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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미니C 이벤트 연말까지 진행중!
                                                                                                                      
이벤트 신청하기 : https://kakao.event.page.com

[이벤트] 카카오미니C 선물 이벤트

12시간전
카카오채널

 카카오채널
100%오후 9!24

채널 추가

공유하기댓글쓰기좋아요

공유 356댓글 25좋아요 16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카카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채팅리스트의 메가트래픽을 활용하여 최적의 광고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채팅리스트 최상단에 고정된 배너로부터 효율적인 톡 내 랜딩 방식을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 액션으로 안내합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배너 랜딩페이지공통 진입

3p.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주 페이지 #탭 검색결과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미니

100%오후 9!24

2019년 4월 30일 일요일

헤이카카오
1644-9756

100%오후 9!24

헤이카카오, 음악 추천해줘!
멜론과 카카오가 만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음
반을 선별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헤이카카오, 카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자세히 보기

헤이카카오

음악 택시 카카오톡 주문하기

ㄴ풀뷰, 콤팩트뷰 ㄴ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ㄴ 챗봇, 채널메시지

애드뷰 채팅방

광고주 페이지

채팅탭 최상단 배너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톡캘린더

 
100%오후 9!24

MMA에서 멜론뮤직어워드 생중계가 시작됩니
다. (6시 레드카펫 / 7시 본시상식)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kko.to/ndvmp8OT

서울 구로구 강변로 430(고척동 63-4)
고척스카이돔

내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기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 10!30

MMA 2019 생중계

MMA

포스트



카카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다음앱, 다음웹툰 그리고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도 노출됩니다.
카카오 모먼트에서 비즈보드 등록시 광고그룹 게재지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4p. 카카오 비즈보드

2020 리틀프렌즈 출시 기념 기획전
앙증 폭발! 카카오프렌즈 인형

2020 리틀프렌즈 출시 기념 기획전
앙증 폭발! 카카오프렌즈 인형

2020 리틀프렌즈 출시 기념 기획전
앙증 폭발! 카카오프렌즈 인형

너 워크샵에서 또 춤췄다며?
방깨비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

카카오페이지 다음앱 다음웹툰채팅탭

2020 리틀프렌즈 출시 기념 기획전
앙증 폭발! 카카오프렌즈 인형



카카오미니

100%오후 9!24

비딩형 광고 상품 소개
카카오 비즈보드 비딩형 광고는 모먼트를 통한 광고 등록부터 맞춤 타켓팅, 보고서 확인까지 직접 운영할 수 있어 효율 관리에 용이합니다. 
픽셀&SDK설치를 필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환 최적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너1 2

2019년 4월 30일 일요일

헤이카카오
1644-9756

100%오후 9!24

hey kakao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지금 카카
오미니에서 만나보세요!

더 많은 능력 알아보기

헤이카카오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추가

헤이카카오

랜딩페이지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5p. 비딩형 광고 상품

Spec. 

상품구성        배너 (1029 x 204px)       랜딩페이지

선택가능한 랜딩페이지

광고주 페이지

애드뷰 - 풀뷰, 콤팩트뷰

채팅방 - 챗봇

채팅방 - 톡채널 메시지

톡비즈니스폼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

#탭 검색결과

채널웹뷰

톡캘린더

포스트

최소 입찰 가이드 CPC 10원  / CPM 4,000원 

집행 및 운영 플랫폼 카카오 모먼트

광고 리포트 모먼트 리포트 제공

1 2



6p. 랜딩페이지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광고주 페이지, 채팅방, 커머스 플랫폼, #탭 검색결과, 애드뷰, 챗봇, 포스트

비딩형 광고 랜딩페이지
채팅리스트 광고배너 클릭 시 애드뷰, 채팅방 (챗봇/톡채널 메시지), 톡비즈니스폼, 커머스 플랫폼, #탭 검색결과, 포스트로 즉시 랜딩 될 수 있으며 
애드뷰 버튼을 통해 톡채널 홈, 브랜드 이모티콘 상세페이지, 원클릭 결제와 싱크 등을 랜딩페이지로 활용하여 톡 안에서 원하는 액션을 이끌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일요일

헤이카카오
1644-9756

100%오후 9!24

헤이카카오, 음악 추천해줘!
멜론과 카카오가 만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음
반을 선별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헤이카카오, 카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자세히 보기

