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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버전 날짜 주요 업데이트 내용 

V 1.0 2019. 1. 25.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용 가이드 최초 배포 

V 1.1 2019. 3. 8.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관리 소재 미리보기 수정 등 주요 기능 설명 추가 

V 1.2 2019. 9. 19 게재 위치 추가(네이버 카페 피드 지면)에 따른 변경 

V 1.3 2019. 11. 13 게재 위치 추가(네이버 모바일 메인/ 모바일 서브)에 따른 변경 

V 1.4 2020. 03. 27 성인 타겟팅 기능, 에이전시 대행권 이관 기능 추가 

V 1.5 2020. 04. 28 타겟 관리 / 광고 관리 – 맞춤 타겟 옵션 타겟팅 기능 추가 

V1.5.1 2020. 05.11 네이버 게재 위치 “스마트채널” 추가 

V1.5.2 2020.06.11 네이버ID 로그인만 가능하도록 가입 화면 변경 및 로그인 오류 관련 팁 추가 

V1.6 2020.06.29 광고 관리 > 자동 입찰(Beta) 기능 추가 

V1.7 2020.07.02 유사 타겟 기능 추가 

V 1.8 2020.07.16 
게재 위치 ‘스마트채널’ 내 밴드 지면 추가에 따른 변경 

기기에서 미리보기 설정 및 사용법 업데이트 

V 1.8.1 2020.07.22  

V 1.8.2 2020.08.25  

V 1.8.3 2020.09.01  

V 1.8.4 2020.10.14  

V 1.9 2020.10.29  

V 1.9.1 2020.11.13 광고 그룹 > 맞춤 타겟 설정 시 도달수 제공 및 타겟 모수 정의 업데이트 

V 1.9.2 2020.11.16 환불 계좌 등록 > 인증 번호 수신 관련 업데이트  

V 1.9.3 2020.12.22 MAT 별 전환 Key 등록 및 파트너 설정 업데이트 

V 1.9.4 2021.01.07 자동 입찰 > 비용 한도 옵션 설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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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8.1 2020.07.22 광고 관리 > 최소, 최대 입찰가 업데이트 

V 1.8.2 2020.08.25 
브랜드/업종 등록 조건 변경,  

대시보드 예산 소진율 정보, 남은 캠페인 예산 한도 금액 알림 기능 추가 

V 1.8.3 2020.09.01 광고 소재 이미지 배너 크기 변경 사항 업데이트  

V 1.8.4 2020.10.14 MAT 타겟 광고 반영 및 모수 갱신 안내, 일예산 소진율 안내 업데이트 

V 1.9 2020.10.29 
광고 플랫폼 공식 명칭 변경: GFA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전환 추적 기능 추가 

V 1.9.1 2020.11.13 광고 그룹 > 맞춤 타겟 설정 시 도달수 제공 및 타겟 모수 정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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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9.6 2021.03.04 소셜 로그인 관련 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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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8 2021.03.29 05. 결제 및 청구하기 > 4. 세금계산서 안내 추가  

V 1.9.9 2021.04.05 광고 이미지 업로드 및 등록 기능 업데이트 

V 1.9.10 2021-04-12 광고 그룹 > 입찰 및 예산 패널 설정 구분 변경 

V 1.10.0 2021-06-28 디바이스 타겟 > PC 기기 타겟 기능 추가,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형(PC) 유형 추가 

V 1.10.1 2021-07-29 대행권 이관> 세금계산서 위임 기능 추가  

V 1.10.2 2021-08-10 성인 타겟팅 설정 방법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V 1.10.3 2021-08-19 캠페인/광고 그룹/광고 소재 등록 개수 제한 정책 변경 사항 업데이트 

V 1.10.4 2021-08-26 대시보드/리포트 열 추가 및 저장 기능 추가 

V 1.10.5 2021-09-24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 및 전환 수 최대화 자동 입찰 기능 추가 

