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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소개

솔루션 소개 ㅣ 자동입찰 솔루션 ㅣ 통계 ㅣ 키워드 대량견적

ㅣ 솔루션 소개
[솔루션 명]
 DMP A-Bidding (에이비딩)
[솔루션 지원 기능]
 키워드 검색광고 자동입찰 (매체 API 연동)
- 네이버 : PC영역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Mobile 파워링크, 파워링크 더보기

- 다음 : 프리미엄링크, 와이드링크
- 해당 영역의 키워드 광고를 목표 순위에 맞춰 입찰가를 자동으로
비딩해주는 기능입니다.
 쇼핑 검색광고 자동입찰 (매체 API 연동)
: PC/Mobile 네이버 쇼핑 광고
- 해당 영역의 쇼핑 광고를 목표 순위에 맞춰 입찰가를 자동으로
비딩해주는 기능입니다.
 통계(키워드 순위별 입찰가 / 경쟁사 순위 조회)
: 조회 키워드의 순위별 평균 입찰가와 키워드 별 광고주들의 시간대별 순위를

확인하는 페이지
- 특정 기간/시간대/광고영역 별 입찰가 조회가 가능해 검색광고 운영계획과
경쟁사 순위전략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키워드 대량 견적 추출 (매체 API 연동)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입찰순위 및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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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솔루션 소개
[가격 정책_키워드 광고]
1)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 오토비딩 서비스 이용료 (1개월 기준)
상품

모니터링 간격

공시 단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율
(VAT별도)

프리미엄

5~10 분

6,000 원

5,000 원

17%

베이직

20~30 분

1,500 원

1,000 원

33%

라이트

60~90 분

600 원

400 원

33%

※ 위 표의 가격은 개당 기준이며 10개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Ex) 키워드_프리미엄 14개 사용 시 프리미엄 상품 20개(100,000원) 구매 가능

2) 다음 클릭스 오토비딩 서비스 이용료 (1개월 기준)
a) 가격정책

b) 상품별 소진쿼리

상품

운영 가능 키워드 수

공시 단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율
(VAT별도)

5000쿼리

500~5000 개 키워드

100,000 원

80,000 원

20%

10000쿼리

1000~10000 개 키워드

200,000 원

160,000 원

20%

상품명

입찰주기

소진쿼리

유니크

3분

10 쿼리

프리미엄

5분

6 쿼리

베이직

10 분

3 쿼리

라이트

30 분

1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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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솔루션 소개

[가격 정책_쇼핑 광고]
1) 네이버 쇼핑 검색광고 오토비딩 서비스 이용료 (1개월 기준)

상품

모니터링 간격

공시 단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가
(VAT별도)

제휴 대행사 할인율
(VAT별도)

유니크

3~5 분

6,000 원

5,000 원

17 %

프리미엄

5~10 분

3,000 원

2,500 원

17 %

베이직

20~30 분

1,500 원

1,000 원

33 %

라이트

60~90 분

600 원

400 원

33 %

※ 가격 단위 / 구매 단위 : 1개 / 10개
Ex) 쇼핑_프리미엄 38개 사용 시 프리미엄 상품 40개(100,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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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솔루션 소개
[가격 정책 _ 통계, 키워드 대량 견적]
1) 통계(키워드 입찰가, 경쟁사 순위조회) 서비스 이용료
: 월 100,000원 (VAT 별도)
※ 조회 키워드 수의 제한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2) 네이버 키워드 대량 견적 서비스 이용료 (1개월 기준)
견적 키워드 수

기본가

자동입찰 사용자

추가 20% 할인
(50만원 이상 사용)

추가 40% 할인
(100만원 이상 사용)

10,000개

20,000 원

무료

무료

무료

50,000개

80,000 원

50,000 원

40,000 원

30,000 원

100,000개

150,000 원

80,000 원

64,000 원

48,000 원

500,000개

600,000 원

300,000 원

240,000 원

180,000 원

1,000,000개

1,000,000 원

500,000 원

400,000 원

300,000 원

100만개 초과

가

격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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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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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키워드 광고
[자동입찰 로직]
1) 순위 조정 시간 : 입찰가 조정 및 순위 확인 횟수에 따라 비딩 완료 시간 상이

