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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스토리 
카카오스토리에 자엽스럽게 노출되는 노출보장형 Native A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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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누적 가입자 수 7천만 명 

누적 스토리 수 47억 건

누적 댓글 수 328억 건

지원국가 및 언어 230여 개국 서비스 & 5개 국어 지원

2015년 03월 카카오 내부자료 기준

카카오스토리는 나와 내 친구들의 일상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는  
모바일 SNS 서비스로 출시 3일 만에 국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미국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분 1위 석권

2012년 3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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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카오스토리 소개

출처: 2016년 08월 코리안클릭  |  성별 분류 : 순이용자 기준

월간 순 설치자 (1,760만명) 월간 순 설치자 (1,200만명)

남자 여자

50 

  (단위 %)  0

48% 52%

설치자 수

10,000,000 

  (단위 명)  0

설치자 수

1,200만 명

남자 여자

50 

  (단위 %)  0

58%

42%10,000,000 

  (단위 명)  0

1,7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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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2 상품 소개

국내 최대 모바일 SNS 카카오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노출보장형 Native AD입니다.  
캠페인 목적에 부합하는 타켓 그룹별로 맞춤 구매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동안 목표로 하는 노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형

브랜드스토리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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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시,  
동영상 자동 재생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 목적별 랜딩 설정이 가능합니다.  
4가지의 광고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광고목적에 따라 모바일 페이지, 앱 다운로드, 플러스친구, 스토리 채널로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 소개

목적에 알맞은 캠페인 설정

웹사이트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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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진 그룹에게만 노출이 가능합니다. 

상품 소개

효율성을 위한 유저그룹

그룹 조합
상품명

남성 여성

20세 이상 25세 이하 M2025 F2025

26세 이상 30세 이하 M2630 F2630

31세 이상 40세 이하 M3140 F3140

41세 이상 50세 이하 M4150 F4150

51세 이상 70세 이하 M5170 F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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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브랜드스토리

상품개요 카카오스토리에 피드와 유사한 Native UI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노출보장형 상품

노출지면 카카오스토리 이용자 피드 내 3~5번째 노출 

판매 방식 CPM  

판매 단가 광고가이드 사이트 내 단가표 참고 (http://display.ad.kakaocorp.com/76)

소재 사이즈
· 일반형 : 1200 x 628 (px) 
· 동영상형 : 1280 x 720 (px)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 x 360 (px) 필수 

# 상세 내용 : 제작 가이드 참고

타겟팅 OS 타겟팅 가능

브랜드스토리 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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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형별 소개

기존 카카오스토리 채널의 크리에이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목적에 따른 소재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노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목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등록, A/B 테스트를 통해 더 효과 높은 소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소재 광고

효율이 높은 소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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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 유형별 소개

콘텐츠 스크롤 시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자동 재생되며, 전체 화면에서 동영상 제어 버튼이 보입니다.  
동영상이 모두 재생된 후에는 다시보기 버튼(재생 플레이어)이 노출됩니다. 
일부 기기는 설정 상태에 따라 동영상 자동 재생이 미지원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형 소재 광고

콘텐츠 스크롤 시, 동영상 자동 재생 
행동유도 버튼 제공

전체 화면 
동영상 제어 버튼 및 행동유도 버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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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제작 가이드 12

브랜드스토리 광고 상품은 서비스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를 서빙합니다.  
따라서, 아래 필수 전달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형 필수 전달 요소

   

자세한 내용은 제작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필 
70 x 70 (px)

2
프로필명 
최대 한글 15자 
광고주명, 브랜드명으로만 구성

3
문안 
최대 한글 45자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4
광고 소재 이미지  
1200 x 628 (px) 
Android/iOS 각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징 또는 Crop되어 적용

5 4가지 랜딩 유형 제공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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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제작 가이드 13

브랜드스토리 광고 상품은 서비스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를 서빙합니다.  
따라서, 아래 필수 전달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동영상형 필수 전달 요소

자세한 내용은 제작 가이드를 참고 하시고, 동영상 소재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프로필 
70 x 70 (px)

2
프로필명 
최대 한글 15자 
광고주명, 브랜드명으로만 구성

3
문안 
최대 한글 45자 
OS, 노출영역에 따라 한 줄 당 보이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음

4
동영상 소재  
1280 x 720 (px)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 x 360 (px) 필수

5 4가지 랜딩 유형 제공 
웹사이트 클릭, 모바일앱 설치, 플러스친구 추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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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1280 x 720 (px) 이상의 16:9 비율 권장 
최소 640x360 (px) 필수

형식
AVI, WMV, FLV, MP4, MPEG, ASF, DV, MOV, QT  
(권장 동영상 코덱 : H.264 / 권장 오디오 코덱 : AAC)

용량 1GB 이하

플레이타임 무제한

사운드 삽입 필수 

초당 프레임수 (FPS) 24 ~ 30fps 권장

제작가이드

· 카카오는 영상 사이즈(해상도)를 16:9 영상비의 플레이어를 사용 

 └ 4:3 또는 다른 비율일 경우, 영상 재생시 레터박스/필러박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 

 └ 플레이어 크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 영상 내 레터박스/ 필러박스가 없는 원본파일 전달  

· 동일한 영상 반복 사용 불가 (예: 15초 영상을 이어 붙여 30초 영상으로 만드는 것) 
· 제작된 영상이 팟플레이어에서 정상 재생되는지 확인 필수 
· 카카오 자체 인코딩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 
· 정상 재생되는 동영상 파일은 카카오 내부 인코딩 시스템에 의해 Bitrate 2,084 kbps로 인코딩

동영상형 소재 제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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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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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형 집행 가이드

집행 가능 업종 (영화와 자동차로 제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송 화학 수송기 국내 자동차

수송 화학 수송기 해외 자동차

영화 영화 영화

2016.02.08 ~ 현재

사용 불가 동영상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영상, 표시, 음향, 부자연스러운 합성 등을 사용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은 영상 불가 

·  신체 부위 노출 시 (수영복 착용 포함, 속옷 제외), 상/하반신 전체 노출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노출 불가
·  특정 부위의 과도한 노출 및 침대에 누워 있는 포즈 등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컷 노출은 광고 집행 불가
·  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 불가
·  광고 소재에 사실 보도와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의 내용은 사용 불가
·  스토리 채널 공유 및 UP 기능을 활용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  기타 업종은 담당 마케터에게 문의, 소재 검수 후 집행 여부 결정



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05 Document History

Version Final Update 파일명 비고

0.1 2016.08.26 Kakao_BrandStory_introduction_ver0.1_20160826.pdf

0.2 2016.09.05 Kakao_BrandStory_introduction_ver0.2_20160905.pdf

0.3 2016.10.24 Kakao_BrandStory_introduction_ver0.3_20161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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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