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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충전소 
초코 리워드 상품 소개서
2018. 06



사용자가 광고에 참여할 때 마다 리워드로 초코를 지급하는 광고입니다. 
초코 리워드 상품은 영역에 따라 추천박스와 미니박스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카카오톡 충전소 홈

구분 소개

서비스명 카카오톡 충전소

제공 리워드 초코 :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내 이모티콘 아이템 구매가능

서비스 OS Android only

서비스 유입경로

카카오톡 > ‘채널’ TAB 
카카오톡 > ‘더보기’ TAB > MY - 내초코 
카카오톡 > '더보기’ TAB > 전체보기 - 충전소 
카카오톡 > 이모티콘스토어 > 왼쪽상단 메뉴바 - 초코충전

추천박스

미니박스



리워드 상품명 판매 단위 집행 기간 구좌수 최소 구매 금액 형태 상품 유형 과금 방식 공시 단가 총 리워드

초코

추천박스 주단위 1주 5구좌/주 1,000만 원

기본형

미션달성 CPA 700원 40초코

앱로그인 CPK 400원 30초코

앱실행 CPE 370원 20초코

앱설치 CPI 350원 15초코

친구추가 CPP 300원 10초코

소식받기 CPS 300원 10초코

동영상* CPV 250원 10초코

카탈로그* CPV 250원 10초코

단계형

앱로그인 단계* CPK 450원 30초코

친구추가 단계* CPP 350원 10초코

소식받기 단계* CPS 350원 10초코

미니박스 기간 자율
시작일 14시 
~ 

종료일 14시
무제한 500만 원

기본형

앱로그인 CPK 300원 30초코

앱실행 CPE 270원 20초코

앱설치 CPI 250원 15초코

친구추가 CPP 200원 10초코

소식받기 CPS 200원 10초코

동영상* CPV 150원 10초코

카탈로그* CPV 150원 10초코

단계형

앱로그인 단계* CPK 350원 30초코

친구추가 단계* CPP 250원 10초코

소식받기 단계* CPS 250원 10초코

- 10초코=100원, 단계형 리워드는 단계별 차등 분할지급 
- *표시 : 단가 할인 프로모션 중인 상품 

- 단가 VAT별도

   (매주 화요일 14시 ~ 
   차주 화요일 14시 

   집행기간 내 소진 시 
   미노출)

카카오톡 충전소 판매방식 / 단가 



1 프로모션

1) 초코 : 기본형

상품 유형
공시 단가 할인율 할인 단가

리워드 프로모션 기간
추천박스 미니박스 추천박스 미니박스 추천박스 미니박스

동영상 250원 150원 60% 67% 100원 50원 5초코
2018년 9월 30일까지

카탈로그 250원 150원 60% 67% 100원 50원 5초코

2) 초코 : 단계형

상품 유형
공시 단가 할인율 할인 단가

리워드 프로모션 기간
추천박스 미니박스 추천박스 미니박스 추천박스 미니박스

앱로그인 단계 450원 350원 11% 14% 400원 300원 동일

2018년 9월 30일까지친구추가 단계 350원 250원 14% 20% 300원 200원 동일

소식받기 단계 350원 250원 14% 20% 300원 200원 동일

캠페인 구매 시 공시단가로 구매하며, 집행 시 할인 단가로 차감됩니다.

2 단가 할인 제도

대상 상품
추천박스 : 모든 상품 
브랜드이모티콘 : 모든 상품

대상 업종 집행 가능 대상 업종 전체

단가할인율 적용 금액 구간 
(캠페인 기준)

1) 5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 10% 
2) 8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5% 
3) 1억 원 이상 : 20%

•단가 할인율은 반기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초 계약한 금액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단계형 할인단가는 해당 상품유형의 기본형 공시단가와 동일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캠페인 시작일 기준입니다. 

