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워크 Media Kit

『Display AD』



About cashwalk

캐시워크는 국내최초의 건강관리 잠금화면(LockScreen) 서비스 제공,

설립 1년만에 국내 대표 헬스케어 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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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만보기형 잠금화면 앱

포인트 적립을 통한 동기부여

적립포인트를 통한 실질적 혜택제공

국내 No.1 헬스케어 앱



About cashwalk

리워드 앱 중 1위
“광고 중심에서 만보기/퀴즈 등으로 다변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포인트 등을 나눠주는 이른바 ‘리워드 앱’ 시장에서 캐시워크가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5월 10일 랭키닷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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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혜택

재미

건강MAU*

[월 평균 사용자 수]

3,000,000 +

DAU*

[일 평균 사용자 수]

2,000,000 +

* Source : 2019년 08월, 캐시워크 내부데이터

About cashwalk

캐시워크는 매월 3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대표 헬스케어 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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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

[월 평균 사용자 수]

DAU*

[일 평균 사용자 수]



About cashwalk

캐시워크는 실 구매로 이어지는 주요 연령 층인

20-40대 이상 유저의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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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Profile(전체사용자)
모바일 광고 소비에 적극적인 20대 이상 사용자 비율 74.9% 

10대
25.1%

20대
11.6%

30대
21.8%

40대
26.0%

50대+
15.5%

64%

36%

여성 남성

* Source : 2019년 08월, WISEAPP

66%

35%

여성 남성

User Profile(충성사용자)
모바일 광고 소비에 적극적인 20대 이상 사용자 비율 78.2% 

충성사용자 : 해당 앱 사용자 전체의 평균 사용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한 사람의 지표

10대
21.8%

20대
11.6%

30대
19.2%

40대
28.2%

50대+
19.2%



About cashwalk

사용비율 사용일수 사용시간

캐시워크(cashwalk) 사용자의 Loyalty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Source : 2019년 08월, WIS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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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설치자중
사용비율

카카오톡 KakaoTalk 97.6%

캐시워크 94.2%

네이버 - NAVER 93.0%

YouTube 85.8%

페이스북 69.1%

App
(월 기준) 1인당
평균 사용일수

카카오톡 KakaoTalk 23.4

캐시워크 22.5

네이버 - NAVER 17.6

YouTube 15.6

Facebook 14.2

App
(월 기준) 1인당

평균 사용시간(분) 

YouTube 1,391.1

캐시워크 662.0

카카오톡 KakaoTalk 602.7

네이버 - NAVER 579.2

Facebook 475.4



캐시워크 AD Product

(AOS/iOS)



만보기메인(iOS)

cashwalk DA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광고 노출,

앱 이용에 따른 혜택과 동기부여를 위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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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화면(AOS)



[ Display AD 상세 ]

잠금화면/메인 보물상자 스퀘어 배너

월 PV

AD Creative

OS

Price

Avg CTR

월 58,000,000 PV

이미지(600x500, 150kb미만)

AOS / iOS

CPC 100원 → 40원
CPM 3,000원 → 1,200원

3.0%

‘잠금화면/메인 보물상자 탭시 노출’

cashwalk DA_상세

- 6 -



- 7 -

cashwalk DA_상세 프로세스 안내

Display AD 상세 프로세스(CPC/CPM)

잠금화면(AOS) / 만보기 메인(iOS) 노출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랜딩 페이지 설정

잠금화면/메인 보물상자 스퀘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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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walk DA_광고 상품 요약

구분 CTR 공시 단가(\) 비고

보물상자 스퀘어 배너 3.00%

CPM 3,000 → CPM 1,200

공시단가 60% 할인
2019.10.31까지

CPC 100 → CPC 40

캐시워크 광고 상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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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집행금액

위약금정책
(중간정산)

광고 소재 형식

500만원(VAT별도) / 월

별도의 위약금 정책 없음. 
(단,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해당 서비스는 정산대상에 포함됨 : 부킹 광고비 이내)

이미지 소재 집행 가능(O)
동영상 소재 집행 불가(X)

소재전달 시점 캠페인 라이브 일자 기준 3일전 전달

소재교체 횟수
1일 1회

(당일 교체 건 : 12시 이전 소재 전달 필수, 12시 이후 요청 건 익일 오전 교체)  

cashwalk DA_광고집행 가이드



APPENDIX
소재제작 가이드



꼭! 확인해주세요!!

▶ 광고 이미지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파일 형식(jpg)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이미지의 배경은 단색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선정적/음란한 이미지 및 문구는 진행 불가합니다.

▶ 혐오/공포스러운 이미지는 진행 불가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는 진행 불가 합니다.

▶ 광고 이미지와 무관한 문구의 사용, 비속어, 은어, 욕설 등의 불쾌감을 주는

문구는 사용 불가 합니다.

▶ 이미지 해상도 및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복잡하고 과도한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 혹은 텍스트는 사용 불가 합니다.

▶ 이미지 전체에 대한 외곽선 처리, 배경내 그라데이션, 복잡한 패턴의 사용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cashwalk DA_소재제작 가이드



보물상자 스퀘어 배너

600x500소재 크기

파일 형식 JPG (150kb 미만)

600 px

500 px

cashwalk DA_소재제작 가이드



Thank You!

문의

ads@cashwalk.io

mailto:ads@cashwalk.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