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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타일은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패션 컨텐트 & 트렌드 & 쇼핑 서비스입니다. 

월 발생 PV 

1억 3,000만

모바일 웹, 앱 합산

월 방문자 

1,000만



카카오스타일은 

대한민국 No.1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누적가입자 

2.1억명
MAU 국내 

4,006만
1일 실행 

55회

세계에서 가장 자주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타일은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안드로이드앱, iOS앱을 제공합니다. 



카카오스타일 HOT 광고는                             1 / 2 

모바일웹, Android, iOS앱 첫화면에 노출됩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을 선별하여 노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 HOT 광고는                             1 / 2 

HOT에서 상품을 누르면 해당샵의 샵메인(샵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며 

샵의 더 많은 상품을 추가로 노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 HOT 광고 구매                        

노출위치 

노출방법 

운영구좌수 

구매가능구좌 

노출기간 

비용 

카카오스타일 첫화면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or 아이폰 앱) 

운영구좌 랜덤 노출  

최대 540구좌 (차수별 판매된 수량만큼 노출 / 내부구좌 별도운영 : 최대 10구좌) 

쇼핑몰당 제한없음 / 뷰티브랜드 최대 3구좌 

4주 

504만원 (VAT별도) 

운영구좌수란 ? 

계약 기간 동안에 서비스의 첫 번째 탭(HOT)에 입점하여 노출되는 상품 소재 이미지의 최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 기본 제공 서비스                            

카카오스타일 HOT광고 집행시 샵메인(샵프로필) 페이지를 제공하여 

추가 상품, 샵소개, 샵뉴스, 쿠폰을 노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 APP 추가 노출 영역                   1 / 2 

카카오스타일 APP에서는 ITEM탭, SHOP탭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과 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 APP 추가 노출 영역                   1 / 2 

특가 상품을 제안해주시면 카카오스타일 앱 SALE탭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노출위치(APP기준) 

노출방법 

운영구좌수 

노출기간 

비용 

카카오스타일 SALE탭 

쇼핑몰의 특가제안 
승인 후 노출 

5구좌 

2~3일 

별도안내 

운영구좌수는 내부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타일은  

누적 전환 매출 2,000억 원 / 누적 입점 쇼핑몰 700개 

입점 쇼핑몰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메이크샵     070-8290-8995     makeshop.co.kr   

대한민국 No.1 마케팅전략! 메이크샵에서 확인하세요. 

카페24     1644-4990     cmc.cafe24.com   

전문가 그룹에 의한 최적의 온라인 마케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루다마케팅     070-5055-3421     e-ruda.co.kr   

패션쇼핑몰 배너상품을 위주로 한 배너이미지 전담관리팀 구성 

위사     070-7405-0342     wisa.co.kr   

철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광고대행,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이에스컴퍼니     053-256-5757    js-com.co.kr  

실시간 운영현황 안내 및 다양한 쇼핑광고의 노하우를 통한 솔루션 제시!

광고 구매 문의 

카카오스타일은 대행사를 통해 카카오스타일 입점 및 광고 운영, 효율분석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공식대행사 중 하나를 통해 광고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kaostyle@kakaocorp.com

http://makeshop.co.kr
http://cmc.cafe24.com
http://e-ru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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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kak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