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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의 새로운 퀴즈광고상품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광고상품소개서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되어 1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모바일 앱(APP) 월간 총 사용시간 순 (와이즈앱 2019년 11월)

순위 서비스명 총 사용시간(억 분) 총 실행횟수(억 회)

1 YouTube 108.7 13.7

2 카카오톡 53.7 198.1

3 네이버 36.5 38.5

4 페이스북 9.9 11.8

5 다음 8.2 3.7

6 인스타그램 6.4 7.6

7 카카오페이지 5.2 7.5

8 네이버웹툰 4.8 7.9

9 네이버카페 4.3 17.7

10 캐시워크 4.3 9.4

11 밴드 3.7 14.3

12 트위터 3.4 20.5

84 캐시슬라이드 0.5 1.6

107 OK캐쉬백 0.4 2.3

152 토스 0.3 1.7

• 캐시워크 전체 사용자 중 30대 이상 비율 63%
• 캐시워크 전체 사용자 중 25-45세 여성비율 41%

네이버 실검이 광고판으로 변했다는 비판과 함께 2019년 11월 28일부터 네이버 실검에 리요(RIYO: Rank It 
Your Self)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검색어 퀴즈는 [이벤트 할인]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
다. 즉, 기존의 퀴즈 검색어 실시간 검색 노출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네이버의 [이벤트-할인] 검색어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퀴즈 광고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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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만 명 잠금화면에 바로 노출

잠금화면에 직접 퀴즈가 노출되어 수 십 만 명이 퀴즈에 참여합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잠금화면에 나의 브랜드 로고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실검보다 실속있는 상세페이지 랜딩

유저가 검색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광고주의 상세페이지로 랜딩 되어 퀴즈 정답을 찾게 됩니다. 기존 
검색어 퀴즈의 경우 중간에 인터넷 뉴스들에 의한 검색어 트래픽 낚시질로 상세페이지를 방문하지 않
고 인터넷 뉴스 퀴즈 관련 기사를 보고 퀴즈 정답만 맞추는 비율이 총 트래픽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캐시워크 자체 데이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상세페이지로 바로 랜딩을 시키고, 퀴즈 정답 입력 후 또 한 차례 더 랜딩을 시
킵니다.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저렴해진 가격, 만족스러운 리워드

기존 검색어 퀴즈의 과도하게 높았던 광고 단가를 낮추었고, 최소 집행 가능 금액을 대폭 낮추
었습니다. 요일,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금액으로, 광고 예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캐시를 퀴즈 참여자에게 리워드로 돌려주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커머스 상위노출 유도

커머스(예, NAVER 스마트스토어) 상위 노출을 원할 경우 직접 커머스 상세페이지로 랜딩시켜서 상세
페이지를 읽고 구매를 하고 후기를 남기게 하여 커머스의 상위노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NAVER 스마트스토어로 유도 시 기존 평균 판매율 대비 평균 2,700% 정도 판매가 증가하였고, 
퀴즈 이벤트 종료후에도 상위노출이 유지되어 지속적인 판매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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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차별점 4가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