V 1.10.6 2021-10-07 
게재 위치 변경 및 밴드 피드(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타겟팅 옵션  

변경 사항 업데이트 

V 1.10.7 2021-10-21 특정 소재 그만보기 기능 적용에 따른 업데이트 

V 1.10.8 2021-11-04 상세 타겟팅 타겟 설정 방식 기능 추가 

V 1.10.9 2021-12-16 타겟 모수 조회 기준 변경 사항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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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소개  

1-1.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글로벌 매체 이용자 중에서 광고에 적합한 오디언스를 대상

으로 성과 기반으로 광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입찰 경쟁에 의해 노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노출, 클릭, 재생 여부 및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2.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특징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누구나 

✓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직접 운영/에이전시 운영 무관)  

✓ 직접 가입하고, 광고를 구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계정 구조 

✓ 소상공인부터 큰 기업, 에이전시 구조까지 다양한 광고 환경에 맞춰 관리 계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입찰 

✓ 광고주는 효율을 모니터링하면서 입찰가, 타겟팅 등 실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다양한 매체 확장  

✓ 광고주는 네이버/밴드 등 글로벌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금 타입  

✓ 광고주는 비보장 CPM 외, CPC, CPV 과금 타입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과금 타입에 따라 실제 노출/클릭/재생된 경우에 한 해 과금이 발생하며 예산 소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 기반 리포트 제공 

✓ 성별/연령 등 오디언스별 성과를 실시간 리포트로 제공하여 광고 운영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통합 정산 & 정산 자동화 

✓ 자동화된 정산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 결제로 관리중인 광고 계정의 정산을 한번에 가능합니다. 

 

타겟팅 고도화 

✓ 지속적인 AI 기술 향상으로 더 좋은 오디언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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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전체 메뉴 

 

 

NO 메뉴명 기능 설명 

① 내 정보 

로그인 계정 정보 및 광고주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관리 계정/광고 계정 목록이 나오며,  

해당 목록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추가/관리도 가능합니다. 

② 선택 계정 
내 정보를 통해 선택한 접속 계정이 나오며, 선택 계정이 관리 계정이면 계정연

결목록을 열고 하위의 관리 계정/광고 계정의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광고 관리 
예산, 원하는 광고 대상, 일정 등에 맞게 광고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④ 리포트 광고 집행 결과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⑤ 도구 

변경 내역 관리 광고, 계정, 결제 관리 중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 관리 고객 파일 관리, MAT 연동 및 MAT 타겟 관리, 유사 타겟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환 추적 관리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을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⑥ 설정 

결제 관리 충전금 결제 및 소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 멤버를 관리하고 관리 계정을 연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 관리 광고 계정 정보, 프로필 관리, 브랜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3 

결제 관리 

권한 관리 

광고 계정 관리 

로그인 이메일 정보 

내 광고주 관리 

내 관리/광고 계정  

계정 관리/ 추가 

대시보드 

광고 검색 

광고비 리포트 

성과 리포트 
4 

5 

2 

6 

8 9 

변경 내역 관리 

타겟 관리 

전환 추적 관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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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공지사항 공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문의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 광고 관리, 결제 관리, 리포트 관련 문의 사항은 로그인 

후 ‘고객 문의’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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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계정 구조  

 

3가지 계정 유형이 있습니다.  

1) 로그인 계정 

(1) NAVER GLAD 플랫폼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회원계정으로, 소셜 계정을 로그인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계정을 통해 “광고 계정, 관리 계정”을 생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계정 

(1) 광고 집행, 정산, 리포트 등의 기능 제공하는 광고 집행의 최소 단위입니다. 

(2) 광고 계정은 실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로만 설정 가능하며 한 광고 계정에 두 개 광고주를 설정할 수 는 

없습니다. (광고 계정 = 광고주 / 캠페인 = 브랜드) 

(3) 한 개의 광고주는 필요시 복수개의 광고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관리 계정 

(1) 복수개의 광고 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그룹을 의미합니다. 

