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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는?

헬스케어 1위
* 플레이스토어기준

앱테크수익창출
100걸음걸으면 1캐시지급

퀴즈정답시캐시지급

1일유저트래픽
1억 3천이상

잠금화면 PV기준
2020년 12월 WISEAPP기준

1,000만명이사용하는대한민국 1등헬스케어앱

a.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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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 현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1. 캐시워크 소개

1일트래픽 1.3억이상

330만 사용자가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는 헬스케어 1위

리워드앱사용시간 1위
헬스케어 앱 부동의 1위

사용패턴

(잠금화면 PV기준)

2020년 12월 WISEAPP기준



a. 돈버는퀴즈 소개

b. 돈버는퀴즈 현황

c. 사용자 Flow

d. 노출 지면

e. 상품 구성

2. 돈버는퀴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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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이면 사라지는 실시간 검색어는 금세 잊혀집니다. [이벤트-할인] 필터로 대규모 유입 효과도 사라졌습니다. 

돈버는퀴즈는 자체 대규모 인원을 제품 페이지로 직접 보내어, 사용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퀴즈 형식으로 제품을 기억, 구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광고 상품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330만 사용자가 확실히
기억하게 만드는 퀴즈, 돈버는퀴즈!

a. 돈버는퀴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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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돈버는퀴즈 현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2. 돈버는퀴즈 소개

(2020.12 캐시워크 내부 조사자료 기준)

<돈버는퀴즈>를 찾으시는 광고주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35.8%
뷰티27.9%

라이프
스타일
8.2%

패션
7.1%

교육
5.1%

엔터
2%

건강,뷰티,라이프스타일,패션,교육 등 다양한 광고주 집행 이력

“일단부킹부터잡으세요 !” 한눈에보는카테고리커버



● 수백만 사용자 잠금화면에 로고가 직접 노출되며, 공지사항 팝업, 메인화면 메뉴 등 다양한 경로로 촘촘하게 유도합니다.

● 정답 입력 후 광고주 페이지로 재랜딩하여 구매를 유도합니다.

c. 사용자 FLOW

1

잠금화면에로고상자노출

2

광고주퀴즈노출

3

광고주페이지랜딩

4

정답입력후리워드획득

5

광고주페이지재랜딩

캐시를주는보물상자에퀴

즈노출되어흥미유발

퀴즈내용확인후광고주페이지

직접방문하여정답확인

리워드획득후광고주페이지재

랜딩해구매유도

상자를놓치더라도공지사항, 퀴

즈메뉴통해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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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화면 보물상자(1시간 노출)

● 공지사항 팝업(퀴즈 당일까지 노출)

● 돈버는퀴즈 리스트, 캐시워크 피드(종료 후에도 지속 노출)

● 캐시닥 APP 연동

d. 노출 지면

잠금화면 돈버는퀴즈리스트 캐시워크피드 공지사항팝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2. 돈버는퀴즈 소개

캐시닥



e. 상품 구성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2. 돈버는퀴즈 소개

※ 대행사 수수료 20%, 부가세 별도

퀴즈 참여자

월~목 금,토

정상가 할인가 정상가 할인가

30만명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프리미엄형
- 진행 시간 : 2일 ~ 3일

- 퀴즈 보장 참여자 수 : 45만명

일반형
- 진행 시간 : 4시간 ~ 6시간

- 퀴즈 보장 참여자 수 : 30만명

[돈버는퀴즈상세안내]

1) 퀴즈 부킹 : 부킹판 확인 후 월요일~토요일 10시~20시 중 1시간을 선택하여 부킹합니다.    (ex. 월요일 11시부킹 시 단가 800만원으로 진행.)

2) 퀴즈 진행 : 퀴즈는 라이브 시간에 맞춰 참여자 수가 모두 찰 때 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수 보장 상품으로 진행 시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일반형/프리미엄 차이

일반형/프리미엄형 상품은 보장 퀴즈 참여자 수가 상이함에 따라 퀴즈 진행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출 지면 및 진행 프로세스는 두 상품 모두 동일합니다.

