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충전소

단계형 상품 소개서
2017. 07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단계형 신규 상품을 소개합니다.
1단계 참여하여 기본 과업을 달성한 후, 3일 동안 조건을 유지하면 단계별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단계형 상품입니다.
즉시 이탈을 막아 잔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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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친구 / 옐로아이디 추가 후 유지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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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후 구독 유지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01
단계형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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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태

참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형 참여 가능 시점

광고 집행 중

1단계 참여한 다음 날 10시 ~ 24시

2단계 참여한 다음 날 10시 ~ 24시

리워드 지급 시점

과업 달성 시

과업 조건 유지 확인 버튼을 눌러 유지 여부 확인 시

과업 조건 유지 확인 버튼을 눌러 유지 여부 확인 시

단계별 참여 예시 화면
(앱로그인형)

STEP 01

STEP 02

STEP 03

1단계 참여 시 1회 과금하고 리워드는 단계별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
오픈 기념으로 단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구분

광고 상품

상품명

앱로그인 단계형

친구추가 단계형

소식받기 단계형

과금 방식

CPK

CPP

CPS

건당 단가
(1단계 참여 시 차감)

추천박스 : 450원 > 400원

추천박스 : 350원 > 300원

추천박스 : 350원 > 300원

미니박스 : 350원 > 300원

미니박스 : 250원 > 200원

미니박스 : 250원 > 200원

리워드
(초코)

리워드 지급 기준

1단계 : 12초코 (120원)

1단계 : 5초코 (50원)

1단계 : 5초코 (50원)

2단계 : 8초코 (80원)

2단계 : 2초코 (20원)

2단계 : 2초코 (20원)

3단계 : 10초코 (100원)

3단계 : 3초코 (30원)

3단계 : 3초코 (30원)

1단계 : 앱 설치 후 카카오계정 로그인

1단계 : 플러스친구 /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1단계 : 채널 소식받기

2단계 : 앱 보유 및 로그인 유지 체크

2단계 : 친구 상태 유지 체크

2단계 : 소식받기 유지 체크

3단계 : 앱 보유 및 로그인 유지 체크

3단계 : 친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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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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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형 상품 노출 영역

홈 노출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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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워드(초코)
현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와
3단계까지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총 리워드를
표시합니다.

2/3단계 참여 상태
1단계 참여 후 추가충전 영역에 별도 노출합니다.

대기 상태
1단계 참여 후 다음 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상태로 노출됩니다.
가능 상태
다음 단계 참여시간이 되면
가능 상태로 표시합니다.

03
단계형 참여 프로세스

앱로그인 단계형
1단계 참여 후 다음 날 지정된 참여시간에 충전소에서 앱 보유 및 로그인 상태를 체크해야 다음 단계 초코가 지급됩니다.
참여시간 내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앱을 삭제 또는 탈퇴한 경우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초코 지급

2단계
초코 지급

1단계 참여

2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2단계 참여

앱 설치 후 카카오계정 로그인

2단계 참여시간 : 1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2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앱 보유 및 로그인 상태 확인

3단계
초코 지급

앱로그인 단계형 참여 프로세스

3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3단계 참여

3단계 참여시간 : 2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3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앱 보유 및 로그인 상태 확인

친구추가 단계형
1단계 참여 후 다음 날 지정된 참여시간에 충전소에서 친구 상태를 체크해야 다음 단계 초코가 지급됩니다.
참여시간 내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친구를 차단한 경우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초코 지급

2단계
초코 지급

1단계 참여

2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2단계 참여

친구 추가 완료

2단계 참여시간 : 1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2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친구 상태 확인

3단계
초코 지급

친구추가 단계형 참여 프로세스

3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3단계 참여

3단계 참여시간 : 2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3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친구 상태 확인

소식받기 단계형
1단계 참여 후 다음 날 지정된 참여시간에 충전소에서 소식받기 상태를 체크해야 다음 단계 초코가 지급됩니다.
참여시간 내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소식끊기를 한 경우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초코 지급

2단계
초코 지급

1단계 참여

2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2단계 참여

소식받기 완료

2단계 참여시간 : 1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2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소식받기 상태 확인

3단계
초코 지급

소식받기 단계형 참여 프로세스

3단계 참여시간 전까지 대기

3단계 참여

3단계 참여시간 : 2단계 참여 다음날 10시~ 24시

3단계 참여시간에 참여버튼을 눌러
소식받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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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질문

Q 단계형 상품 참여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어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품별 참여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
ㄴ 단계형 상품 데모페이지 : http://zuu.kr/igve

Q 과금 및 리워드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단계별로 과금하지 않고 1단계 참여 완료 시 건당 단가를 일괄 차감합니다. 2, 3단계 리워드는 사용자의 참여 시점에 각각 지급되며 별도의 예산 차감은 없습니다.

Q 단계형 상품 참여 중 이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참여 전에 참여 불가한 경우 홈 ‘초코 충전’ 영역에 ‘참여불가’ 표시와 함께 노출됩니다.
2, 3단계 참여 중 이탈한 경우(참여가능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홈 ‘추가 충전’ 영역에 광고는 노출되나 상세페이지 진입 시
참여 불가 안내를 하고 이후 홈에서 내려갑니다.

Q 광고가 소진되거나 종료된 경우 참여하던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진이나 종료 등 광고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단계형 상품에 이미 참여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별로 ‘추가충전’ 영역에 광고가 계속 노출되어 3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2, 3단계 참여 중 이탈한 경우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광고 집행 마지막 일자에 1단계에 참여한 사용자는 이후 2일 동안 2, 3단계에 각각 참여할 수 있으므로, 광고 소진 / 종료 후 2일까지는 리포트에 2, 3단계 참여완료수가
집계될 수 있습니다.

Q 단계형 상품도 데일리캡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게 데일리캡을 설정하여 매일 원하는 시간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단가는 1단계 참여 시 일괄 차감하므로, 데일리캡은 1단계 참여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3단계는 과금하지 않는 단계이므로 예산 설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데일리캡이 소진되어도 이미 1단계에 참여한 사용자는 ‘추가충전’ 영역에 해당 광고가 계속 노출되어 2, 3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5
상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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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담당자 메일

게임

gamead@kakaocorp.com

서비스

servicead@kakaocorp.com

쇼핑, 유통

retailad@kakaocorp.com

화장품/보건, 가정용품, 소비재, 패션, 해외광고주

bfad@kakaocorp.com

전기전자/통신, 수송, 기초재, 영화/공연, 부동산, 건설, 관공서,
교육, 제약/의료, 금융, 식음료

sales2part@kakaocorp.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