(2) 관리 계정을 통해 원하는 광고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를 직접 관리하실 수 있고 

복수개의 광고 계정을 통합 결제, 통합 리포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광고 상황에 맞게 계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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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계정 

2-1. 가입 

(1) NAVER GLAD ONE ID 회원가입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https://gfa.naver.com)는 ‘네이버로 로그인’ 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가입 시 사용되는 GLAD ONE ID는 하나의 로그인 계정으로 NAVER GLAD 플랫폼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통합 회원계정으로, 네이버 개인 계정을 로그인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시, 네이버 계정으

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2020.06.11 이전 가입자는 페이스북,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회원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셜 계정 로그인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고자 하는 ‘네이버 ID’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셜 로그인에 사용된 네이버ID는 간편 로그인에만 사용되며, 플랫폼 이용 및 광고 계정 초대는 아래 3) 회원 정보 

입력하는 사용자ID(이메일) 정보가 사용됩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 소셜 계정으로만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만약 로그인 가능한 네이버 계정이 없다면, ‘네이버로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연결되는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또는 

ID/PW찾기를 시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셜 계정 로그인
ONE ID 공통

약관 동의
회원 정보 입력

성과형 DA

이용약관 동의
회원가입 완료

https://gf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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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E ID 공통약관 동의 

소셜 로그인 후, ONE ID 가입을 위한 필수 약관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3) 회원정보 입력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NO 기능 설명 

이름 본인에게만 노출되는 이름 정보로, 등록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 
(이메일) 

광고/관리 계정 멤버 초대 등을 위해 사용자 ID로 활용되는 정보로, 소셜 로그인에 선택하신 네이버
ID와 별개의 업무용 이메일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불가) 

소셜 로그인에 선택하신 네이버 ID와 동일한 이메일 정보로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ID에 사내 용 이메일 등 소셜 로그인용 네이버ID와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로그
인에 혼동하지 않도록 소셜 로그인용 네이버ID와 사용자ID를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소셜 네이버 ID로 로그인 가능) 
해당 주소로 광고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알림도 발송되니 이메일 중복 확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휴대전화번호 
주요 알림 SMS 수신 및 밴드 광고 상품 소재 미리보기 등에 활용되는 정보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을 진행해주세요. 플랫폼 사용 중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는 경우 재 인증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IP] ONE ID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 플랫폼 이용 중에 GLAD ONE ID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내계정 > 사용자 ONE ID 클릭 > GLAD ONE ID 회원정보 페이지 

 

4) 추가 약관 동의  

① 사용자 정보 입력 완료 후 다음을 누르면 광고 플랫폼으로 자동 로그인 되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용

을 위한 추가 약관 및 홍보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게 됩니다.  

※구글/페이스북 계정으로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가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셜 로그인 계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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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ID가 선택된 계정으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필수 약관에 동의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TIP] 로그인이 되지 않을 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글로벌의 경우 구글/페이스북) 소셜 서비스의 간편로그인 API를 활용해 로

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속 오류가 날 경우, 사용하시는 소셜 서비스 페이지(ex. www.naver.com, www.gmail.com)에서 GLAD 회원가입

을 진행한 ID로 정확히 로그인이 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0.06.11 이후 신규 가입자 해당) 네이버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GLAD 회원가입 안내’ 메일에 로그인에 사

용된 NAVER ID 정보를 확인 

✓ 소셜 서비스 페이지(ex. www.naver.com, www.gmail.com)에서 로그인 된 ID가 없도록 모두 로그아웃 후 회

원가입에 활용된 소셜ID로 재로그인 시도 

✓ 크롬 시크릿 창에서 로그인 접속 시도 

 

2-2. 내 정보 관리 

(1) 로그인 계정 회원정보 관리  

로그인 계정 회원정보 페이지에서는 각 네이버 광고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로그인 계정(ONE ID)의 사용자 정보를 조회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로로 로그인 계정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1: 우측 상단 내 계정 > 사용자 ONE ID > GLAD ONE ID 회원정보 