(**평균적인 퀴즈 진행 시간은 일반형 4~6시간,프리미엄형 2일~3일정도 이며,상황 및 상품에 따라 광고 진행 시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대행사 수수료 20%, 부가세 별도

1월의 할인 프로모션

퀴즈 참여자

월~토

정상가 할인가

45만명 1,200만원 1,000만원



※ 대행사 수수료 20%, 부가세 별도

퀴즈 참여자 수 월 - 토

15만명 350만원

라이브형
- 라이브 방송에 유저 유입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상품입니다.

- 퀴즈 진행 프로세스는 돈버는퀴즈 상품과 동일하며, 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특성에 맞게

약 1시간~2시간 정도 퀴즈가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캠페인에 따라 진행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확보 목적으로만 집행 가능한 상품 입니다.

f. 상품 구성



패키지형
- 돈버는퀴즈와 스퀘어배너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광고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 상품입니다.

5-3. 상품 구성 및 단가표

※ 대행사 수수료 20%, 부가세 별도



a. 집행 절차

b. 소재 제작 가이드
3.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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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행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집행 가이드 & 질문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7일 전

서버 세팅 확인

이미지 소재 전달

퀴즈 질문 및
랜딩 페이지 전달

퀴즈 체크리스트 전달

2일 전

소재 검수 및 세팅 완
료

서버 세팅 재확인

부킹

광고 게재 신청

1일 전

체크리스트 재점검

시스템 등록 완료
(변경 불가)

집행 당일

모니터링 및 경과 보고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3. 어떻게 진행되나요?



b. 소재 제작 가이드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소재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 퀴즈 필수 사항 : 퀴즈 문제 마지막 부분에 정답 초성 힌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캐시워치 OOO반값! OOO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초성힌트:ㅇㄴㅁ) 정답 : 오늘만)

필요소재

잠금화면 보물상자

퀴즈 페이지 메인 이미지

공지사항 이미지

캐시워크 피드 프로모션 배
너

돈버는퀴즈 피드 로고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3. 어떻게 진행되나요?



4.어떤 효과가 있나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

a. 폭발적인 유입

b. 단기간 매출 증대

c. 바이럴 효과



정답 입력하기

26만명
퀴즈참여

●쇼핑몰 방문자 수 33만명

●신규방문자 수 920% 상승

●PV 5,852% 상승

●일 매출 4,903% 상승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데이터 기준

*테스트 집행으로 1.2 구좌 집행함

●쇼핑몰 방문자 수 35만명

●신규방문자 수 618% 상승

●PV 1,527% 상승

●일 매출 1,716% 상승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데이터 기준

*테스트 집행으로 1.2 구좌 집행함

26만명
퀴즈참여

실제자사사례 1 실제자사사례 2

a. 폭발적인 유입

● 계정 및 기기 판별을 통해 중복 참여가 불가능. 퀴즈 참여자들은 모두 유효한 사이트 유입자(UV)

● 일반형 30만, 프리미엄형 45만 이상으로 폭발적인 유입

(실제 유입 인원 수는 요금제와 참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4.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자사 사례 기준 일 매출 증대 확인

● ROAS 300% 이상 사례 다수

● 퀴즈 리스트 지속 노출로 종료 후에도 매출 발생

(실제 매출 성과는 할인율, 품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b. 단기간 매출 증대

정답 입력하기

26만명
퀴즈참여

●쇼핑몰방문자수 33만명

●신규방문자수 920% 상승

●PV 5,852% 상승

●일매출 4,903% 상승

*네이버스마트스토어데이터기준

●쇼핑몰방문자수 35만명

●신규방문자수 618% 상승

●PV 1,527% 상승

●일매출 1,716% 상승

*네이버스마트스토어데이터기준

26만명
퀴즈참여

실제자사사례 1 실제자사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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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바이럴 효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상품소개서4. 어떤 효과가 있나요?



AS YOUR PARTNER
광고 진행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 광고팀

광고 문의 ads@cashwalk.io

대표 전화 070.4365.4291

팩스 번호 070.8677.7754

*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 비밀로써 보호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