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검색광고
Search AD+

오직 광고주님의 업체만 노출할 수 있는

HEEIL COMMUNICATION

본 문서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Search 브랜드 검색광고

통합검색 페이지 상단 영역에 광고주가 구매한 브랜드 키워드에 대해 브랜드

광고 단독 노출 / 광고 노출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90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가능한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최근 30일 조회수)에 따라 책정됨

특징

브랜드검색광고란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컨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

네이버 50만원 / 카카오 47만원

최소 광고비



브랜드에 대한 공식업체 및 공식 홈페이지가 미확실하여 유저들에게

공식페이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우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직관적 노출이 가능하며

공식홈페이지로 바로 유입될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적용 후브랜드 검색광고 적용 전

브랜드 검색광고 왜 해야 하나요?



브랜드 검색광고 왜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자사명 검색시 노출되는 브

랜드검색은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업

체로 인지하게 되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상승

Point 1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유저들에게 어떤 업체가 공식업체인

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브랜드

검색 집행을 하게 되면 공식홈페이지

상단 노출을 통해 잠재고객 우선확보

및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매우위 확보

Point 2

검색 및 쇼핑광고 등 기존 온라인광고

를 집행하고 있는 업체는 자사명에 대

한 브랜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효과가 있어 집

행 전 방문수보다 평균 20% 정도 상

승된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효과 상승

Point 3



브랜드 검색광고가 필요한 업체는?

자체 상품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제조사 검색 QC가 낮아도 고관여, 고가의 제품 업체의 신뢰가 선택에 중요한 경우 경쟁사가 많은 커머스 업종



A.    브랜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한 사용자에게 브랜드의 정확한 메시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결과 상단에 사이트가 없는 광고주인

경우 브랜드 검색 집행시 CTR 70%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효율과 브랜딩 효과 측면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브랜드 검색을 진행해야 하는 광고는 비즈니스

초기 진입 업체입니다.

Q.   앞선 업체들은 어느정도 인지가 있는 업체라

브랜드 검색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비즈니스 초기 업체라 낮은 인지도 및 낮은

QC인데도 브랜드 검색을 해야 할까요?

유저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오가닉에 의지하여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브랜드 사이트로의 유입 효과 증대의 한계가 있어

검색 사용자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가 필요한 업체는?

브랜드 검색광고 적용 후브랜드 검색광고 적용 전



운영전략
Search AD+

브랜드 검색광고

브랜드 검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되는지

희일 커뮤니케이션만의 전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고객 탐색 여정과 브랜드검색의 역할

대부분의 사용자는 즉시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구매를 유보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다시 탐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 검색은 사용자에게 브랜드의 최신정보를 상단에 노출해주면서 스토어의 방문을 유도하는 브랜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문 루트 제공도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브랜드 검색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희일커뮤니케이션만의 전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통해 상품 및

브랜드를 노출합니다

인지 + 관심

ex) 검색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그 외 다양한 광고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이 정보를

얻기 위해 자사명을 검색합니다

검색

ex) 브랜드검색

브랜드검색에 연결된 랜딩을 통해

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매 + 재방문

ex) 홈페이지 / 스마트스토어

/ 이벤트랜딩



브랜드 검색은 상황 또는 마케팅 목적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검색 상품 운영 전략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마케팅을 시작하는 경우

브랜드 / 상품이 어느정도 알려진 경우

다양한 유통채널로 판매 확장하는 경우

상황

브랜드검색 선 효과 누리기

세부 브랜드 키워드의 활용

브랜드검색 노출 영역 활용

브랜드검색 운영 전략

소재 운영 전략



브랜드검색의 이벤트 노출만으로도 직/간접적 탐색 유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희일에서는 브랜드 소재, 주목도 높은 문구제작,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합니다. 10개 브랜드 집행 전후 동일 기간 데이터

분석 비교결과 상세 키워드에서 33%, 검색 브랜드 리뷰 콘텐츠에서 40%

더 소비하였습니다.