- 경로 2: 우측 상단 내 계정 > 설정 > GLAD ONE ID 회원정보 관리 

좌측 상단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로고, 우측 상단 ‘<서비스로 돌아가기’, ONE ID 연동 플랫폼의 ‘바로 가기’ 버

튼을 클릭하시면 광고 플랫폼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계정 회원정보 계정 내 등록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미리보기용 네이버ID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용 네이버 ID는 네이버 서비스 지면 내 등록 광고의 기기에서 미리보기(테스트 광고 노출)를 위해 사용됩니다. 

  

ONE ID 회원탈퇴는 (4) 회원 탈퇴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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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광고주 관리  

내 광고주 관리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소속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 계정에 대한 고객사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로로 내 광고주 관리 페이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우측 상단 내 계정 > 내 광고주 관리  

 

 

내 광고주 리스트의 고객사명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팝업창에서 고객사 등록 상세 정보와 고객사 정보로 등록된 다른 광

고 계정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NO 기능 설명 

① 광고 계정 생성 시 입력한 고객사 사업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② 동일한 고객사정보로 등록된 광고 계정 중, 사용자가 소속된 광고 계정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3)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은 성과형 DA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성/홍보성 정보에 대한 이메일, 문자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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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의 경로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알림 설정 페이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우측 상단 내 계정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설정 > 정보성 알림 수신 설정 / 홍보성 알림 수신 설정 

 

홍보성 알림에는 상품 및 검수 가이드 판매 및 프로모션, 운영 안내 내용이 포함되며,  

정보성 알림을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 구분 정보성 알림 항목 알림 내용 

계정 관리 

내 계정 권한 변경 시 사용자 본인의 권한 변경 또는 해제 시 

멤버 초대 상태 변경 시 광고/관리 계정으로의 멤버 초대 요청 및  

요청 승인/거절 안내 

멤버 권한 변경 시 멤버의 권한이 변경/삭제되었음을 안내 

계정 연동 상태 변경 시 관리 계정 연동 요청 및 요청 승인/거절 안내 

계정 정보 변경 시 광고/관리 계정의 정보 변경 안내 

광고 관리 

광고 소재 검수 결과 광고 소재 승인/반려 결과 안내 

캠페인 예산 한도 도달 시  캠페인 생성 시 등록한 예산 한도 도달 안내 

광고 그룹 예산 잔액 도달 시 

광고 그룹 예산 기준 잔액 도달 안내 

(계정 별 잔액 알림 설정 : 해당 계정 > 설정 > 관

리 or 광고 계정 관리 > 알림 관리 메뉴에서 가능) 

결제 관리 

충전금 충전 완료 시 
충전금 충전 완료 안내 

(단,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충전 알림만 가능) 

충전금 잔액 도달 시 

광고 계정에 입력한 충전금 잔액 한도 도달 안내 

(계정 별 잔액 알림 설정 : 해당 계정 > 설정 > 관

리 or 광고 계정 관리 > 알림 관리 메뉴에서 가능) 

환불 계좌 등록 및 삭제 시 
환불 계좌 등록 또는 삭제 안내 

(에이전시의 경우 환불계좌 검수 후 등록됨) 

통합 결제 연결 요청 및 해제 시 통합 결제 연결 요청 및 승인, 연결 해제 안내 

고객문의 답변 고객문의 답변 등록 시 고객문의 답변 등록 안내 

※ 심야 시간대 정보성 알림 거부를 한 경우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문자 알림은 익일 오전 8시경에 안내가 진행되며,  

심야 시간대 발송된 이메일 알림은 이메일에 접속하시면 발송되지 않았던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원 탈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탈퇴를 위해서는 마스터나 멤버로 활동 중인 광고/관리 계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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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관리 계정의 단독 마스터인 경우 광고/관리 계정을 삭제해주세요. 

