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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소개

kakao TV

팟플레이어

카카오TV는 PC와 모바일 웹의 채널, 카카오TV Live 앱,   
팟플레이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VOD, 생중계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V

PC web / Mobile web

PC

App



501 서비스 소개

게임, 뷰티, 취미 등 다양한 관심사별 해쉬태그로 유명 PD의 채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카카오TV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카오TV - 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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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V의 콘텐츠는 카카오톡, 다음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도 전면 노출됩니다. 
대표 PD와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카카오톡으로 VOD, 생중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 - 주요 게이트웨이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02 상품 소개

카카오TV 콘텐츠가 있는 모든 곳에서 카카오 비디오애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 (예: SMR 콘텐츠, 별도 스폰서십으로 구성된 콘텐츠 등) 및 광고를 OFF한 채널, 일부 하위 단말에는 카카오 비디오애드가 미 노출됩니다.

카카오 비디오애드

팟플레이어

카카오 TV (PC web)

카카오 TV (Mobile web) 
카카오 TV LIVE (App)  카카오톡 플친 메세지 화면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02 상품 소개

프리롤
카카오TV PC웹, 팟플레이어 접속 시 VOD/생중계 콘텐츠 재생 전에 노출되는 비디오애드 상품입니다. 
Daum PC 서비스 및 PC 외부 페이지로 공유된  카카오TV VOD/생중계 콘텐츠에서도 프리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 영역 클릭 시 광고주 랜딩페이지로 이동 skip 버튼 클릭 시 본영상으로 이동

광고시작 5초 후 skip 버튼 활성화

광고 5 skip

1초 2초 3초 4초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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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프리롤
카카오TV 모바일 웹 VOD/생중계, 카카오TV LIVE앱의 생중계 콘텐츠 재생 전에 노출되는 비디오애드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내 채팅방이나 플러스친구 피드에서 재생되는 카카오TV 콘텐츠에서도 모바일 프리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영역 클릭 시 광고주 랜딩페이지로 이동 skip 버튼 클릭 시 본영상으로 이동

광고시작 5초 후 skip 버튼 활성화1초 2초 3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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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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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비디오애드 요약

상품명 프리롤 모바일 프리롤

단가

• 일반형 CPM 7,200원  

• 프리미엄형 CPM 8,640원 
※ 프로파일 타겟팅 가능 (5% 할증)

• 일반형 CPM 7,200원 

• 프리미엄형 CPM 8,640원 
※ 프로파일 타겟팅 가능 (5% 할증)

영상초수
• 일반형 : 30초 이하 

• 프리미엄형 : 30초 초과 ~ 무제한

• 일반형 : 30초 이하 

• 프리미엄형 : 30초 초과 ~ 1분 이하

노출범위

• 카카오TV PC웹 (VOD / 생중계) 

• 팟플레이어 (VOD / 생중계) 

     Daum PC, PC 외부로 공유된 카카오TV 콘텐츠에서도 노출 가능

• 카카오TV 모바일웹 (VOD / 생중계) 

• 카카오TV LIVE앱 (생중계) 

    카카오톡 (채팅방/플러스친구 피드 등)에서도 노출 가능

구현 가이드
광고 영상 재생 5초 후, Skip 버튼 활성화 
영상 전체 영역 클릭 시 광고주 랜딩페이지로 이동 

광고 영상 재생 5초 후, Skip 버튼 활성화  
더보기 영역 클릭 시 광고주 랜딩페이지로 이동



제작에 앞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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