출처: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데이터 비교 분석

브랜드검색 소재는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대한 이벤트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소재를 등록하여 각 이벤트에 맞는

운영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합니다.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로운

소재의 ON/OFF로 롤링 집행 후 성과가 높은 것만 ON하는 등 비교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1. 소재전략

이벤트별 운영요일별 운영시간대별 운영

브랜드검색 소재 제작 지원은

희일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효율에 따라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

자유자재 소재 ON/OFF 

기간, 시간/요일별로

타게팅 설정

최적의 소재 노출 기능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1. 소재전략 예시



미리 조회수가 올라가기 전에 브랜드 검색을 최대치까지 구매를 해두어

가장 저렴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며 검수까지 미리 진행해두어 마케팅

일정에 맞춰 정확한 일자에 라이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랜드검색 구매 방식의 활용

선불로 구매하는 상품으로 선불 구매 이후 노출, 클릭수에 따라 과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구매하게 되면 가장 저렴한 형태로 구매하도록 합니다

브랜드검색 구매 시점의 활용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2. 운영전략

낮은
클릭수

낮은
노출수

낮은
비용+ + 사전구매완료 노출

마케팅 시작 시점

최대 90일까지 계약 가능

브랜드 검색은

계약 60일 전에 구매가능

본격적인 마케팅 시작 전,

낮은 키워드 조회 수를 이용하여

브랜드 검색 광고 계약

낮은 조회수로 구매한 브랜드검색은

계약기간동안 노출 / 클릭이 많더라도

추가과금 없이 집행 가능

저렴한 브랜드검색광고 구매 가능



기존 계약

키워드 조회수(30일)

희일사과 5,000

희일사과기획전 4,000

희일사과잼 1,000

희일사과즙 500

신규 계약

키워드 조회수(30일)

희일사과 5,000

희일사과기획전 4,000

희일사과잼 1,000

희일사과즙 500

희일동결사과 300

희일동결사과칩 100

조회수가 높으면서 신규 계약과 관련 없는 (이벤트가 종료된)

키워드의 경우는 계약 키워드에서 삭제하여 조회수를 조절하여

브랜드 검색 단가를 낮추도록 합니다

시즌성을 갖추거나 외부이슈가 있는 경우

향후 조회수를 감안하여 미리 구매하도록 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3. 키워드전략

시즌성, 외부이슈 등에 따라 이미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가 아닌 향후 조회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를 적극 활용합니다.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누기보다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4. 링크전략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 랜딩을 소재별, 텍스트별로 분리! 정확한 랜딩 페이지로 유입되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브랜드 검색의 전제조건은 사용자들이

해당 브랜들을 검색해야 하는 행위!

즉, 사용자의 검색활동에서 브랜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Attention & Interest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운영전략 PART5. 미디어믹스전략

자사명을 인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체믹스를

통해 유입의 경로를 확장운영합니다

온라인 광고의 매체별 다양성 없이 only 브랜드검색광고만

집행할 경우,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검색 및 클릭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우리의 상품 및

브랜드를 노출 합니다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이 정보를

얻기 위해 자사명을 검색합니다

검색광고

디스플레이광고

그 외 다양한 광고

브랜드광고

인지 + 관심 검색



브랜드 검색은 키워드 조회량에 따라 가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NAVER 단가표 확인하기 KAKAO 단가표 확인하기

내 브랜드 인지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브랜드 인지도는 자사명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월간 검색량은 최소 1,000회 이상 조회시에 브랜드 검색에 대한 효율X가치가 있다 판단되며, 검색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https://saedu.naver.com/adbiz/searchad/brandSearch.nhn
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ad/searchad/brandsearchad?x-content-disposition=inline


네이버브랜드검색
Search AD+

검색상품유형

상품은 총 14가지의 유형이며 광고 그룹 및 상품 유형,

노출 매체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광고 할 수 있습니다.



MOBILE

라이트형

일반(50만원)

썸네일(70만원)

리스팅(78만원)

프리미엄형

와이드이미지(520만원)

스토리(610만원)

오토플레이(670만원)

동영상(790만원)

브랜드추천형

와이드이미지(680만원)

스토리(790만원)

오토플레이(870만원)

동영상형(103만원)

브랜드존

라이트형(70만원)

프리미엄(680만원)

PC

라이트형 일반(50만원)

프리미엄형

일반(440만원)

갤러리(480만원)

동영상메뉴(530만원)

동영상슬로건(530만원)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광고 그룹 및 상품 유형, 노출 매체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광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옆에 기재된 금액은 30일 기준 최저단가 VAT미포함 이며 브랜드 검색은 검색율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BEST!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상품은 PC 라이트형 일반 / MOBILE 라이트형 썸네일 입니다

PC MOBILE

PC 검색 영역으로 노출되며 메인 이미지와 썸네일 등 다양한 이미지와텍스트를 등록할수있으며세부 페이

지로연결 URL을 설정할 수있습니다.