헤이카카오

음악 택시 카카오톡 주문하기

카카오미니

100%오후 9!24

채팅리스트 배너 배너 랜딩페이지 애드뷰 버튼 랜딩페이지

톡으로 공유하기

톡으로 문의하기

선물하기

원클릭 결제하기

톡에서 회원가입

톡으로 확인하기

자세히 보기

광고주 페이지 아웃랜딩

선물하기 상품 페이지 

애드뷰 안에서 톡스토어 상품 원클릭 결제

채팅방 - 챗봇으로 연결

채팅방 - 공유 메시지 전송

애드뷰 안에서 싱크 통합 회원가입

채팅방 - 톡채널 메시지 전송

카카오 공동체 상세 페이지

구매하기

이모티콘 받기

톡채널 홈 랜딩 후 친구추가 안내

메이커스 / 톡스토어 상품 페이지 

브랜드 이모티콘 상세페이지

애드뷰 버튼 랜딩페이지 15Page 상세 안내

버튼명 선택 가능

채널 추가하기

톡캘린더 저장하기 톡캘린더 저장하기



7p. 인랜딩 - 배지 가이드

인랜딩 - 배지 가이드
직랜딩 또는 애드뷰 랜딩페이지가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경우, 소재에 인랜딩 배지를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카카오 서비스가 다수인 경우, 광고주님이 원하는 배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리스트 배너

배지 종류

직랜딩 전용

직랜딩, 애드뷰 혼용

애드뷰 전용

*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할 경우 필수 노출
* ‘더보기’ 배지는 모든 카카오서비스 인랜딩에서 사용가능

이모티콘 받기톡에서 회원가입

원클릭 결제하기톡으로 공유하기

#탭 검색결과

인랜딩 배지 표기 가이드

구매하기 - 톡스토어, 메이커스

선물하기톡에서 설문하기 - 톡비즈니스폼

톡에서 응모하기 - 톡비즈니스폼 톡에서 예약하기 - 톡비즈니스폼

톡으로 문의하기 - 챗봇

톡으로 확인하기 - 메시지

채널 추가하기 - 카카오톡 채널 홈

톡캘린더 저장하기

자세히보기 - 카카오톡 채널 포스트



8p. 배너 랜딩페이지

카카오
비즈보드

배너 랜딩페이지
1. 애드뷰 -풀뷰, 콤팩트뷰
2. 채팅방 - 챗봇
3. 채팅방 - 톡채널 메시지
4. 톡비즈니스폼
5.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6. #탭 검색결과
7. 채널웹뷰
8. 톡캘린더
9. 포스트

애드뷰
랜딩페이지



애드뷰   풀뷰
애드뷰는 채팅리스트 아래에서 위로 화면이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화면 전환의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광고 상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랜딩페이지입니다.
풀뷰는 모바일 화면 전체를 세로 이미지 혹은 세로 동영상으로 채워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랜딩페이지입니다.

-

9p. 애드뷰 - 풀뷰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랜딩페이지 - 애드뷰 (풀뷰)

동영상형 이미지형 세로 스크롤형

자세히 보기채널 추가하기 원클릭 구매하기

카카오미니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Hey kakao!

해당 콘텐츠는 광고주가 직접 제공합니다.



애드뷰 중 콤팩트뷰는 모바일 사용성에 적합한 형태로 모바일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는 절반 정도의 크기로 노출됩니다. 
네이티브 광고와 같이 이미지 혹은 동영상과 함께 홍보 텍스트를 등록하여 구성되는 형태로, 적은 제작 공수로 빠른 소재 교체가 가능하여 캠페인 전체의 효율 관리가 용이합니다.

10p. 애드뷰 - 콤팩트뷰

애드뷰   콤팩트뷰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랜딩페이지 - 애드뷰 (콤팩트뷰)

이미지형 동영상형 가로 캐러셀형

1/3

-

채널 추가하기톡으로 공유하기



11p. 채팅방 - 챗봇

채팅방   챗봇
채팅리스트 광고 배너 클릭 시 챗봇이 연결되어 있는 톡채널의 채팅방으로 이동해 유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

랜딩페이지 - 챗봇

- 챗봇 개발이 완료된 광고주에 한 해 랜딩페이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12p. 채팅방 - 톡채널 메시지

채팅방   톡채널 메시지
채팅리스트 광고 배너 클릭 시 톡채널 채팅방으로 랜딩되어 관리자센터를 통해 등록한 이벤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톡채널 친구추가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랜딩 상품입니다.

