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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모바일인터넷 114분사용

-하루60분이상사용자83%

-인스턴트메신저사용자99%

KISA-미래부,�“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15.11)

언제어디서건 모바일로
소통하는시대

이제모바일에도

든든한 마케팅베이스캠프

하나 놔드려야되겠습니다.



세계에서가장사용빈도가

높은메신저앱 1위!

미국앱사용분석업체퀘트라(Quettra)��보고서

(2015년 1분기)

국가대표메신저
카카오톡

우리가소통하는연결고리,��
카카오톡입니다!



주변에혹시카카오톡
안쓰는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스마트폰에는
카카오톡이있습니다.

대한민국스마트폰4,448만대1)

그중 98%에카카오톡설치2)

1)�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3월)

2)�닐슨코리안클릭 (2016년 3월)



이러면어떨까요?

MyBrand

우리브랜드가
카카오톡에서

보다많은사람들과
친구가될수 있다면?

그래서기쁜소식도 전하고
궁금증에도 답해줄수있다면?



여러분,
플러스친구입니다.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사용자와 여러분의
브랜드가 좀더친해질수있도록

카카오톡이선사하는
특별한계정서비스입니다.



플러스친구라면
이것이가능합니다.

첫째,

4,600만카톡사용자들과
친구를맺을수 있습니다.

플러스친구를시작한다는것은
여러분의브랜드가대한민국모바일에서가장많은사람들이
모인카카오톡의멤버가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여러분의브랜드가발산하는매력이
사용자를사로잡는다면그들은그브랜드를기꺼이
오래가까이두는친구로받아들일 것입니다.



둘째,

반가운소식을전하고 열렬한
반응을얻게 됩니다.

왕대박이벤트가있나요?�끝내주는뉴모델이나왔나요?�
그렇다면친구들에게메시지를보내세요.��

평균 20%*,�이메일DM이나모바일DA와는차원이 다른
규모의호응에놀라게될 것입니다.

하나더,�좋은소식들이친구에서또다른친구로간단히
전해지도록설계되었다는 사실!

플러스친구라면
이것이가능합니다.

*�2014년평균플친메시지랜딩페이지 오픈율



셋째,

친구를오프라인매장으로
초대합니다.

플러스친구로제공된다양한유형의메시지활용으로
오프라인매장방문을이끄는O2O�플랫폼입니다.

다양한방법으로브랜드의매력을어필하며
고객에게실질적인혜택을드리는
모두가원하던플랫폼!

플러스친구라면
이것이가능합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든든하고멋진모바일홈을
마련할수있습니다.

이제플러스친구를만들고
사람들에게알리고친구를모으세요.��
그리고이야기를나누세요.

카카오톡에서만인가요?
아니랍니다.�플러스친구홈은카카오톡안팎으로연결된
여러분의멋진모바일 베이스캠프입니다.

플러스친구라면
이것이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친구입니다.

광대한사용자층과
강력한커뮤니케이션환경,��
콤팩트한모바일홈까지

플러스친구는
성공적인모바일 마케팅을위한
가장확실한선택입니다.



주로궁금해하시는내용들을문답형식으로정리했습니다.

추가적인문의는FAQ#5의업종별담당자연락처를참고해 주세요.

FAQ

#0 플러스친구로는구체적으로무엇을하나요?

#1 플러스친구를시작하면무엇을,얼마에진행하나요?

#2 카톡에서플러스친구를더많이알리려면어떻게하나요?

#3 플친메시지는무엇이고,어떻게보내나요?

#4 플친메시지유형은어떤게있나요?

#5 좀더알아보려면누구와얘기하면될까요?



> >

#0플러스친구로는구체적으로무엇을하나요?

1:1 채팅 메시지보내기

채널탭

친구찾기탭

플친추천노출

더보기탭>메시지피드

플친홈

플러스친구>쿠폰함

플러스친구>피드형DA
메시지타입

메시지타입3종

커스터마이징

*광고플랫폼(플러스친구관리자센터)및기타상품상세정보는카카오광고안내페이지 (http://ad.kakaocorp.com/) 참고

유료제공항목

무료제공항목

카카오톡충전소*

자동응답API

플러스친구를시작하게되면 (1) 플친을알려친구를모으고 (2) 플친홈을만들어운영하고 (3) 친구와커뮤니케이션하게됩니다.