② 광고/관리 계정의 단독 마스터가 아닐 경우 계정 나가기를 진행해주세요.  

③ 광고/관리 계정의 결제 담당자일 경우, 결제 담당자 위임하기를 진행한 후 계정 나가기를 진행해주세요. 

 

위 내용까지 확인한 뒤에 탈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우측 상단 내 계정> 설정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회원탈퇴 클릭 > 휴대폰 인증 > 회원 탈퇴 완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탈퇴 후 다른 연동된 GLAD플랫폼이 없으실 경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회원탈퇴 처리 완료 안내 확인 후 연결되는 ‘ONE ID 회원정보’ 화면에서 ONE ID 탈퇴

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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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계정 

3-1. 광고 계정 만들기 

광고 계정 만들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접속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경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광고 계정 탭 > 관리 버튼 > 광고 계정 목록 

 

 

[TIP]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내 정보 팝업 관리 버튼 내 광고 계정 목록(관리)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② 내 정보 팝업 추가 버튼 광고 계정을 추가(만들기)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③ 광고 계정 목록 광고 계정 현황 광고 계정을 생성(추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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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생성된 광고 계정의 경우도 위 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내 정보 팝업(우측 상단 사용자 ID 영역)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계정만 노출되며, 광고 계정 목록에서는 전체 목록

(사용중지, 사용 불가 상태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 정보 설정 

광고주 유형은 총 3개(사업자 광고주(법인/개인), 개인 광고주, 해외 광고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유형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광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자 등

록을 한 경우 "사업자 광고주" 유형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 광고주"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광고주의 경우 "해외 광고주"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주의사항]  

✓ 광고 계정은 사업자 또는 개인 식별자 단위로 1개만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약 동일 사업자 또는 개인이 복수 브랜드를 광고해야 할 경우, 광고 계정을 1개 생성한 후 브랜드를 각각 등

록하신 후 브랜드 별로 캠페인을 나누어 등록/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02. 계정 만들기                                                                                14 / 188 

 

1) 사업자 광고주(법인/개인) 조회 및 등록하기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주 유형 선택 사업자 광고주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광고주’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가입여부 조회 사업자 번호 조회 광고 집행 대상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 합니다. 

③ 사업자 정보 사업자 정보 입력 

조회된 사업자를 확인 또는 신규로 등록합니다.(모두 필수) 

ㄴ기존 집행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 표기(정보 변경 가능) 

ㄴ기존 집행 이력이 없는 경우 입력하면 노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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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광고주 조회 및 등록하기 

 

[TIP]  

✓ 개인 광고주 유형은 국내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는 비사업자가 광고주 본인의 사업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광고주 정보 등록 이후에 국내 법인 또는 사업자가 개인 광고주 유형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광고

주로 변경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된 개인정보(전화번호/이름)가 실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주 유형 선택 개인 광고주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광고주(개인 비사업자)는 ‘개인 광고

주’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가입여부 조회 휴대전화 인증 개인 광고주 명의로 신고된 휴대폰 번호를 인증합니다. 

③ 개인 광고주 정보 개인 광고주 정보 
본인 휴대전화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본인 실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인증 후 수정이 불가

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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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광고주 조회 및 등록 하기 

 

 

[TIP]  

✓ 해외 광고주의 사업자 식별 번호는 광고플랫폼에서 임시로 발급되며,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은 없습니다. 

✓ 사업자 국가 선택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에 영향이 있어 계정 생성시 정확하게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광고주 정보 등록 이후에 국내 법인 또는 사업자가 "개인 광고주" 또는 "해외 광고주" 유형으로 가입한 것이 확

인될 경우 사업자 광고주로 변경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주 유형 선택 해외 광고주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외 광고주’ 유형을 선택합니

다. 

