱 캐주얼의 재탄생

유아] 아기들을 위한 착한 선택

남성] 크롭 팬츠의 매력

SNS 이벤트 공유하기

(광고) 롯데카드

아디다스

리미티드에디션상품출시소구

아디다스 7월플친소식

자세히보기 공유하기

ULTRABOOST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7월 오리지널스 신제품 & 매장이벤트 &
특가딜까지!!

골프의 최강 신제품!
투어360 XT 트윈 보아

(광고) COS

COS

AW19 Lookbook

여성 룩북 보러가기

남성 룩북 보러가기

가까운 매장찾기 공유하기

시즌신규상품출시강조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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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광고우수사례

바디럽 또한 비즈 보드 상품을 통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테스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상품별최적화된랜딩페이지구축을 통한 구매 유도가 특징적

특히, 플러스친구의경우타사와다르게시즈널요소를반영한프로모션과차별화된직관적인크리에이티브가 특징적

카카오광고우수사례 – 바디럽

*출처: 엠포스 내부데이터 분석

광고주 페이지

상품별최적화된랜딩페이지 시즈널요소를반영한프로모션및할인이벤트

플러스친구비즈보드

다양한크리에이티브테스트

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eMFORCE INSIGHT REPORT

3. 카카오톡광고활용가이드

비즈보드크리에이티브제작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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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 광고활용 가이드카카오톡비즈보드 BETA 제작가이드 1. 카카오 플랫폼 비즈니스 이슈분석 2.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분석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 상품의 경우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게 설계됨

따라서 광고 영역이 좁으며, 크리에이티브도 제한적이기에 가이드를 준수하며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카카오톡 비즈보드는 카카오 광고 상품 중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나, 크리에이티브에 따라 성과가 극명하게 갈림

비즈보드제작가이드 – 단순 & 명확

*출처: 카카오 플러스친구 상품소개서

텍스트 오브젝트

Bad Case Good CaseBad Case Good Case

지정된폰트만사용

텍스트왼측정렬만사용

텍스트최소길이가이드준수

자판외특수문자및이모티콘가이드적용

오브젝트최소너비준수

오브젝트개수 3개이하노출

오브젝트에텍스트노출불가가이드준수

오브젝트주요요소는잘림없이제작

지정된폰트외사용X

임의의정렬사용X

텍스트최소길이 360px 가이드미준수

자판외특수문자및이모티콘사용X

오브젝트최소미준수

오브젝트개수과다X

오브젝트에임의의텍스트삽입X

오브젝트의주요요소잘림 X



클릭하여 각 주제별 SNS광고 트렌드를 확인해보세요

eMFORCE SNS Insight Report

카카오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2018_eMFORCE-annual-report.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3_Salesreport.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4_Salesreport-1.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EC%97%A0%ED%8F%AC%EC%8A%A4Salesreport_%EC%A2%85%ED%95%A9%EC%97%AC%ED%96%89%EC%82%AC_190515%EC%B5%9C%EC%A2%85.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702_Salesreport_%EC%98%A8%EB%9D%BC%EC%9D%B8%ED%8C%A8%EC%85%98%EB%AA%B0.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731_eMFORCE_SNS-Sales-Kit_Kakao_1.pdf?cate=sales-report


THANK YOU

SNS광고문의 :  sns_ad@emforce.co.kr

빅데이터문의 :  bigdata@emforce.co.kr

Contact Us

http://www.facebook.com/snsmedia.manager
http://www.emforce.co.kr/
http://www.sns-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