카카오톡 충전소 판매방식 / 단가  
단가 할인 안내



초코 리워드 상품 소개

1. 친구추가형/ 소식받기형/ 동영상형/ 카탈로그형 

2. 미션달성형 

3. 앱설치형 

4. 앱실행형 

5. 앱로그인형 

6. 단계형



구분 KAKAO ONLY VIEW

예시

상품유형 친구추가형 소식받기형 동영상형 카탈로그형

리워드 
지급 기준

플러스친구 
친구추가 완료 시

스토리 소식받기 완료 시 영상 시청 완료 후 
랜딩 페이지 이동 시

이미지 스와이핑 완료 후 
랜딩 페이지 이동 시

가이드 플러스친구 입점 필수 카카오스토리 채널 생성 필수
Playtime 최소 15초 ~ 최대 5분 
카카오TV 영상 연동 가능 이미지 최소 2장 ~ 최대 5장

KAKAO
ONLY

KAKAO
ONLY

과업 완료 시 바로 초코를 지급하는 기본형 상품입니다. 
광고 목적에 최적화된 상품타입을 선택하세요.

01. 친구추가형/ 소식받기형/ 동영상형/ 카탈로그형



02. 미션달성

충전소 미션달성형은 미션(지급 조건) depth에 따른 단가 차등 없이 동일 단가로 집행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미션을 설정해보세요.

구분 상품 소개

상품명 미션달성형

과금 방식 CPA

건당 단가 추천박스 : 700원

리워드 종류 초코

리워드 지급 방식 설정된 과업 완료 시, 자동 지급

비고
- MAT 연동필수(연동 업체 : TUNE / AppsFlyer / Adbrix / Adjust) 
- for kakao 앱 한정 진행가능

KAKAO
ONLY

추천박스
ONLY



02. 미션달성형 참여프로세스

for kakao App만 진행 가능하며, 이미지로 참여방법을 제작 / 안내합니다. 
사용자는 미션 참여방법을 이미지 스와이프로 확인 후 미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 홈에서 
미션달성형 광고 선택

이미지를 스와이프하여 
참여방법 확인

이미지를 모두 확인 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참여 버튼 터치

마켓으로 이동하여 앱 설치 후 
미션 참여

리워드(초코) 지급

참여 버튼 
터치

마켓 이동 후 
설치

앱 실행 미션수행

(연동 MAT 링크)

1 2 3 4 5



기본 가이드

MAT 연동 필수 
 ㄴ 연동 업체 : TUNE / AppsFlyer / Adbrix / Adjust 

 ㄴ 업체별 연동가이드 개별 제공 

for kakao App만 집행 가능

리워드 지급 기준 조건

1) App 신규 설치 후 특정 이벤트 등을 참여 완료했을 때 초코(리워드)를 지급하도록 설정 필수 
2) 충전소에서 참여 시도 후 최대 10분 이내에 참여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의 미션으로 설정 필수 
3) 미션(=리워드 지급 조건)은 1개만 설정 가능 (앱설치는 필수 조건이므로 미션에 미포함) 
4) 권장 집행 가이드 
      ㄴ 튜토리얼 완료 시  

      ㄴ 특정 레벨 달성 시 (단, 시도 후 해당 레벨 달성 완료까지 10분 이하 소요 시 가능)

집행 불가 조건

하기 집행 불가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광고가 종료될 수 있으며 가이드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 
 ㄴ 아이템 구입 등 금융거래가 수반되는 지급 조건 집행 불가 

 ㄴ O일차 접속 등 참여 완료에 10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급 조건 집행 불가 

 ㄴ 친구 초대 등 스팸 메시지 발송 등의 지급 조건 집행 불가 

 ㄴ 동일 미션 중복 설정 또는 2개 미션 이중 설정 집행 불가 (ex, 5레벨 달성 & 10분 플레이 등은 불가)

위약금 가이드 리워드 지급 조건(=미션달성 조건) 위배 시, 최소집행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

미션달성형 집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제공되는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2. 미션달성형 집행 가이드



03. 앱설치형

충전소 앱설치형은 저렴한 단가로 빠른 부스팅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품 소개

상품명 앱설치형

과금 방식 CPI

건당 단가 추천박스 : 350원 / 미니박스 : 250원

리워드 종류 초코

리워드 지급 방식 앱 설치 시, 자동 지급

참여 대상 
1) 광고 참여 시점에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2) 충전소를 통해 과거에 해당 앱으로 광고 참여(초코 지급)를 한 적이 있더라도,  
광고 참여 일자 기준 60일 이후, 동일 앱 광고가 재 집행 될 경우에 참여 가능 

비고 - for kakao 앱 집행 불가



03. 앱설치형 참여프로세스

광고 참여 시,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충전소를 통해 앱 설치한 후, 반드시 광고 페이지에서 설치 확인 버튼을 터치해야 초코가 지급됩니다.