친구맺기(Opt-in) 기반의반응률높은커뮤니케이션과소셜관계망을통한바이럴로강력한마케팅미디어구현이가능합니다.

(1) 플친알리기 (2) 플친홈운영하기 (3) 친구와이야기나누기

브랜드이모티콘*

소식피드 (포스트발행)

1:1 채팅하기

포스트노출

1:1채팅방

액션버튼



#1플러스친구를시작하면무엇을, 얼마에진행하나요?
플러스친구신규고객패키지를아래와같이마련해두었습니다.

플친개설이후의제공항목과가격은FAQ#2를참조해 주세요.

패키지 구분 상품 단가 패키지단가

미니타입

플친추천DA 10,000,000

10,000,000충전소 미니박스 5,000,000

플친메시지 1회 -

미니타입2

플친추천DA 10,000,000

15,000,000충전소 미니박스 10,000,000

플친메시지 1회 -

공통사항
플러스친구 홈 개설(1) - 기본제공

친구탭검색결과, 채널탭 구독피드,
더보기탭 플친 쿠폰함 노출(2) - 기본제공

• 패키지는2017년 1월 18일이후신규건부터적용됩니다.

• 패키지는플친계정개설이후 1개월이내집행해야합니다.

• 플친메시지는롱텀메시지를설정할수없습니다.

• 공통사항상세설명은다음장(p15~16) 참고



* 상세설명은카카오광고안내페이지 (http://ad.kakaocorp.com/) 내 플러스친구이용가이드참고

(1) 다양한액션버튼기능

기본적인정보는물론전화하기,�동영상보기(총 15종제공)�등

다양한버튼을통해고객에게더많은정보와액션을제공할수있습니다.

(2) 내포스트를모아보는소식탭

발행한포스트를모아보고사용자들의피드백도실시간으로받아볼수있습니다.

플러스친구에게기본적으로제공되는카카오톡안의나만의비즈니스모바일홈페이지서비스입니다.

플러스친구프로필클릭시볼수있는전용홈입니다. (일반사용자프로필미니홈과차별화)

홈관리툴(플러스친구관리자센터)를통해간단한정보만입력하면손쉽게만들수있습니다.

※ 플러스친구기본제공서비스1



※ 플러스친구기본제공서비스2

친구탭> ID/플러스친구검색결과 채널탭> 1depth�친구소식,�2depth�전체보기 더보기>플러스친구>쿠폰함

카카오톡사용자들이플러스친구를접하게되는채널입니다.

첨부된이미지는참고용이며,실제서비스에서는변경될수있습니다.



#2카톡에서플친을더많이알리려면어떻게하나요?
카카오톡첫번째탭인 ‘친구’탭에노출되는플러스친구추천DA를집행하여더많은친구를모을수있습니다.

플로팅버튼>추천친구

친구리스트>새로운친구를만나보세요!

친구리스트 >플러스친구그룹클릭시

최상단2개영역에노출되는광고입니다.

브랜드이모티콘

카카오톡에서플친을추가하는사람들에게줄 수있는혜택중

가장큰호응을얻는아이템중 하나가브랜드이모티콘이랍니다.�

자세한내용은브랜드이모티콘소개서를참조해주세요.

Success Tip

(친구차단클릭사용자노출 제외)

1주(월 14시~월 14시) 1구좌

1,000만원 (VAT별도)



링크랜딩페이지 (쿠폰예시)

플친메시지전송

채팅방플친메시지수신화면

#3�플친메시지는무엇이고,��어떻게보내나요?��1

플러스친구를친구추가한카톡사용자에게
푸쉬메시지를발송할수있는상품입니다.
별도의관리툴로메시지를생성하고발송할수있습니다.

1회전송에이미지또는동영상을포함한메시지와링크버튼이
친구의채팅방에나타납니다.

링크버튼을통해포스트,쿠폰,외부링크로연결이가능하며
새로운콘텐츠,이벤트정보,할인쿠폰등다양한정보를전달할수있습니다.