② 광고주 정보 광고주 정보 입력 

해외 광고주는 광고 계정 생성시 모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ㄴ사업자 국가의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광고주의 국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ㄴ사업자 주소는 인보이스 발행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로  

정확한 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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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계정 정보 설정 

광고 계정 이름 및 광고를 집행하고 결제에 사용되는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설정 값에 따라서 광고 집행 및 결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광고 집행 목적과 일치하도록 기본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TIP]  

✓ 국가, 통화, 시간대 설정 값의 경우 광고 집행 및 결제 관련 내용에 연관된 내용으로 계정 생성시 광고 집행 목

적에 맞도록 잘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 국가, 통화, 시간대 설정 등은 최초 생성 이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추가 생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 계정 정보 광고 계정 이름 입력 광고 계정 명을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광고 계정 설정 국가 입력 광고비 결제에 필요한 국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③ 광고 계정 설정 통화 입력 광고비 결제에 필요한 통화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④ 광고 계정 설정 시간대 입력 리포트 및 결제에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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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보(선택) 설정 

광고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네이티브 이미지 타입 광고를 집행 시 필요한 프로필 정보를 미

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광고 프로필 정보는 선택 항목으로 광고 계정 생성자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거나 미입력 상태에서 광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입력 된 경우 광고 계정 생성 완료 후 계정 관리를 통해 추가 및 수정 가능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 프로필 정보 프로필명 프로필명을 19자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② 광고 프로필 정보 프로필 이미지 JPG, PNG 확장자 파일만 가능합니다. (RGB만 가능) 

③ 광고 프로필 정보 프로필 URL 프로필 명에 맞는 프로필 URL를 입력해야 합니다. 

[TIP]  

✓ 광고 프로필 정보는 밴드, 네이버 등의 매체에서 네이티브 이미지 타입 소재를 등록하실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

보입니다.  

✓ 광고 계정에서는 미리 등록해 두면 추후 광고 소재 생성시 자동으로 불러와서 보여지며, 원하실 경우 수정도 가

능합니다. 

✓ 광고 프로필 정보는 광고계정 생성 완료 후 “설정> 광고계정 관리 > 프로필 관리”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

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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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멤버 초대 및 관리 

멤버 초대 및 관리는 ‘마스터’ 권한 레벨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광고 계정 생성시 생성자는 자동으로 ‘마스터’ 권한을 부여 받으며, 부여 받은 마스터 권한을 통해 멤버를 초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멤버 초대하기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멤버 관리 

 

1) 우측 ‘+멤버 초대’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 초대를 시작합니다. 

     

2) 멤버 초대 주의 사항에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멤버 초대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3) 초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E-mail 주소 입력해 주세요. 

①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미 가입자의 경우도 E-mail 주소를 알고 있다면 초대 가능합니다.(단, 초대 사용자

가 해당 메일 주소를 통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멤버 초대 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가입시 입력하신 ‘사용자 ID(E-mail)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로그인시 사용

되는 소셜 ID와 다른 정보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초대해 주세요. 

4) 초대하고자하는 멤버의 권한 레벨을 선택해주세요. 

멤버 권한은 총 4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벨 별로 광고 계정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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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권한 레벨도 제한 없이 부여 가능하며, 마스터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권리를 모두(단, 결제 관련 

내용은 일부 제외됨) 부여하는 내용으로 주의해서 멤버 권한 레벨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① 마스터 : 멤버, 광고, 결제, 리포트 등 계정에 대한 모든 기능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② 운영 관리 : 광고 집행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입니다. 

③ 운영 조회 : 광고 집행 및 리포트 관련 내용을 조회만 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입니다. 

④ 리포트 : 광고 집행에 대한 리포트만 조회 가능한 사용자 권한입니다. 

