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상품소개서
2022년 4월



누적 가입자 2,200만 +

토스 앱 누적 다운로드 수 7,900만 +

월간 활성 이용자 1,100만 + 

누적 카드 등록 수 3억 3천만 +

누적 계좌 등록 수 3억 +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금융 서비스

20대의 80%
20대 가입자 수 : 538만 명+

30대의 73%
30대 가입자 수 : 491만 명+

40대의 57%
40대 가입자 수 : 469만 명+

*상기 비율은 2021 통계청 인구조사 데이터 기준이며, 연령별 토스 가입자 수는 2022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카드와 계좌 등록을 통해 쉽고 직관적인 소비 내역 관리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금융 서비스



광고주 KPI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혜택탭 광고 서비스 한눈에 보기

머니알림
정교한 타겟팅, 평균 CTR 40% , 광고주페이지 80% 내외 인입

만보기
오프라인향 광고, 모바일 전단지 또는 쿠폰 제공 가능

이번주미션
오퍼월 광고, 원하는 KPI 맞춤형 광고

브랜드캐시백
CPA광고, 신규고객 유입, 거래액 증대

행운퀴즈
폭발적인 트래픽, 브랜딩, 10만~30만 노출보장형



광고주 KPI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혜택탭 광고 서비스 한눈에 보기

10만~30만명에게
프로모션 홍보

타겟 고객에게
이벤트 안내

신규 고객 확보 및
거래액 증대

오프라인 매장 홍보와
거래액 증대

오퍼월 광고 (CPC)

행운퀴즈 머니알림 브랜드캐시백 만보기 이번주미션



행운퀴즈



행운퀴즈

혜택 탭 메인 영역 노출

퀴즈 당일 푸시알림 제공

광고주 페이지 유입 유도

다가오는 퀴즈 노출

기대감 형성하여 유저 참여 확대

친구에게 공유하기

혜택 탭 전체 유저 대상 노출을 통해 광고주 페이지로의 폭발적인 트래픽 확보 및 브랜딩에 효과적인 상품입니다.



행운퀴즈: 상품구성

메인 상단 영역 스케줄러 영역

• 혜택탭 유저 400만명 이상에게 전체 노출

• 예산에 따라 10만명~30만명에게 노출 보장

• 퀴즈 난이도에 따라 70% 내외의 유저는 제휴사의 페이지로 유입

• 퀴즈 오픈 시 푸시 메시지를 발송하여 참여 유도

• 2,500만원 이상 집행 시,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 푸시 발송 가능

혜택탭 메인화면과 스케줄러 영역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브랜드를 노출합니다. 



행운퀴즈: 상단 배너를 통한 참여

혜택탭 메인 상단 배너 클릭 퀴즈 정답자에게
랜덤 리워드 지급

정답자에게 추가 혜택 안내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 유도

최대 5개 문제 랜덤 출제
힌트 보기를 통해 페이지 유입

• 혜택탭 상단에 고정배너를 노출하여 400만 유저의 퀴즈 참여를 유도합니다.
• 유저가 능동적으로 광고주의 힌트 페이지를 탐색하면서 유입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퀴즈 참여 후에는 추가 혜택 페이지를 노출하여 이벤트 참여를 유도합니다.



행운퀴즈: 스케줄러를 통한 참여
• 유저들이 다가오는 퀴즈 일정을 확인하고 알림 받기를 신청하여 관심 브랜드의 이벤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퀴즈 참여 이후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혜택 내용을 다양한 유저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 영역에서
관심 브랜드 퀴즈 알림 신청

퀴즈 라이브 일자에 푸시 발송 친구에게 공유 가능정답자에게 추가 혜택 안내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 유도



행운퀴즈 집행 당일 캠페인 관련 키워드의 포털 검색 쿼리량이 증가하여 브랜드 인지도 증대 및 프로모션 홍보에 효과적입니다.

행운퀴즈 주요 성과



행운퀴즈: 집행사례
• 1,250만원 상품: 10만명 참여 보장, 7만명 이상 페이지 유입



행운퀴즈: 집행사례
• 2,500만원 상품: 20만명 참여 보장, 16만명 이상 페이지 유입



행운퀴즈: 집행사례
• 3,750만원 상품: 30만명 참여 보장, 24만명 이상 페이지 유입



행운퀴즈: 단가 및 운영 정책
행운퀴즈는 퀴즈 참여 유저에게 랜덤 금액의 리워드를 지급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노출 보장형 상품입니다. 