랜딩페이지 - 톡채널 메시지

친구가 아닌 경우 친구인 경우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

-  톡채널 계정을 가진 광고주에 한 해 랜딩페이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13p. 톡비즈니스폼

톡비즈니스폼
응모, 설문 또는 사전예약 등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의 경우 톡비즈니스폼을 통해 사용자 응답을 이끌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개발 없이 카카오for비즈니스 > 카카오톡 비즈니스폼 메뉴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톡비즈니스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톡비즈니스폼 등록가이드로 별도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위탁동의 질문에 대한 사용자 응답 참여 완료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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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톡스토어 메이커스 선물하기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에 입점 했다면 채팅리스트 광고로부터 상품 상세페이지로 연결하여 즉시 구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을 홍보하고 즉시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랜딩페이지입니다.

14p.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15p. #탭 검색결과

#(샾)탭 검색결과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노출하고자 하는 경우 #탭 검색 결과 페이지를 광고 랜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콘텐츠가 담긴 #탭 검색 결과 페이지를 통해 영화, 게임, 신제품 후기 홍보 등에 활용해보세요. 

#탭 검색결과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 설정한 검색 키워드의 검색 결과로 랜딩되며, 검색결과 페이지의 구성 및 콘텐츠는 변경/수정할 수 없습니다.



16p. 채널웹뷰

채널웹뷰
채팅리스트 광고 배너 클릭시 톡채널 채팅방 내 웹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웹뷰는 등록한 URL 기준으로 페이지를 보여주니 활용해보세요. 

채널웹뷰

톡채널 채팅방 내 웹뷰 노출 웹뷰 닫을시, 채널 채팅방 내에서 종료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www.melon.com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 멜론

1566-7727

100%오후 9!24

멜론 MMA 2019 부문별 투표중
아티스트, 올해의 주인공을 뽑아주세요



17p. 톡캘린더

톡캘린더
채팅리스트 광고 배너 클릭시 톡캘린더 일정 상세보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톡캘린더 기능을 활용해 일정 안내 및 저장을 유도하고, 일정 알림을 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톡캘린더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일정 등록하기 버튼 클릭으로 일정 저장 알림 지정 시 일정 알림

톡캘린더 올해의 주인공을 뽑아주세요
멜론 MMA 2019 부문별 투표중

 
100%오후 9!24

MMA에서 멜론뮤직어워드 생중계가 시작됩니
다. (6시 레드카펫 / 7시 본시상식)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kko.to/ndvmp8OT

서울 구로구 강변로 430(고척동 63-4)
고척스카이돔

내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기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 10!00

MMA 2019 생중계

MMA

조르디

100%오후 9!24

죠르디

응답하기 상세보기

오후 7!00 ~ 10!00시간
고척 스카이돔장소
MMA초대

멜론뮤직어워드 2019
11월 30일

일정이 등록되었어요.

오후 12!03
1 1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카카오 미니C 이벤트 연말까지 진행중!
                                                                                                                      
이벤트 신청하기 : https://kakao.event.page.com

[이벤트] 카카오미니C 선물 이벤트

12시간전
카카오채널

 카카오채널
100%오후 9!24

채널 추가

공유하기댓글쓰기좋아요

공유 356댓글 25좋아요 16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18p. 포스트

포스트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한 포스트로 랜딩이 가능합니다.
운영중인 카카오톡 채널에 발행한 포스트가 있다면 비즈보드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  톡채널 계정을 가진 광고주에 한 해 발행한 포스트를 랜딩페이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포스트



19p. 애드뷰 랜딩페이지

카카오
비즈보드

애드뷰 랜딩페이지 
1. 애드뷰 랜딩페이지 

3. 원클릭결제 
4. 싱크
5. 톡비즈니스폼
6. 톡캘린더

2. 애드뷰 랜딩 선택 가이드 
배너
랜딩페이지



애드뷰 랜딩 페이지
애드뷰 버튼을 통한 랜딩은 카카오 서비스(노란색 버튼)와 광고주 페이지(회색 버튼)로 나뉘며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되는 애드뷰 버튼 랜딩 페이지의 경우 
톡채널 채팅방, 커머스플랫폼은 물론 사용자의 액션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원클릭 결제, 싱크를 통한 멤버쉽 가입, 응모/설문/예약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톡으로 공유하기