2) 순위 재확인 간격 : 서비스 별 차등

> 유니크 3~5분 / 프리미엄 5~10분 간격 / 베이직 20~30분 간격 / 라이트 60~90분 간격
> 세부 항목 서비스 가격정책 참조

3) 입찰 시작가

> 현재 광고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키워드 별 입찰가
> 기존 진행 키워드일 경우에는 이전 진행 시 마지막 입찰가 기준으로 시작

4) 입찰가 조정 금액
: 현재 CPC 대비하여 입찰가 증감폭 변동 (순위 조정 횟수 및 시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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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쇼핑 광고

[자동입찰 방식]
: 쇼핑 검색광고 소재 별 대표 1개 키워드 선정, 선정된 대표 키워드를 기준으로 순위 비딩

1) 키워드 별 순위 기반 입찰 : 목표 순위 기반 입찰가 변경 (지정된 최대 CPC 이내)

2) 스케줄 입찰 : 요일/시간대별 광고 ON/OFF 및 목표순위 세팅 가능

[기타 지원 기능]
1) 비딩 등록 소재 별 검색 기능 : 계정 및 세팅 항목 별 검색 가능

2) 비딩 결과 저장 및 열람 기능 (통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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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쇼핑 광고

[자동 입찰 로직]
1) 순위 조정 시간 : 입찰가 조정 및 순위 확인 횟수에 따라 비딩 완료 시간 상이

2) 순위 재확인 간격 : 서비스 별 차등
> 유니크 3~5분 / 프리미엄 5~10분 간격 / 베이직 20~30분 간격 / 라이트 60~90분 간격
> 세부 항목 서비스 가격정책 참조

3) 입찰 시작가
> 현재 입력되어 있는 쇼핑광고 소재 별 입찰가

4) 입찰가 조정 금액
: 현재 입찰가 대비하여 입찰가 증감폭 변동 (순위 조정 횟수 및 시간 최소화 로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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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공통
[계정구조_계정 별 권한]
1) 대행사 Ver. – 3단계 권한 부여
▶ 대행사 계정
• 대행사 내 전체 광고주 입찰 정보 확인 및 등록 수정 가능

• 대행사 별 최대 1개 계정 생성 가능
• 매니저 및 마케터 계정 생성 및 관리 가능
• API 라이선스 등록 및 수정 가능
▶ 매니저 계정

• 팀 내 소속된 광고주 입찰정보 확인 및 등록/수정 가능
• 마케터 계정 생성 및 관리 가능
▶ 마케터 계정
• 개별 마케터의 담당 광고주 입찰정보 확인 및 등록/수정 가능

2) 광고주 Ver.
▶ 통합계정 : 광고주 계정의 입찰정보 확인 및 등록/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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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 비딩 목록

⑦ 최대 CPC

① 즐겨찾기

비딩설정에 등록해 놓은 투입 가능한
최대 입찰가

선택 된 키워드는 항상 리스트 상위노출
(5개 색상의 별로 즐겨찾기 구분 가능)

⑧ 비딩상태

② 광고상태

비딩의 정상 유무 확인 가능

광고 진행 유무 확인 가능
클릭을 통해 ON/OFF 가능

③ 비딩사용

2

3

4

5

6

7

8

9

10

11

⑨ 스케줄

1

스케줄 비딩 사용 유무 확인 가능
클릭 시 세팅된 스케줄 내역 확인 가능

오토비딩 진행 유무 확인 가능
클릭을 통해 ON/OFF 가능

⑩ 수동비딩

클릭 시 비딩 사용이 OFF 되고,
‘최대CPC’ 값으로 입찰가가 고정됨

④ 현재순위

현재 매체에서 노출 되고 있는 순위
/ 통검창 기준 노출 되는 광고주 수량

⑤ 목표순위

비딩설정에 등록해 놓은 최종 희망 순위

⑥ 현재 CPC

노출 순위 유지를 위한 현재 입찰가

12

⑪ 기록

세부 비딩 결과 및
설정 변경내역 확인 가능

⑫ 셀 색상

정상 비딩이 아닌 경우는 붉은 색 셀
로 구분되어 사용자 확인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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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비딩 설정
[비딩 설정]
: 오토비딩을 진행 할 키워드를 선택 후 세팅 진행하시면 비딩 목록에 추가 됩니다.