강력한플친메시지효과

플친 메시지는 이메일 DM이나 모바일 DA의 반응률
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사용자 호응을 기대 할 수
있답니다.

• 메시지랜딩페이지오픈율 :�20.4%
• 오픈후전환율(쿠폰응모)�:�74.3%
• 오픈후전환율(링크클릭)�:�19.2%

(2014년평균)

플친메시지발송형식과효과,�상품판매방식,�메시지발송시유의사항에대해알려드립니다.

Success Tip

>

텍스트메시지+�이미지 +�링크



전체메시지 :�17원 (vat�포함)

- OS,�국가타겟팅포함

#3�플친메시지는무엇이고,��어떻게보내나요?��2

가격표2016년 7/1적용 (집행기준)

타겟팅메시지 :�22원 (vat�포함)

- 성,�연령,�그룹메시지

메시지발송건당종량제로과금됩니다

*�메시지수는실제발송건수기준으로과금됩니다.

*�하나의메시지는최대1개월동안발송가능합니다.�

*�중복가능타겟팅은OS,�국가,�성,�연령입니다.�

(타겟팅대상은낮은확률로다른특성으로인식될수있습니다)

*�2017년 2월에추가예정인와이드형메시지는추후가격이변동될가능성이있습니다.



- 당월메시지유료집행금액 3,000만원이상(vat포함)

à유료집행금액의 10%서비스포인트익월지급

-당월메시지유료집행금액 5,000만원이상(vat포함)

à유료집행금액의 20%서비스포인트익월지급

-당월메시지유료집행금액 7,000만원이상(vat포함)

à유료집행금액의 30%서비스포인트익월지급

#3�플친메시지는무엇이고,��어떻게보내나요?��3

가격표2016년 12/1적용 (집행기준)

*�무료메시지잔여분은이월되지않습니다.�

*�무료메시지>�서비스포인트>�유료캐시순으로차감됩니다.

*�7,000만원이상집행시30%서비스포인트지급은2017년 1분기까지만적용됩니다.

*�2017년 2월에추가예정인와이드형메시지는무료메시지1만건지급에서제외됩니다.�

- 매월모든프로필대상무료메시지 1만건지급 (매월 1일)

1.�페이백서비스포인트

2.�무료메시지



#3�플친메시지는무엇이고,��어떻게보내나요?��4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경우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플러스친구이용가이드를참고부탁드립니다.

①메시지작성시 ‘광고성내용포함’체크박스를선택해야합니다.

체크박스선택시메시지맨앞에 (광고)가표시됩니다.

또한수신거부방법이자동으로메시지에입력됩니다.

②고객센터연락처를기재해야합니다.

광고메시지발송시필수입력사항이며,메시지 상단에고객센터연락처가표시됩니다.

연락처의경우전화번호또는주소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기입해주셔야합니다.

메시지발송시유의사항 카카오프렌즈
12-345-6789



#4�플친메시지유형은어떤게있나요?
플친메시지는총메시지타입3종으로간단한소식부터응모이벤트진행,�쿠폰배포등다양한메시징목적을소화할수있습니다.

(와이드이미지,와이드리스트형은2017년 2월적용예정)

이미지또는동영상첨부가가능하며, 링크버튼에는포스트나쿠폰또는외부링크를첨부할수있습니다.

아울러PC웹기반의별도제작및관리툴을무료로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본텍스트메시지유형
이미지또는동영상,링크버튼추가가능

•한번에다양한컨텐츠를전달하기에적합한유형
플러스친구만사용할수있는사이즈

①기본텍스트형 ②와이드이미지형 ③와이드리스트형

•한번에다양한컨텐츠를전달하기에적합한유형
최대5개리스트추가가능

*�상세이용가이드는카카오광고안내페이지 (http://ad.kakaocorp.com/)�참고



#5좀더알아보려면누구와얘기하면될까요?

금융,�기업PR,�식음료,�영화/공연,�
전기전자/통신,�제약/의료

DS1셀 ds1@kakaocorp.com

게임,�교육,�서비스,�쇼핑/유통 DS2셀 ds2@kakaocorp.com

가정용품/소비재,�관공서,�부동산/건설,�
수송/기초재,�패션,�화장품/보건용품

DS3셀 ds3@kakaocorp.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