• 퀴즈 집행 당일 정답을 맞추는 유저에게 랜덤 금액의 리워드를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 상품 단가에 따라 참여 규모(예상 참여자 수)가 달라집니다.

노출 영역 광고 상품 과금 기준 광고 상품 단가
(리워드+매체 수수료) 예상 참여자수

혜택 탭 행운퀴즈 노출 보장형
(퀴즈 참여인원)

1,250만원 10만명 이상

2,500만원 20만명 이상

3,750만원 30만명 이상

(VAT 별도)

※ 상기 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머니알림



인기상품 확인하고 10원 더 받기

머니알림

머니알림 구독자 대상 푸시 발송

정교한 타겟팅 가능
(성별, 연령, 결제이력 기반 관심사)

평균 40% 이상의 푸시 오픈율

푸시 클릭 시 머니알림 페이지 노출

광고주 맞춤형 KPI 달성 가능
(첫 구매 유도,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등)

평균 80% 내외의 CTA 클릭률

머니 알림은 푸시 오픈율 40% 이상인 능동형 구독 상품으로, 유저에게 광고주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소개합니다.



머니알림: 유저 구독 Flow 
• 혜택탭에 진입하는 토스 유저에게 머니알림 구독을 유도합니다.
• 머니알림 상세 설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머니알림 광고주의 혜택을 노출합니다.
• 현재 머니알림 구독자는 약 240만명이며, 혜택탭 내 상시 배너 노출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머니알림에 대한 안내 마케팅 수신 동의 머니알림 구독 완료혜택탭에서 머니알림 구독 유도



머니알림 구독자에게 알림 발송
(알림 오픈 시 유저는 10원 수령)

토스 앱에서 광고주의
머니알림 페이지 오픈

혜택 페이지에서
광고 노출 + 유입 유도

광고주 페이지 랜딩
(페이지 랜딩시 10원 추가 수령)

머니알림: 혜택 참여 Flow
• 사용자가 푸시알림 형태로 도착하는 머니알림을 누르면, 10원의 리워드를 받은 뒤 머니알림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 머니알림 페이지에서 CTA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10원을 더 지급받고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합니다.

• 브랜드 노출에 그치지 않고, 회원가입, 첫 구매 전환 등의 이벤트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머니알림 : 집행 사례
구매 전환, 신규 회원 가입, 특정 액션 유도(APP설치, SNS 게시물 업로드, 트래픽 증대, 상담 신청) 등 같은 다양한 KPI 맞춤형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결제 이벤트를 통해
거래액 증대 가능

SNS 이벤트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 유도

회원 가입 혜택을 제공하여
신규 유저 확보



머니알림 : 집행 사례
다양한 카테고리의 업종에서 첫 구매 유도, 기획전 소개, 매출 증대, 회원 가입 유도, 라이브 방송 유입, 상담 신청 등을 위해 머니알림을 활용합니다.

상품형 리스트형

커머스 식품몰 라이브커머스 생활/ 여가 금융 병의원



머니알림: 단가 및 운영 정책
머니알림은 토스 유저에게 푸시 알림을 통해 광고를 노출하고, 푸시 발송 건당 과금되는 상품입니다.

• 머니알림 상품 단가는 발송비, 운영비, 고객 리워드 등을 합산한 ‘머니알림 발송 건당’ 비용입니다.

• 유저가 머니알림을 통해 수령하는 리워드는 총 20원으로 동일합니다.

• 최소 집행 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CPP 130원 기준 7.7만 명에게 푸시 알림 발송)

• 머니알림 구독자 중 광고주의 니즈에 맞춘 타겟 모수를 추출하여 가용 예산에 따라 발송합니다.

노출 영역 광고 상품 과금 기준 광고 상품 단가
(지급 리워드 + 매체 수수료)

혜택 탭 머니알림 CPP
(푸시 발송 당 과금) 130원

(VAT 별도)

※ 상기 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캐시백



브랜드캐시백
토스가 가지고 있는 결제 내역 수집 기술을 기반으로, 타겟 유저가 브랜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캐시백 형태의 광고 상품입니다.