오토비딩 설정

1

2

5

4

3

5
5

① 서비스 선택
: 선택 서비스에 따라 입찰 모니터링 주기가 다릅니다.
(프리미엄 5~10분 / 베이직 20~30분 / 라이트 60~90분)
② 광고영역 선택
: 자동 입찰을 위한 현재 순위 모니터링 시 노출 순위의
기준을 PC화면으로 할지, 모바일 화면으로 할지 선택하세요.
※ 모바일 기준 6~15위 순위를 목표로 광고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mobile더보기' 항목을 선택
③ 비딩 기간
: 필요 시 오토비딩 시작일과 종료일 지정해 주세요.
④ 최대/최소 CPC 입력
: 입력가 최대/최소 CPC 한도내에서 입찰가 조정이
진행 됩니다.
⑤ 입찰 방식 선택
: 순위 기반 입찰, 스케줄 입찰, 경쟁사 대응 입찰 방식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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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키워드 광고 자동입찰
[키워드 대량 등록/수정]
: 키워드 자동입찰 간 대량 비딩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대량 등록/수정
- 템플릿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춰 작성, 등록해주면 됩니다.
- 상태, 결과 다운로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공‘ 한 키워드는 비딩 목록 내 정상 등록/수정이 됩니다.

※ 템플릿 항목 설명
* 광고주 :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명
* 키워드 : 광고 시스템 내 등록된 키워드
* 키워드ID : 매체 검색광고에서 제공해주는 고유 ID값
* 광고상태/비딩사용 : 광고, 비딩 ON/OFF 여부

* 서비스 : 유니크/프리미엄/베이직/라이트

[키워드 대량 등록/수정 템플릿 양식]

* 광고영역 : PC/MOBILE/MOBILE더보기
* 목표순위 : PC의 경우 1~15위, 모바일의 경우 1~5위
* 최대 CPC : 자동입찰이 가능한 최대 입찰가(70~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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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엑셀 다운로드

① 키워드 엑셀 다운로드 방법
> 비딩목록 페이지의 ‘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 창 활성화
> 엑셀 다운로드 등록 버튼 클릭 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등록 된 키워드가 엑셀
파일 형태로 생성 됨 (대기 시간 소요)
> 파일 생성이 완료 되면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② 생성된 파일의 저장 기간은 일주일 입니다. (일주일 후 자동 삭제)

③ 특정 광고주나 지정된 조건에 맞는 키워드만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에는 비딩 목록에서 조건 검색 후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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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자동입찰 솔루션_비딩 기록

▶ 비딩 기록 확인

▶ 세팅 변경 기록 확인

* 입찰가, 노출순위 등 실제 오토비딩 진행 결과를 누적하여 확인 가능
Ex) 오전 10시 12분 입찰가 70원 노출순위 1위 > 오전 10시 17분 입차가 70원 노출순위 1위

* 최대 CPC, 희망노출순위, 비딩 ON/OFF 등 세팅 변경 누적 확인 가능

* ‘순위보기’를 통해 선택 시간에 해당 키워드의 1~15위 실제 광고 노출 결과 확인 가능

* 변경 내역 외 실제 변경 진행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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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솔루션 소개 ㅣ 자동입찰 솔루션 ㅣ 통계 ㅣ 키워드 대량견적

ㅣ 검색광고 통계

[키워드 입찰가 순위별 조회]
: 키워드의 순위별 평균 입찰가를 보여주는 페이지
> 주간, 월간 검색광고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합니다.
> 특정 요일/시간대/광고영역 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1~15순위, Mobile 1~5순위

[경쟁사 순위 조회]
: 키워드 별 광고 운영중인 광고주들의 시간대별 순위를 보여주는 페이지
> 경쟁사들의 순위전략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 시간대별 조회 가능(최대 00:00~23:59)

[조회 범위]
> 키워드 다중 조회는 최대 5개 키워드 까지 조회 가능
> 다중 조회 시 광고영역(PC/MOBILE) 포함 최대 10개항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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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키워드 입찰가 순위별 조회 방법
[키워드 입찰가 순위별 조회]
: 조건에 따른 키워드의 순위별 평균 입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키워드 입찰가 순위별 조회

3
① ‘통계 > 키워드 입찰가 순위별 조회’ 메뉴로 이동

②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키워
드를 추가해주세요.
③ 조건을 설정해 주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 통계단위가 ‘월’ 일 경우 366일 기간 조회 가능
> 통계단위가 ‘주’ 일 경우 84일 기간 조회 가능

> 통계단위가 ‘일’ 일 경우 40일 기간 조회 가능
> 통계단위가 ‘시’ 일 경우 7일 기간 조회 가능
※ 데이터는 전일까지 조회됩니다.
※ 데이터는 설정 조건들의 충족하는 입찰가의 평균값입니다.