PC 라이트형 일반 기준 조회수 0~ 8,000회 50만원(VAT별도)

모바일검색영역으로 노출되며모바일 라이트형일반이미지좌측

스타일하단에 썸네일이미지등록이가능합니다.

MOBILE 라이트형 썸네일 기준 조회수 0~ 8,000회 60만원(VAT별도)

MOBILE 라이트형 일반 기준 조회수 0~8,000회 50만원(VAT별도)

브랜드의 최신소식을

돋보이게 전달하는 신규요소

브랜드 소식이 추가 되었습니

다.



메인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바탕 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장의 이미지를 갤러리처럼 노출 가능하며 자동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영상영역이 전면으로 강조된 상품으로 우측에 다양한

메뉴를 노출하여 마이크로 사이트처럼 활용 가능합니다

상단에 브랜드 슬로건을 함께 노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PC 프리미엄형

프리미엄 일반형 프리미엄 갤러리

프리미엄 동영상 메뉴

프리미엄 동영상 슬로건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MOBILE 라이트형

일반-이미지 썸네일 리스팅

모바일검색영역으로 노출되며메인이미지와 텍스트, 하단메뉴를

등록할수있으며 세부페이지로연결 URL을 설정할수있습니다. 

플리킹을통해 추가로썸네일이미지를 노출할수있습니다.

모바일검색영역으로 노출되며모바일 라이트형일반이미

지좌측스타일 하단에썸네일이미지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검색영역으로 노출되며라이트형에서 보다

풍부한광고정보가 노출가능합니다.

리스팅유형은다음 3가지 UI 구성중에선택이 가

능합니다.

브랜드소식 말머리 종류 : 새소식 / 핫인 / 핫딜 / 이벤트 / 기획전 중 택1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MOBILE 프리미엄형

와이드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

모바일검색영역으로 노출되며좌우로 넓은상단메

인이미지가 좌측으로슬라이딩되면서 버튼이서서

히노출됩니다. 하단썸네일이미지 3개는 고정노출

됩니다

3개의브랜딩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 > 이

미지 > 이미지' 순으로자동 전환노출또는 2

개의브랜딩이미지와 1개의짧은동영상으로

'이미지 > 동영상 > 이미지' 순으로 자동전환

노출시킬수있습니다. 하단썸네일이미지 3개

는고정노출됩니다.

브랜드슬로건과 4~6초자동재생영상을 동

시에노출시켜 브랜드전달력을향상시킨 모바

일프리미엄형 상품입니다. 4~6초자동재생

영상화면을클릭 시, 원본동영상을브랜딩 영

역에노출할수있습니다. 하단썸네일이미지

3개는고정노출됩니다.

상단브랜딩배너와 Full 동영상이결합된 형태

로노출시, 영상이 자동재생되는유형입니다. 

하단썸네일이미지 3개는고정노출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MOBILE 브랜드추천형

와이드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

브랜드추천 유형은 4개의프리미엄형 템플릿하단에 '브랜드추천 상품'요소가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상단에는브랜딩 메시지,하단에는 브랜드의주요상품을노출하여 검색이용자의브랜드에 대한관심을구매로 연결시킬수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브랜드패키지 가입 후 브랜드스토어를 운영하는 브랜드에게만 제공되며 통합검색 최상단에

브랜딩 크리에이티브와 스토어 정보가 동시에 노출 됩니다. 브랜딩 크리에이티브는 모든 키워드에 동일하게

노출되며, 하단 스토어 정보는 사용자의 검색어에 따라 적합한 검색결과가 노출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MOBILE 브랜드존 (라이트형 / 프리미엄형)

프리미엄형

브랜딩영역

구매한 모든 키워드에 동일한 브랜딩 노출

브랜드스토어 기본정보 반영/찜유도

검색어와 연관된 브랜드스토어 상품

검색어에 따라 적절한 상품정보를 제공

상품 노출 순서는 광고주가 소재 등록 시 택한

정렬 순서 (베스트/신상품)에 따름

브랜드스토어 홈 바로가기

라이트형



카카오브랜드검색
Search AD+

검색상품유형

상품은 총 13가지의 유형이며 광고 그룹 및 상품 유형,

노출 매체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광고 할 수 있습니다.