5) 초대 받은 사용자가 권한을 승인하면 해당 권한 레벨에 맞는 권리로 광고 계정에 접속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멤버 관리하기 

초대 중이거나 초대 완료된 멤버(마스터 포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의 마스터 권한자는 멤버(마스터 포함)의 권한을 해제 하거나, 부여한 권한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권한 레벨 사용자는 멤버 관리에 대한 모두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마스터가 1명 이상인 경우 마스터 권한도 

광고 계정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마스터가 1인인 경우 ‘권한 탈퇴’가 불가합니다.)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멤버 관리 

 

 

2 

1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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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모든 권한 레벨(마스터 포함)은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권한 부여는 해당 광고 계정에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권한 부여하는 멤버의 권한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주의

하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멤버 초대 승인하기 

각 광고 계정으로부터 초대된 내역을 ‘광고 계정 목록’에서 확인하고 승인 및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권한 레벨은 광고 계정에서 멤버를 초대하는 시점에 결정되며, 사용자가 초대 내역을 승인하면 해당 권한이 정상적으

로 부여됩니다. 

멤버 초대 알림(이메일)을 통해 아래 경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직접 광고 플랫폼 접속을 통해 접근도 가능합니다. 

 

 [경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광고 계정 탭 > 관리 버튼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멤버 관리 멤버 초대 버튼 멤버를 초대 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② 멤버 관리 멤버 ID 초대 완료된 멤버의 ID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③ 멤버 관리 권한 레벨 초대 완료된 멤버의 권한 레벨을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④ 멤버 관리 권한 탈퇴 버튼 광고 계정을 탈퇴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본인만 표기) 

⑤ 멤버 관리 권한 수정 버튼 이미 부여된 권한 레벨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⑥ 멤버 관리 권한 해제 버튼 이미 부여된 권한을 해제 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⑦ 멤버 초대 관리 멤버 ID 초대 중인 멤버의 ID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⑧ 멤버 초대 관리 권한 레벨 초대 중인 멤버의 권한 레벨을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⑨ 멤버 초대 관리 취소 버튼 초대 중인 멤버를 취소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⑩ 멤버 초대 관리 권한 수정 버튼 초대 중인 멤버의 권한 레벨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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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광고 계정 탭 > 관리 버튼 클릭 > 초대 받은 광고 계정 

 

 

[TIP]  

✓ 멤버 초대를 거절한 경우에도 다시 초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광고 계정 마스터에게 문의) 

✓ 멤버 초대 승인 이후라도 권한 레벨은 광고 계정 마스터 사용자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멤버는 언제라도 멤버

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단독, 마스터인 또는 결재 담당자인 탈퇴 경우 불가) 

 

3-3 광고 계정 관리 

광고 계정 관리 기능에는 ‘브랜드 관리, 프로필 관리, 광고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광고 집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 광고 계정을 생성하는 시점 또는 해당 메뉴를 통해서 등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브랜드 관리하기 

해당 메뉴를 통해 관리된 브랜드 정보는 캠페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추후 브랜드와 관련된 지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내 정보 팝업 관리 버튼 
내 광고 계정 또는 초대 받은 광고 계정을 관리하는 메뉴

입니다. 

② 초대 받은 광고 계정 광고 계정명(ID) 멤버로 초대한 광고 계정명(ID)을 표기합니다. 

③ 초대 받은 광고 계정 권한 레벨 초대 받은 광고 계정의 권한 레벨을 표기합니다. 

④ 초대 받은 광고 계정 초대 일자 초대 받은 일자를 표기합니다. 

⑤ 초대 받은 광고 계정 관리 멤버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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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브랜드 관리 

 

 

[TIP]  

✓ 브랜드 정보는 광고 계정에 설정된 광고주(사업자) 단위로 관리됩니다. 

✓ 동일 사업자로 등록된 다른 광고 계정에서 등록한 내용도 모두 표기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및 업종 정보가 잘 못된 경우 네이버 관리자를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정보는 각 광고 계정의 캠페인 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브랜드 관리 신규 등록 브랜드를 신규 등록하는 버튼입니다. 

