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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dvertising 

ADrun 
The success of client is our success!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81번지 길빌딩 5층 507호     Tel:02-482-1070       H.P:010-3138-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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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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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보고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믿음과 신뢰 유지 

기타 서비스 
순위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자동입찰프로그램을 통한 

키워드 24시간 관리, 견적서제공 

키워드광고 방향설정 

방향에 맞는 키워드세팅 

전략설정 

키워드광고 소진금액에 따른 맞춤보고서 

작성, 주간.월간 보고서를 통해 

키워드광고 효율 분석 

예산설정, 키워드선정,  

주타겟층 선정, 매체선정 

예산과 키워드에 맞는  

전문 키워드 세팅, 

메인키워드.세부키워드 등 그룹별  

키워드 분류 

시간전략, 매체전략, 예산한도 

설정 등 업종에 맞는 

그룹별 전략 설정 

온라인광고회사 (주)애드런의 키워드광고 

 온라인광고대행사 애드런은 전문적인 키워드광고 컨설팅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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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 

O T 

Weakness(약점) 

Threads(위협) 

Strength(강점) 

Opportunities(기회) 

 

키워드광고 왜 해야할까? SWOT 분석 

키워드 조회수와 경쟁에 따른  
공개입찰 형태로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손쉽게 
주타겟층에게 홈페이지 노출가능, 
보고서 분석 가능  

경매시스템으로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시 클릭단가 
금액의 거품현상이 일어나며 
무분별하게 금액이 소진 될 수 
있음 

키워드광고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규모 
2조원의 거대한 광고마켓 형성 

소비자들의 경쟁으로 거품현상 발생, 
광고대행사들의 경쟁 또한 매우  
심한 상태, 과도한 경쟁으로 도덕성 
결여, 키워드광고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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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키워드광고 개념 소개 

애드런만의 키워드 세팅 

키워드광고 성공사례 

애드런 키워드광고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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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광고의 꽃, CPC 광고 
 
클릭당 비용 지출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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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광고란 무엇인가?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광고는 CPT(Cost per Time) 시간에 따른 광고비 지불 , CPC(Cost per Click) 클릭에 따른 
광고비 지불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ROI(투자대비 수익률)을 내고 있는 광고가 CPC광고입니다. 

소비자가 ‘CPC광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현재 가장 위에 있는 

‘애드런’ 사이트를 클릭했을  
경우 충전한 금액에서 

입찰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광고센터에서는 각 키워드마다 
경매방식의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CPC광고’라는 키워드는 
1위로 들어갈 시 1730원의 
클릭단가가 소요됩니다. 

네이버에 CPC광고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파워링크 공간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업체서부터 

가장 아래 있는 업체 (10위)까지 
차례대로 업체의 URL과  

제목, 소개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센터에 충전한 
금액에서 입찰단가인 

1730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각 키워드를 입찰하려면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센터’ 

에서 계정 가입 후 키워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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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팅에서부터 승부가 갈린다. 
 
애드런만의 키워드 세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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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런만의 키워드세팅 
업종에 따른 키워드광고 견적서 발행 후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적의 세팅 값을 도출합니다. 

 메인키워드 

 세부키워드 

 지역세부 키워드 

 클릭단가별 그룹 관리 

 키워드별 그룹 전략 설정 

 예산 한도 설정 

 우회 키워드 

 경쟁업체 키워드 

 업종에 따른 자동입찰 

 주간,월간 보고서 작성 

키워드세팅의 잘못된 예 

애드런은 타대행사와 다릅니다. 
광고대행사 애드런은 비용 지출만을 높여 이익을 챙기는 타대행사와는 다른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키워드 세팅 값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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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팅 실전 사례 

주요관리키워드(메인키워드)는 업종과 직접 연관이 된 최고의 조회수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조회수,클릭수,노출량 등 업종과 직접 연결되는 키워드이지만 
경쟁이 심하고 클릭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낭비가 심할 수 있다는게 단점입니다. 
따라서  그룹전략을 사용해 비용낭비를 막고 있으며 메인키워드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키워드는 따로 분리하여 일부노출만 하도록 세팅하고 있습니다.   

1. 주요관리 키워드 

세부키워드는 메인키워드보다는 조회수는 적지만 업종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메인키워드보다 클릭단가가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실매출과 연결이 되는 키워드 입니다. 클릭단가가 매우 비싼 업종 (현재 사진의 업종은 보험업종)은 
세부키워드를 단가에 따라 그룹 세팅하며 각 입찰 단가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키워드 

우회키워드의 경우에는 업종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잠재 타겟층에게 업체의 
브랜드를 홍보하며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추후에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현재 사진의 주력 상품은 ‘태아보험’ 이며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타겟층은 30,40대의 주부들, 임산부들이 주 타겟층이기 때문에 이와 간접 연관이 
된 키워드들을 세팅합니다. (ex) 출산,임신,아이건강 등등 

3. 우회키워드 , 지역세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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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그룹별 전략설정 

고가의 클릭단가인 메인키워드 

그룹은 모바일,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검색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합니다. 