[앱 설치하러 가기] 버튼을 
터치하여 마켓으로 이동

마켓에서 앱 설치 진행 광고 상세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여 
[앱 설치 확인하고 초코 받기] 버튼 터치

리워드(초코) 지급

4321



04. 앱실행형

이제 충전소에서 모든 앱 대상으로 앱실행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충전소만의 빠른 앱설치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구분 상품 소개

상품명 앱실행형

과금 방식 CPE

건당 단가 추천박스 : 370원 / 미니박스 : 270원

리워드 종류 초코

리워드 지급 방식 앱 설치 후 실행 시, 자동 지급

참여 대상 
1) 광고 참여 시점에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2) 충전소를 통해 과거에 해당 앱으로 광고 참여(초코 지급)를 한 적이 있더라도,  
광고 참여 일자 기준 60일 이후, 동일 앱 광고가 재 집행 될 경우에 참여 가능 

비고
- MAT 연동필수 연동 업체 : TUNE / AppsFlyer / Adbrix / Adjust) : 업체별 연동가이드 개별 제공 
- for kakao 앱 집행 불가 
- 리워드 지급 조건(=앱실행) 위배 시, 최소집행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



04. 앱실행형 참여프로세스

신규 앱 설치 후, 실행 시 참여 완료되어 초코가 지급됩니다. 
단, for kakao App은 제외입니다.

1 2 3 4 5

충전소 홈에서 
앱실행형 광고 선택

상세 페이지 진입 후 
참여 버튼 터치

마켓으로 이동하여 
앱 설치

앱 실행 리워드(초코) 지급 
(=참여완료)



신규 상품 구매

MAT 연동 개발

연동 테스트 
D-5

 광고 집행 
D-DAY

’MIDAS’에서 집행하려는 신규상품을 구매합니다. 
 ㄴ MIDAS : http://agency.midas.biz.daum.net/ 
 ㄴ 미션달성형 : 추천박스 구매 후, 형태옵션에서 ‘미션달성형’을 선택합니다. 
 ㄴ 앱실행형 : 원하는 상품 구매 후, 형태옵션에서 ‘앱실행형’을 선택합니다.

미션달성형 / 앱실행형 MAT 연동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 프로세스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STEP.1

MAT 연동 개발을 진행합니다. 
 ㄴ MAT 연동시, 카카오가 제공하는 업체별 연동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ㄴ MAT 연동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MIDAS > 1:1문의 > 개발문의’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문의 경로 : ‘MIDAS > 커뮤니케이션 > 1:1문의 > 개발문의’ 
• ‘다음 비지니스회원’ 계정이 없는 경우, 가입 후 MIDAS 사용이 가능합니다. 

 ㄴ 연동 테스트를 위하여 광고 집행 5일전까지는 반드시 MAT 연동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STEP.2

연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ㄴ 연동 개발 완료 후 ‘개발 문의’를 통해 연동 완료를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ㄴ 테스트 환경은 카카오가 개별로 제공합니다. 
 ㄴ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동 개발 수정 후 재테스트가 필요합니다.

STEP.3

광고를 집행합니다.  
 ㄴ 광고 시작 전까지 MAT 연동 및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충전소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ㄴ 가이드에 어긋난 미션을 집행할 경우, 사전통보 없이 광고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미션 설정 가이드 위배 시, 최소집행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

STEP.4

04. 앱실행형/미션달성형 MAT연동 집행 프로세스

http://agency.midas.biz.daum.net/


05. 앱로그인형

충전소 앱로그인형은 신규 유저 획득, 이탈 유저 복귀에 최적화된 상품타입 입니다.