혜택탭 전면 노출 타겟 유저에게 브랜드 노출 광고 소재 노출 캐시백 수령



브랜드캐시백: 참여 Flow 

• 타겟 유저에게 브랜드 노출
• 매주 월요일 10개의 브랜드 중 최대 3개 선택

• 선택한 3개 브랜드는 일요일 자정까지 노출
• 카드 클릭 시, 브랜드 별 상세 페이지로 이동

• 상세 페이지 내 광고 소재 노출
• ‘캐시백 받으러 가기’ 클릭 시

온라인몰 랜딩 or 오프라인 매장 결제 안내 노출

• 토스에 등록된 카드 or 토스 간편결제 후
결제 내역 바로 확인 가능

• 캐시백 받기 버튼 클릭 후 리워드 수령

• 고객의 결제 적요를 기반으로 광고주의 경쟁사 구매이력이 있는 유저나 신규 유저 등 원하는 고객군을 타겟팅합니다.
• 광고주 브랜드 노출에 그치지 않고, 결제 금액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하여 구매전환을 유도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 토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또는 토스 간편결제로 결제했을 경우, 적요를 인식해 리워드를 지급하여 별도의 개발 연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캐시백: 토스 등록 카드 결제내역의 적요
★ 브랜드캐시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시 토스앱 내 사용처(적요)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에 등록된 카드 결제내역 브랜드캐시백 진행 가능

• 토스에 등록되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 또는 결제건만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캐시백 진행 불가능한 경우 (예시, 광고주 사전 확인 필요)

• 브랜드명 명확하게 확인 가능 • 사명(법인명) 적요 확인 불가 • PG사명 적요 확인 불가



브랜드캐시백: 단가 및 운영 정책
브랜드캐시백은 유저의 구매 액션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주단위 광고 상품입니다. 

• 브랜드캐시백은 토스에 등록된 카드의 결제이력 및 토스 간편결제를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CPA(결제 유저당 광고주가 지불해야할 금액)을 설정합니다. CPA는 고객 한 명 당 최대 지급 리워드금액 + 매체 수수료로 구성 (고객 리워드의 30% 수준)

•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광고 운영 기간동안 CPA 단가와 적립률은 양사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시 실제 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과금되며 광고 기간동안 결제 취소된 건은 제외됩니다.  
• 단, 광고기간 내 결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 월 정산하며, 집행기간 이후의 환불, 취소된 금액은 결제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최소 집행 단가는 1,000만원(VAT별도)입니다.
• 매주 월요일 고객이 신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므로, 집행 시작일은 월요일이어야 합니다.

노출 영역 광고 상품 과금 기준 광고 상품 단가
(지급 리워드 + 매체 수수료)

혜택 탭 브랜드 캐시백 CPA
(결제 유저 당 과금) 별도 협의

(VAT 별도)

※ 상기 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보기



만보기

오프라인 매장 주변 유저 대상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

실제 매장 방문을 돕기 위한
방문 시 즉시 혜택 제공

만보기는 토스의 유저에게 오프라인 매장의 혜택을 안내하고 매출 전환을 이끌어내는 제휴 상품입니다.

쿠폰 제공으로 결제 완결성 증대 모바일 전단지로 매장 홍보

바코드형 전단지형버튼형



바코드형: 참여 Flow

혜택탭 전면 노출 매장 위치 정보 확인 쿠폰 발급 및 결제 유도

• 혜택탭 메인 화면에 고정배너를 노출하여 유저 근처에 있는 제휴 브랜드 매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 제휴사에서는 바코드 쿠폰을 통해 유저에게 결제 혜택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휴사 쿠폰 발급 선택주변 매장 쿠폰 확인



버튼형: 참여 Flow

매장 위치 정보 확인 쿠폰 발급 및 직원 확인제휴사 쿠폰 발급 선택

• 제휴사에서는 사용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유저에게 결제 혜택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바코드 난수번호 발급이 어렵거나 매장에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경우, 매장 직원이 사용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을 통해 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매장 직원이 쿠폰 페이지에서 ‘직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쿠폰이 사용 처리 되며 유저는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사용 처리하기 화면 쿠폰 사용 완료



전단지형: 참여 Flow

혜택탭 전면 노출 방문하여 리워드 수령 전단지 노출과 이벤트 홍보

• 혜택탭 메인 페이지 상단에 고정배너를 노출하여 유저 근처에 있는 제휴 브랜드 매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 제휴사에서는 모바일 전단지를 통해 진행중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안내하여 매장 방문과 결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 위치 안내주변 제휴 매장 확인