각 그룹마다 시간전략을 걸어 

자동으로 노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PC의 경우 노출 지역을 설정 할 수 

있으며 고관여,저관여 상품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역 설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 초과를 발생시키지 않게 각 

그룹마다 예산 한도를 걸어 

예산초과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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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광고 대표 성공사례 
 
클라이언트의 성공이 곧 회사의 성공이다! (비쇼핑몰의 경우 단순 클릭수와 소진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ROAS지표가 나오는 
일부 쇼핑몰을 대표 성공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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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 1. 국내 대형 여성의류쇼핑몰 

목표 타겟의 정확한 설정으로 성공하다! 

첫 시작 당시 주타겟층인 20,30대를 적극 공략하며 바이럴마케팅으로 인지도를 쌓은 후 키워드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 

2015년 10월 한달간 9백만원의 키워드 광고비 소진 -> 6천9백만원의 전환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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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 2. 이벤트업체 

키워드광고의 틈새시장 공략! 다양한 키워드 세팅! 

다양한 키워드 세팅을 통해 메인타겟층 공략! 연령별 타겟층을 나눠 폭 넓은 키워드세팅 ! 

2015년 5월 한달간 1천2백만원의 키워드 광고비 소진 -> 5천9백만원의 전환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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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 3. 국내 1위 해외구매대행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 최적값, 랜딩페이지와 문안설정 

2015년 11월 한달간 8백7십만원 키워드광고비 소진-> 5천1백만원의 전환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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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 4. 영국여성의류 쇼핑몰 

카테고리별 분류/랜딩페이지/시즌에 맞는 문안! 

2015년 10월 한달간 1백7십만원 키워드광고비 소진-> 1천8백만원의 전환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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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 5. 과자쇼핑몰 

랜딩페이지와 이벤트 문안, 묶음상품의 효과! 

2015년 11월 한달간 7십5만원 키워드광고비 소진-> 6백5십만원의 전환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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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키워드 세팅! 

다양한 그룹 전략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듭니다. 

업종에 맞는 트렌드를 감지하여 

상황에 맞는 키워드 노출을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자동입찰프로그램,  

월 예상 견적서, 검색.지도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연락 안되는 담당자는 No!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아 최고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Success 

애드런의 키워드광고 성공비법! 

키워드 광고 담당자의 역량! 

광고대행사 애드런에서는 

최고의 검색마케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광고비용을 쓰기 

보다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광고비를 

올려나가는 방안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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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런 키워드 광고팀 소개 
 
애드런에서 키워드광고 성공! 잡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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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KOSAC 전국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은상 수상. 

 

스마트폰 필름업체 

T사 온라인광고 

총괄담당.  

 

검색광고마케터 

1급 자격 보유, 

온라인광고 대행사 

애드런 키워드광고 

총괄팀장. 총 

관리금액 2억원 2011.3 

2011.6 ~ 

2013. 1 ~ 

2015 ~ 

2012. 5 닉네임 
유쾌한마케터로 
블로그 활동 및 
키워드광고 
프리랜서로 활동 

국내 대형 

온라인광고 기업 

E사 키워드광고 

전문관리 담당 



BUSINESS GROWTH 

21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광고대행사 애드런의 
키워드 광고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총괄팀장입니다. 
 
수 많은 광고대행사가 나타났으며 키워드 광고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각 대행사들은 저마다 
‘미끼상품’을 걸어 키워드광고 관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광고는 단지 ‘미끼상품’ 때문에 관리를 
맡겨서는 안되는 매우 전략적이고도 섬세한 
광고입니다. 
회사의 시스템, 담당자의 역량,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키워드광고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4년 연속 경영대학 전액장학생, 업체 온라인광고 
총괄담당 및 대형 온라인광고회사 검색광고 전문 
담당, 프리랜서 유쾌한마케터 등 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H.P: 010 – 3138 – 8232  (24시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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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US 

Online Advertisng Company 
ADRun 

Email: elka123@hanmail.net 
Homepage: http://www.adrun.co.kr 

Office Phone: 02-482-1070 
CPC part: 010-3138-8232 

Address 

Contact Info 

Telephone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81번지  
길빌딩 5층 507호  

http://www.adr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