MOBILE

라이트(72만원)

일반(72만원)

관공서, 시/도(198만원)

관공서, 군/구(99만원)

오토플레이(135만원)

오토플레이(135만원)

관공서, 시/도(198만원)

관공서, 군/구(99만원)

PC

베이직형(42만원)

일반(42만원)

관공서, 시/도(198만원)

관공서, 군/구(99만원)

프리미엄동영상(321만원)

동영상배너(321만원)

관공서, 시/도(198만원)

관공서, 시/도(99만원)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상품은 광고 그룹 및 상품 유형, 노출 매체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광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옆에 기재된 금액은 30일 기준 최저단가 VAT미포함 이며 브랜드 검색은 검색율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 기존에는 30일단위로고정된구매를 해야 했지만이제는최소 10일 ~ 최대 90일사이에서유연한상품 구매가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BEST!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상품은 PC 베이직형 / MOBILE 라이트형 썸네일 입니다

PC MOBILE

PC 베이직형 일반 기준 조회수 0~ 8,000회 42만원(VAT별도) MOBILE 라이트형 일반 기준 조회수 0~ 8,000회 72만원(VAT별도)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PC 프리미엄형

베이직형 프리미엄 동영상배너형

이미지와텍스트위주의소재제작이용이한형태로서, 브랜드메시지를간결하게전달가능

합니다.

브랜드동영상과이미지폰트등을사용하여브랜드아이덴티티를강조할수있는상품으로,

하단의배너를활용해주요이벤트고지가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상품유형

MOBILE

라이트형 오토플레이형

심플한이미지와텍스트로구성되어소재

제작이용이하며간결하게브랜딩가능한

상품입니다.

브랜드동영상을 5초동안오토플레이하

여메시지전달력을높인상품입니다.



브랜드 검색의 경우 최소 10일전의뢰를 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광고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일소요 최대 7일소요

광고의뢰 방향논의
광고기획
및

배너제작
광고세팅 광고비충전

브랜드
광고검수

라이브 결과보고

광고진행 프로세스



브랜드 검색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Q.

브랜드 검색광고는 회사명, 브랜드명, 사이트명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키워드

에 대한 인지도, 공신력이 있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검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만 가능하

므로 희일커뮤니케이션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키

워드에 대한 집행 유무를 확인하여 안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자체제작 상품이 아니라도 광고 집행이
가능한가요?

Q.

상품명을 키워드로 집행하실 수는 없지만

브랜드명 (스토어명) 또는 확장키워드는 검토 요

청이 가능합니다. 

예) 브랜드명 + 상품명

브랜드명 + 행사/이벤트/슬로건

브랜드명 + … 

브랜드검색 집행 중 취소가 가능한가요?Q.

노출을 원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 집행 중단이 가

능합니다. 특정 키워드에서만 노출하고 싶지 않

으시면 브랜드검색 광고 그룹에서 해당 키워드

를 삭제처리면 됩니다. (선불구매상품으로 미노

출하여 삭제한 키워드가 광고비 환급은 되지 않

습니다)

전체 계약 취소는 취소요청한 날 익일부터 브랜

드검색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시 최소 과금액 규정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디자인은 지원이 되나요?Q.

집행하시는 브랜드 검색의 이미지 제작은 희일

커뮤니케이션 무료 지원이 되며, 광고주님은 원

하시는 문구, 컨셉에 대한 부분만 담당 마케터분

과 논의해주시면 됩니다. 

업체별 전담 마케터가 1:1로 광고주 응대 및 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만족도 높은 광고를 진행합니다. 



광고비 10원도 소중히 생각하는
희일커뮤니케이션

대표번호 070-7600-0007

E-MAIL heeil@heeil.com

서울센터 070-4762-0891

카카오톡채널 @희일커뮤니케이션

Home http://heeil.com

서울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5길 69 2층 희일커뮤니케이션

온라인광고 공식광고대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