구분 상품 소개

상품명 앱로그인형

과금 방식 CPK

건당 단가 추천박스 : 400원 / 미니박스 : 300원

리워드 종류 초코

리워드 지급 방식 앱 설치 후 카카오계정 로그인 완료 시, 자동 지급

참여 대상 
1) 광고 참여 시점에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2) 충전소를 통해 과거에 해당 앱으로 광고 참여(초코 지급)를 한 적이 있더라도,  
광고 참여 일자 기준 60일 이후, 동일 앱 광고가 재 집행 될 경우에 참여 가능 

비고 - for kakao 앱 한정
KAKAO
ONLY



06. 단계형

단계형은 과업 달성부터 유지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1단계 기본 과업 달성 후, 다음 날 정해진 참여시간에 과업 유지를 확인하면 리워드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합니다. 

단계형은 앱로그인형, 친구추가형, 소식받기형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구분 광고 상품

상품명 앱로그인 단계형 친구추가 단계형 소식받기 단계형

과금 방식 CPK CPP CPS

건당 단가 
(1단계 참여 시 차감)

추천박스 : 450원 > 400원 

미니박스 : 350원 > 300원

추천박스 : 350원 > 300원 

미니박스 : 250원 > 200원

추천박스 : 350원 > 300원 

미니박스 : 250원 > 200원

리워드 
(초코)

1단계 : 12초코 (120원) 

2단계 : 8초코 (80원) 

3단계 : 10초코 (100원)

1단계 : 5초코 (50원) 

2단계 : 2초코 (20원) 

3단계 : 3초코 (30원)

1단계 : 5초코 (50원) 

2단계 : 2초코 (20원) 

3단계 : 3초코 (30원)

리워드 지급 기준

  1단계 : 앱 설치 후 카카오계정 로그인 

  2단계 : 앱 보유 및 로그인 유지 체크 

  3단계 : 앱 보유 및 로그인 유지 체크

1단계 : 플러스친구 /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2단계 : 친구 상태 유지 체크 

3단계 : 친구 상태 유지 체크

1단계 : 채널 소식받기 

2단계 : 소식받기 유지 체크 

3단계 : 소식받기 유지 체크

제공 리포트 소진금액, 페이지뷰, 참여가능수, 1차 참여 지표(참여시도수, 참여완료수, 전환율), 2차 참여완료수, 3차 참여완료수 등

비고 예산소진 / 기간종료 후에도 조건 이탈 전까지 계속 광고 노출 및 참여 가능

상품명 Kakao 앱 한정 플러스친구 입점필수 카카오스토리 채널 생성 필수



단계형은 1단계 참여 전에는 기본 상품과 동일하게 
[초코 충전] 영역에 노출됩니다. 

1단계 참여 완료한 광고는 [초코 충전] 하단의 
[추가 충전] 영역에 별도로 노출되어 
참여 가능한 광고 확인이 편리합니다.

참여 전 상태

1단계 참여 전에는 추천 또는 미니박스 영역에 
노출합니다.

2/3단계 참여 상태

1단계 참여 후 추가충전 영역에 별도 노출합니다.

리워드(초코)

현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와 
3단계까지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총 리워드를 
표시합니다.

대기 상태

1단계 참여 후 다음 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상태로 노출됩니다.

가능 상태

다음 단계 참여시간이 되면 
가능 상태로 표시합니다.

06. 단계형 홈 노출 예시화면



STEP 01 STEP 02 STEP 03

06. 단계별 참여 예시화면 (앱로그인형)

1단계
초코 지급

1단계 참여 
소식받기 완료

2단계
초코 지급

2단계 참여 
2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소식받기 상태 확인 

2단계 참여시간 : 1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3단계
초코 지급

3단계 참여 
3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소식받기 상태 확인 

3단계 참여시간 : 2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카카오톡 충전소 광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업종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빠른 시간 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담당자 메일

관공서 ad_gov@kakaocorp.com

건설 ad_const@kakaocorp.com

교육 ad_edu@kakaocorp.com

금융 ad_fin@kakaocorp.com

수송 ad_auto@kakaocorp.com

영화 ad_movie@kakaocorp.com

식음료 ad_food@kakaocorp.com

제약의료 ad_medi@kakaocorp.com

전기전자통신 ad_elect@kakaocorp.com

게임 ad_game@kakaocorp.com

서비스 ad_service@kakaocorp.com

쇼핑 ad_retail@kakaocorp.com

화장품 ad_cos@kakaocorp.com

가정용품 ad_home@kakaocorp.com

패션 ad_fashion@kakaocorp.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