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광고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 검색 _ PC
상품명
노출위치

판매단가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예시화면 PC

P_브랜드검색
PC 통합검색 결과 좌측 상단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통합검색 결과 내 노출 위치는 동일.
상품 별로 집행 가능한 시작 단가가 다름.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PC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총 5종
(텍스트 클릭 시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상품
유형 및
데모페이지

라이트형 일반
프리미엄형 일반
프리미엄형 갤러리
프리미엄형 동영상 메뉴 / 프리미엄형 동영상 슬로건

ㅍ

Mobile 광고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 검색 _ 모바일
상품명

노출위치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입니다.

예시화면 모바일

M_브랜드검색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라이트형 썸네일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통합검색 결과 내 노출 위치는 동일
상품 별로 집행 가능한 시작 단가가 다름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총 8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트형 일반(이미지좌측)

프리미엄형 와이드메뉴

라이트형 일반(이미지우측)

프리미엄형 와이드썸네일

유형 및

라이트형 썸네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메뉴

데모페이지

라이트형 리스팅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썸네일

세부 상품

프리미엄형 와이드썸네일

Mobile 광고

모바일 브랜드검색 리미티드형은 특정 업종에만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홈쇼핑 방송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홈쇼핑 혜택가로 미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홈쇼핑 브랜드검색’과,

브랜드 검색 리미티드형

유통업종에서 다양한 이벤트 및 주요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쇼핑몰 브랜드검색‘ 이 있습니다.

상품명

M_브랜드검색 _리미티드형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쇼핑몰 브랜드검색은 최소 30일부터 집행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 홈쇼핑 브랜드검색은 30일간 합산 노출수로 후정산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홈쇼핑 : TV홈쇼핑 사에 한해, 방송 전 1일~7일동안 가능
쇼핑몰 :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 & 판매하는 사이트에 한해,
기준 조회수 합계 15만회 초과 시 가능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 제작가이드 보기
총 2종

세부 상품

유형

리미티드형 홈쇼핑
리미티드형 쇼핑몰

예시화면 모바일
리미티드형 홈쇼핑

리미티드형 쇼핑몰

Mobile 광고

기존 모바일 브랜드검색 일부 유형의 소재 하단에 추가적인 컨텐츠 전달 영역을 제공하여,

브랜드 검색 익스텐션형

통합검색 결과 내에서 브랜딩 임펙트를 주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품명

M_브랜드검색_익스텐션형

노출위치

모바일 통합검색 결과 상단

판매단가

아래 3가지 요소에 따라서 광고 집행 단가가 결정 됨
- 광고 상품
- 광고 노출 기간 (최소 7일~최대 90일)
- 광고 가능 키워드의 기간 조회 수 (최근 30일 조회 수)

예시화면 모바일
1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면
확장버튼이 지정된 컬러로 변경

2

브랜드검색 단가표 보기

특이사항

기존 브랜드검색 상품에 익스텐션 소재가 적용된 형태로,
소재 등록 시 익스텐션 유형을 포토이미지형, 동영상형, 썸
네일형 중 선택 가능
업종서비스율 미적용 / 위약금 없음

상품소개서

없음

제작가이드

M 브랜드검색_익스텐션형 제작가이드 보기

1

총 5종
(QR코드를 통해 데모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익스텐션형 라이트썸네일 (썸네일형)

세부 상품

익스텐션형 와이드메뉴 (썸네일형)

유형 및
데모페이지

익스텐션형 와이드썸네일 (동영상형)
익스텐션형 오토플레이메뉴 (동영상형)
익스텐션형 오토플레이썸네일 (포토이미지형)

2

확장버튼 클릭 시 추가 소재 노출
(동영상/썸네일/포토이미지 중 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