톡으로 문의하기

선물하기

원클릭 결제하기

톡에서 회원가입

톡으로 확인하기

자세히 보기

구매하기

이모티콘 받기

톡에서 응모하기

톡에서 설문하기

톡에서 예약하기

나와의 채팅 또는 친구 채팅방으로 애드뷰 공유

톡채널 홈 랜딩 후 친구추가 안내

챗봇 : 톡채널 채팅방으로 연결 

메이커스 / 톡스토어 상품 페이지 연결

선물하기 상품 페이지 연결

브랜드 이모티콘 상세페이지 연결

톡스토어 입점상품 애드뷰 안에서 원클릭 결제 

애드뷰 안에서 싱크 통합 회원가입

톡채널 메시지 : 톡채널 채팅방으로 연결 

플러그인 : 애드뷰 안에서 응모하기 

플러그인 : 애드뷰 안에서 설문하기 

플러그인 : 애드뷰 안에서 예약하기 

카카오톡 서비스 상세 페이지 

광고주 페이지 연결자세히보기

신청하러가기

참여하러가기

가입하러가기

예약하러가기

앱다운로드

구매하러가기

예매하러가기

영상보러가기

게임하러가기

사전예약하기

카카오 서비스 연결버튼 광고주 페이지 연결버튼

20p. 애드뷰 랜딩 페이지

채널 추가하기

톡캘린더 저장하기 톡캘린더 저장하기



애드뷰 랜딩 선택 가이드 
애드뷰의 버튼은 카카오서비스 연결버튼과 광고주페이지 연결버튼을 조합하여 구성 가능합니다. 
원하는 광고 목적에 맞는 버튼을 조합하여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해보세요.

21p. 애드뷰 랜딩 선택 가이드

카카오 서비스 버튼 2개 구성 카카오 서비스 버튼 1개 +
광고주 페이지 연결버튼 1개 구성

타입 2타입 1

광고주 페이지 연결버튼 (위치 오른쪽 필수)

자세히보기 신청하러가기 참여하러가기

가입하러가기 예약하러가기 앱다운로드

구매하러가기 예매하러가기 영상보러가기

게임하러가기 사전예약하기

카카오 서비스 연결버튼 

톡으로 공유하기 채널 추가하기 톡으로 문의하기

구매하기 선물하기 이모티콘 받기

원클릭 결제하기 톡에서 회원가입 톡으로 확인하기

톡에서 응모하기 톡에서 설문하기 톡에서 예약하기

톡캘린더 저장하기 자세히 보기



22p. 원클릭 결제

원클릭 결제 (버튼명 : 원클릭 결제하기)

애드뷰 (콤팩트뷰/풀뷰) 옵션선택 원클릭 결제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원클릭 결제

결제하기

카카오페이 결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결제 신한카드 1234 12**

주소 이하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번지

카카오미니

119,000 원
상품

원클릭 결제

선택 완료

피규어 라이언

색상 블랙

상품명 카카오미니

옵션 선택

톡스토어에 입점한 광고주라면 애드뷰 ‘원클릭 결제하기’로 즉각적인 구매 촉진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결제를 통해 톡 안에서 즉시 구매 가능합니다. 신제품 홍보와 구매 유도에 최적화된 버튼 랜딩페이지입니다.

- 톡스토어 입점 광고주에 한정됩니다.
- 채팅리스트 배너에서 즉시 원클릭 결제는 불가하며 애드뷰 버튼을 통해 원클릭 결제 가능합니다.
- 옵션을 가진 상품도 원클릭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선물메시지와 같은 텍스트 입력이 필요한 상품은 불가)

01!40 01!40

채널 추가하기 원클릭 구매하기

카카오미니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Hey kakao!

해당 콘텐츠는 광고주가 직접 제공합니다.