※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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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경쟁사 순위 조회 방법
[경쟁사 순위 조회]
: 키워드 별 광고 운영중인 광고주들의 시간대별 순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순위 조회

2
3

① ‘통계 > 경쟁사 순위 조회’ 메뉴로 이동

②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키워
드를 추가해주세요.
③ 조건을 설정해 주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 데이터는 전일까지 조회됩니다.
※ 데이터는 설정 조건들의 충족하는 입찰가의 평균값입니다.
※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특정 광고주별 평균순위 비교는 ‘상세조회’를 통해 차트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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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기능
키워드 대량 견적

솔루션 소개 ㅣ 자동입찰 솔루션 ㅣ 통계 ㅣ 키워드 대량견적

ㅣ 키워드 대량 견적

[대량 견적 추출]
: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키워드 별 월간 예상 실적을 대량으로 조회하는 기능

[키워드 견적 양식]
1) 전체 순위 견적
>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의 순위별 예상 광고 결과값을 조회
(PC 1~15순위, Mobile 1~5순위)
2) 순위 견적
> 키워드와 순위를 입력하면 해당 순위의 예상 광고 결과값을 조회
3) 입찰가 견적
> 키워드와 입찰가를 입력하면 해당 입찰가의 예상 광고 결과값을 조회

[견적 추출 가능범위]
1) 한 번에 최대 100,000개까지의 키워드 견적 조회 가능

2) 자동입찰 이용 시 월 10,000개까지의 키워드 견적 조회 무료 서비스 제공
초과 견적 필요 시 유료결제 (단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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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키워드 대량 견적
[견적 결과값 예시 1) 전체순위 견적]
: 키워드의 각 순위별 예상 광고 결과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견적 확인_전체순위 견적

- 키워드 순위 별 ‘견적 입찰가‘, ‘예상 노출수‘, ‘예상 클릭수‘,
‘클릭율‘, ‘예상 CPC’, ‘예상 광고비용’ 견적 추출 가능
- PC는 1~15위, Mobile은 1~5위 견적 확인 가능
(광고 영역별 노출가능 최대 광고개수)
※ 항목 설명
견적 입찰가 : 견적에 필요한 목표 입찰가
예상 노출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노출수
예상 클릭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수
클릭율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률
예상 CPC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입찰가
예상 광고비용 : 예상 CPC * 예상 클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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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키워드 대량 견적
[견적 결과값 예시 2) 순위 견적]
: 키워드 별 특정 순위의 예상 광고결과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견적 확인_ 순위 견적

- 키워드 순위 별 ‘견적 입찰가‘, ‘예상 노출수‘, ‘예상 클릭수‘,
‘클릭율‘, ‘예상 CPC’, ‘예상 광고비용’ 견적 추출 가능
- PC는 1~15위, Mobile은 1~5위 견적 확인 가능
(광고 영역별 노출가능 최대 광고개수)
※ 항목 설명
견적 입찰가 : 견적에 필요한 목표 입찰가
예상 노출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노출수
예상 클릭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수
클릭율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률
예상 CPC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입찰가
예상 광고비용 : 예상 CPC * 예상 클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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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키워드 대량 견적
[견적 결과값 예시 3) 입찰가 견적]
: 키워드 별 목표 입찰가의 예상 광고결과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견적 확인_ 입찰가 견적

- 키워드 견적 입찰가 별 ‘예상 클릭수‘, ‘클릭율‘, ‘예상 CPC’,
‘예상 광고비용’ 견적 추출 가능
- PC는 1~15위, Mobile은 1~5위 견적 확인 가능
(광고 영역별 노출가능 최대 광고개수)
※ 항목 설명
예상 노출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노출수
예상 클릭수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수
클릭율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클릭률
예상 CPC : 해당 키워드 순위 추정 입찰가
예상 광고비용 : 예상 CPC * 예상 클릭수

검색광고 자동입찰 솔루션

DMP A-Bidding
소개를 마칩니다.
기타 사용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CONTACT
02-2026-3195
team_sp@dmp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