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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바이카카오는 월 4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쇼핑몰과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패션버티컬 광고서비스로, 카카오 AI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합니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 모바일웹, 앱(Android, iOS)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01



패션바이카카오의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카카오AI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HOT탭에 쇼핑몰의 인기상품을 게시하고,  

상품을 클릭한 이용자들의 샵 방문을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CPT 광고02

노출위치 

노출방법 

공시단가 

패션바이카카오 첫화면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iOS 앱)  

카카오 개인화 추천 로직 기반 노출(뷰티/액세서리는 특정 위치 고정 노출) 

자사몰/톡스토어몰 : 월/400만원,  일/16만원 

뷰티/액세서리몰 : 월/300만원, 일/12만원 

* 공시단가는 VAT별도 입니다.  

* 일 단위로 광고를 집행하실 경우, 최소 집행 기간은 7일 이상입니다. 



이용자가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과 함께 샵의 소개와 상품리스트를 노출하여,  

상품을 추가로 탐색하고 샵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샵 메인03



주제에 따라 세일 상품을 보여주는 SALE탭, 시즌별 핫한 패션 상품을 보여주는 PICK탭을 통해  

추가적으로 샵과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SALE , PICK탭04



패션바이카카오는�판매자�분들의�문의사항을�빠르게�해결하기�위해�공식대행사를�통해�광고�상품�문의를�
받고�있습니다.�입점을�원하시는�분은�아래�대행사�중�한�곳을�통해�문의�부탁드립니다.�

메이크샵���
070-8290-8995��makeshop.co.kr�

카페24��
1644-4990��cmc.cafe24.com�

이루다마케팅���
070-5055-3417��e-ruda.co.kr�

제이에스컴퍼니�
053-256-5757��js-com.co.kr�

위사�
070-7405-0342��wisa.co.kr�

공식대행사를 통한 광고상품구매05

엔에이치엔고도���
02-567-3719��godo.co.kr

에이엠피엠글로벌�
02-6049-4111��ampm.co.kr�

주군컴퍼니�
02-2088-5790��joogoon.com

http://makeshop.co.kr
http://cmc.cafe24.com
http://e-ruda.co.kr
http://js-com.co.kr
http://wisa.co.kr
https://www.godo.co.kr/
http://ampm.co.kr/
http://joogoon.com/


심사기준 및 프로세스 안내06

입점 프로세스 
(공통 필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 CPT광고  

    공식대행사 가입 > 카카오 비즈센터 가입 > 패션바이카카오 파트너어드민 가입 > 운영자 승인  

- 톡스토어 연동 

    톡스토어 가입 > 패션바이카카오 파트너어드민 가입 > 운영자 승인 

입점 심사기준 

• 모바일 웹페이지를 운영 중인 쇼핑몰 
• 패션/잡화(여성의류, 남성의류, 유아동의류, 언더웨어, 가방, 슈즈, 요가복, 피트니스의류) 
• 뷰티 (화장품, 향수, 패션가발, 헤어용품, 헤어핀, 시계, 주얼리) 

기타 입점관련 문의는 이전 페이지의 대행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mailto:kakaostyle@kakaocorp.com


패션바이카카오 광고 외에도, 카카오 톡스토어 입점을 통해 패션바이카카오의 SALE탭에 샵과 상품을 추가로 노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톡스토어 입점을 통해 카카오의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공식블로그 

 kakaotalkstore.tistory.com/66 

1644-8020 

톡스토어 입점 안내07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66


Thank you. 
감사합니다.

패션바이카카오 파트너센터

패션바이카카오 파트너센터 톡채널을 추가하면, 

패션바이카카오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