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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완성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플러스친구 홈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친구 상품소개서를 참고해 주세요.

     

1 누구나 쉽게 만드는 카카오톡 안의 비즈니스 홈 
내 비즈니스 정보와 공지, 프로모션 등의 콘텐츠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2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는 브랜드 소식 
사진, 동영상, 카드뷰 등 다양한 포스트를 발행해 보세요.  

좋아요, 댓글로 고객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3 메시지 발송 기능,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보 전달 효과 
실시간 알림, 이벤트, 할인 쿠폰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 보세요.

4 1:1 채팅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문의, 상담, 예약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내 플러스친구의 통계 지표를 한눈에 확인 
친구수, 포스트 반응, 메시지 클릭, 친구 추가 경로 등 상세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플러스친구는 누구나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카카오톡 안의 비즈니스 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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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모으세요.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친구 100% 활용 방법

내 플러스친구를 친구로 추가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 간단한 공지부터 이벤트, 쿠폰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해 보세요.  

· 화면을 꽉 채우는 와이드형 메시지로 주목도 높은 콘텐츠를 발송해 보세요. 

· 정교한 타겟팅으로 고객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모일수록 플러스친구는 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지금 플러스친구가 노출되는 곳과 더 많은 친구를 모으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 텍스트형

     

와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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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친구 노출 영역 
내 플러스친구가 사용자와 만나는 곳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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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프로필과 배경 이미지, 홍보 문구로 친구 추가를 유도해 보세요.

플러스친구와 사용자가 만날 수 있는 노출 영역

서비스 영역 노출위치

카카오톡

친구탭 내 플러스친구 모아보기

채널탭 내 친구 소식 / 내 목록

플러스친구 쿠폰함 추천 쿠폰

주제별 플러스친구 주제별 플러스친구 목록

검색결과

카카오톡 검색결과 ‘플러스친구’카테고리

QR코드 검색결과

#검색

채널탭 통합검색

Daum 검색결과 Daum 통합검색

노출 영역02 8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친구로 추가한 플러스친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플러스친구’는 추천광고를 구매한 플러스친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친구탭 : 내 플러스친구 모아보기

친구탭 리스트 내 플러스친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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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 친구 소식

     

친구인 플러스친구가 발행한 포스트가 노출됩니다.

채널탭 : 내 친구 소식 / 내 목록

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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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탭

     

친구 또는 친구가 아닌 플러스친구의 쿠폰메시지가 노출됩니다.

플러스친구 쿠폰함 : 추천 쿠폰

쿠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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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플러스친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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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선정된 플러스친구가 추천됩니다.

주제별 플러스친구 목록

12

더보기탭 하단

     

주제별 플러스친구 목록

     

카카오톡 검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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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플러스친구 이름과 ID 검색 결과가 노출됩니다.

검색결과 : 카카오톡 검색결과 ‘플러스친구’ 카테고리

플러스친구 검색결과카카오톡 검색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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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QR코드가 일치하는 플러스친구가 노출됩니다.

검색결과 : QR코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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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친구찾기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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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검색 결과에 플러스친구 홈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노출됩니다.

검색결과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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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채팅방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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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채널탭 통합검색 결과에 플러스친구 홈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노출되며, 플러스친구 카테고리에는 플러스친구 검색결과가 노출됩니다.

검색결과 : 채널탭 통합검색

바로가기

16

플러스친구채널 탭 >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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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검색결과 : Daum 통합검색
Daum 통합검색 결과에 플러스친구 홈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노출됩니다. 
‘브랜드검색’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랜드검색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노출 영역  |  Daum02 17

          

브랜드검색바로가기

http://display.ad.kakaocorp.com/93


플러스친구 홍보 방법 
플러스친구를 알리고 친구를 모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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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하게 무료 홍보 도구를 활용하거나 유료 상품으로 더 빠르게 친구를 모아보세요.

플러스친구를 홍보하고 친구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분류 홍보 방법

무료 도구로 직접 홍보하기

플러스친구 홈 링크

QR코드

홍보도구 만들기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 

(유료상품)

플러스친구 친구추천 광고

톡채널 뉴스

톡채널 오토뷰

카카오톡 충전소

Daum 모바일 DA

성과형 네트워크 광고

카카오스토리 광고

홍보 방법03 19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플러스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

홍보 방법  |  무료 도구로 직접 홍보하기03 20

플러스친구 홈 링크, QR코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플러스친구를 홍보해 보세요.

홍보도구 만들기 

제작가이드에 따라 홍보도구를 직접 만들거나  

편집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만들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C_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첫 번째 탭인 친구탭을 통해 플러스친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플러스친구 친구추천 광고

추천친구 내 플러스 친구 모아보기

홍보 방법  |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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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채널탭 > 뉴스

톡채널 뉴스
카카오톡 채널탭 뉴스페이지 기사 콘텐츠에 노출 되는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22

          

뉴스페이지

홍보 방법  |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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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채널탭 

톡채널 오토뷰
카카오톡 채널탭 채널소식 하단에 노출되는 동영상 리치미디어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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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방법  |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03

http://kakaotalk.ad.kakaocorp.com/17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초코 지급 상품

카카오톡 충전소

24

          

이모티콘 지급 상품

홍보 방법  |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03

이모티콘을 살 수 있는 초코 또는 브랜드를 녹인 이모티콘을 리워드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Android only)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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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aum

Daum 모바일DA
포털에 노출되는 모바일 띠배너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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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과형 네트워크 광고

26홍보 방법  |  광고 상품으로 친구 모으기03

톡채널, Daum 및 Kakao와 제휴된 모바일앱 네트워크 지면에 콘텐츠 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CPC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채널탭

          

Daum

http://ad.kakaocorp.com/adinfo/adnetwork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광고
카카오스토리에 노출되는 배너/게시글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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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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