쿠폰형, 어떻게 방문을 유도하나요?
유저의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노출시켜 매장 방문과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보기 화면 진입 발급 가능한 쿠폰 리스트 쿠폰 발급
가까운 매장 안내

지도에서 쿠폰 핀 노출 만보기 쿠폰함에서 확인



쿠폰형 집행사례
매장 수와 쿠폰 혜택에 따라 상이하나 쿠폰 발급 대비 실제 사용 3%~20%까지의 효율을 보이며 다양한 광고주와 집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쇼핑/ 마트



쿠폰형 집행사례
매장 수와 쿠폰 혜택에 따라 상이하나 쿠폰 발급 대비 실제 사용 3%~20%까지의 효율을 보이며 다양한 광고주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전단지형, 어떻게 방문을 유도하나요?
유저 주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신제품 또는 신메뉴를 런칭한 매장을 홍보하여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보기 화면 진입 내 주변 파란 핀 클릭 온라인 전단지 노출 가장 가까운 매장 안내



전단지형 집행사례

생활 (편의점 택배, 모빌리티 등)

유저 주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신제품 또는 신메뉴를 런칭한 매장을 홍보하여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패션/뷰티



전단지형 집행사례

카페/디저트

유저 주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신제품 또는 신메뉴를 런칭한 매장을 홍보하여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만보기: 단가 및 운영 정책

노출 영역 광고 상품 타입 과금 기준 광고 상품 단가

혜택 탭 만보기 (방문 미션)
쿠폰형 입점비 별도 협의

전단지형 전단지 노출당 (PV) 100원

※ 상기 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VAT 별도)

만보기는 유저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며 각 타입별 정책에 따라 과금됩니다.

• 결제 전환을 유도하는 이벤트 및 프로모션 비용은 제휴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쿠폰형과 전단지형 과금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주미션



이번 주 미션

혜택 탭 고정 노출

주 단위로 미션 진행

미션 시작 & 종료 시 푸시 발송

유저에게 광고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높여주면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한 오퍼월 상품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연령별 맞춤 미션 제공

다양한 광고주 액션 유도



이번 주 미션: 참여 Flow
• 혜택탭 내 고정 노출을 통해 광고주 페이지 방문, 이벤트 참여 등 유저의 다양한 액션을 유도합니다.
• 혜택탭 메인 페이지에 배너가 노출되며, 연령별로 상이한 미션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 유저가 참여를 원하는 미션 카드 클릭 후, 간단하게 광고/마케팅 동의 절차를 거쳐 유저가 원하는 미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션 페이지에서 광고주 페이지로 유입 후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3분 내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혜택탭 메인 화면 노출 이번 주 미션 카드 총 10개 노출 간단한 광고 등 동의 절차 미션 상세 페이지로 이동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 미션 완료 후 포인트 지급



이번 주 미션 상품 소개
• 특정 액션 유도, 구매, 이벤트 참여, SNS 홍보 등 다양한 KPI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종류 과금기준 유의사항

CPA 회원가입, 상담신청, 설문조사
• 3rd party tracker 또는

server to server 연동필수
• 상품별로단가협의필요

CPI/CPE 앱설치, 앱실행

CPP/CPS 구매건당, 구매금액

참여형 사전예약, 로그인, 이벤트참여

CPF/CPL SNS 팔로우, 좋아요, 포스팅사전예약 • 상품별로단가협의필요



STEP 2

상품 유형 선정
(단가 및 예산 확인)

STEP 3

연동 작업 및
소재 제작

STEP 4

연동 테스트
소재 검수

STEP 5

광고 게재 / 정산
(NBT와 진행)

STEP 1

광고 문의 및
부킹 요청

(NBT 채널 연결)

Q. 이번 주 미션 광고 단가 및 집행 가이드

광고 단가 및 최소 집행 가이드

• 광고 상품별 단가 및 최소 집행 기준은 NBT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NBT 채널 컨택포인트 : sales@nbt.com

• 광고 상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NBT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광고 집행 프로세스

이번 주 미션 집행 시 참고사항

mailto:sales@nbt.com


감사합니다
문의: 이루다 마케팅

biz_ch@e-ruda.co.kr

mailto:adsbiz.team@toss.im
https://www.e-ruda.net/?utm_source=ownedmedia&utm_medium=homepage&utm_campaign=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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