싱크 (버튼명: 톡에서 회원가입)

애드뷰 (콤팩트뷰/풀뷰) 회원가입 약관 동의 가입 완료 후 페이지 연결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사용자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원클릭 간편 가입할 수 있어 광고주 서비스의 회원을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싱크

헤이 카카오! 이 한마디로, 당신의 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
집니다.
해당 콘텐츠는 광고주가 직접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톡으로 공유하기

카카오미니

23p. 싱크

- 카카오 싱크 연동 개발 완료된  광고주에 한해 랜딩페이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 채팅리스트 배너에서 즉시 회원가입 약관 동의창으로 랜딩은 불가하며 애드뷰 버튼을 통해 싱크 활용 가능합니다.
- 픽셀 & SDK 연동이 필수입니다.
 



24p. 톡비즈니스폼

톡비즈니스폼
응모, 설문 또는 사전예약 등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의 경우 톡비즈니스폼을 통해 사용자 응답을 이끌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개발 없이 카카오for비즈니스 > 카카오톡 비즈니스폼 메뉴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톡비즈니스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톡비즈니스폼 등록가이드로 별도 제공됩니다.

ㅅ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자세히 보기응모하기

카카오미니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카카오
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Hey kakao!

해당 콘텐츠는 광고주가 직접 제공합니다.

핂쩲��펺읊�퓒�팒앦픦�쿦�컮���맪픦�졷픒�
졶숞�핆폎픊젾�뺂푷펞�솧픦삖삲�
전체 동의하기 (선택 항목 포함)

킪핟

�펺�킪핟
2019 �킪�폖헣�핊캏픒�짢붆쁢���폲�짆삖�픟졶�핂쩲�
힎믖�킮�켆푢
믾맒 2019.06.03 ~ 2019.06.28

삲픚

힖줆��
풞킪쁢��읻�읊�컮�훊켆푢�
캏펞�싾않�삲읆��읻�읊��짩픊킲쿦�핖킃삖삲�

라이언

어피치

삹믾

핂쩲 ��폲�짆삖��킪�핂쩲
2020.01.20(월) ~ 2020.02.03 (월)믾맒
2020.02.14 (금)

����핂쩲�샇�핞�쭒슲펞멚쁢�맪쪒헏픊옪�펾앋�슪읺솒옫�멮킃삖삲�
짪
팖뺂

퐒욚�쇦펖킃삖삲�

�펺�퐒욚

참여완료질문에 대한 사용자 응답개인정보 위탁동의애드뷰 (콤팩트뷰/풀뷰)



25p. 톡캘린더

톡캘린더
애드뷰 버튼 클릭 시 톡캘린더 일정 상세보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톡캘린더 기능을 활용해 일정 안내 및 저장을 유도하고, 일정 알림을 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애드뷰 (콤팩트뷰/풀뷰) 일정 등록하기 버튼 클릭으로 일정 저장 알림 지정 시 일정 알림

아침에 먹을 식빵 사기 
이하나 오후 8!24

비밀 메시지
3뚜디, 하시우 오후 6!01

점심먹으러 가요
5디자인실 오후 1!20

이따 전화해보자
36드라마톡방 오후 1!20

밥먹고 안갈래
해인 오후 1!20

봄맞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카카오 T 오후 8!24

생일축하해!!!
김인정 오후 8!26

채팅

100%오후 9!24

25

에어의 미래를 만나다!
나이키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의 720 에어유닛

AD

MMA에서 멜론뮤직어워드 생중계가 시작됩니다.
(6시 레드카펫 / 7시 본시상식) 생중계 

2019.11.30 SAT. 7:00 PM
@서울 고척스카이돔

자세히보기톡캘린더 저장하기

.."

톡캘린더 올해의 주인공을 뽑아주세요
멜론 MMA 2019 부문별 투표중

 
100%오후 9!24

MMA에서 멜론뮤직어워드 생중계가 시작됩니
다. (6시 레드카펫 / 7시 본시상식)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kko.to/ndvmp8OT

서울 구로구 강변로 430(고척동 63-4)
고척스카이돔

내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기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 10!00

MMA 2019 생중계

MMA

조르디

100%오후 9!24

죠르디

일정보기

오후 7!00 ~ 10!00시간
고척 스카이돔장소
MMA초대

멜론뮤직어워드 2019
11월 30일

일정이 등록되었어요.

오후 12!03
1 1



E.O.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