② 브랜드 목록 즐겨 찾기 
해당 계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즐겨 찾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③ 브랜드 목록 브랜드명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의 명칭을 표기합니다. 

④ 브랜드 목록 업종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의 업종을 표기합니다. 

⑤ 브랜드 목록 최종 변경 일시 브랜드를 최종 변경한 일시를 표기합니다. 

⑥ 브랜드 목록 관리 등록된 브랜드를 수정할 수 있는 버튼 목록입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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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등록하기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브랜드 관리 > 신규 등록 버튼 

 

1) 브랜드 관리 메뉴 우측 상단 ‘+신규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브랜드 등록을 시작합니다. 

2) 캠페인에서 사용할 브랜드 명을 입력하고 중복 체크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용할 브랜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입력합니다. (선택) 

4) 해당 브랜드에 대한 업종을 대업종, 세부 업종을 모두 선택합니다. 

5) 모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브랜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3) 프로필 관리하기 

프로필 정보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기본 정보입니다. 

프로필 정보는 광고 계정 생성 또는 아래 관리 메뉴를 통해서 등록 및 수정 관리하실 수 있으며 광고 소재 만들기를 통

해서도 프로필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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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프로필 관리 

 

 

 

 

[TIP]  

✓ 프로필 이미지 사이즈 : 300 x 300px 

✓ 이미지 파일 형식 : JPG, PNG 

✓ 이미지 색상 모델 : RGB(CMYK 지원 불가) 

✓ 최대 용량 : 200KB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프로필 관리 > 정보 변경 클릭 후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프로필 관리 정보 변경 등록 내역 변경 또는 신규 등록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② 프로필 관리 광고 프로필 광고 프로필 및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③ 프로필 관리 프로필 URL 광고 프로필 URL를 등록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④ 프로필 관리 취소 버튼 변경 내용을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⑤ 프로필 관리 저장 버튼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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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계정 관리하기 

1) 광고 계정 정보 및 설정 

광고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계정 및 광고주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로 광고 계정 생성시 설정하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광고 계정 정보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광고 계정 정보 > 정보 변경 버튼 클릭 

 

3 4 

1 2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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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사업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 이후 동일 사업자로 광고 계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로 조회됩니다. 

✓ 동일 사업자의 다른 광고 계정에서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광고 계정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동일 사업자로 생성된 광고 계정이 1개 이상인 경우 각각 수정을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 계정 정보 정보 변경 버튼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② 광고 계정 정보 광고 계정 삭제 광고 계정을 삭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③ 광고 계정 정보 광고 계정 정보 목록 광고 계정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④ 광고 계정 정보 광고주 정보 목록 광고주(사업자) 정보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⑤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취소 버튼 정보 변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⑥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저장 버튼 변경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⑦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광고 계정명 계정 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유 입력) 

⑧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사업자명 

사업자 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후 동일 사업자 광고 계

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조회 됩니다.) 

⑨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대표자명 

대표자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후 동일 사업자 광고 계

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조회 됩니다.) 

⑩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업종/업태 

업종/업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동일 사업자 광고 

계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조회 됩니다.) 

⑪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사업자 주소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동일 사업자 광

고 계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조회 됩니다.) 

⑫ 
광고 계정 정보(정

보 변경 모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동일 사업자 광

고 계정 생성시 최종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조회 됩니다.) 



02. 계정 만들기                                                                                28 / 188 

 

(5) 알림 관리하기 

알림 관리 메뉴에서는 남은 충전금 또는 캠페인 예산 한도 및 광고 그룹 예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알림

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총 충전금 잔액 도달 알림 금액 설정 

관리 계정 또는 광고 계정의 충전금 잔액이 설정 금액에 도달하거나 줄어드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결제 연동된 광고 계정의 경우 관리 계정의 충전금이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하위 광고 계정에서는 충전금 잔액 도달 알

림 금액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위 통합 결제 연동된 관리 계정의 알림 관리 메뉴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

니다.  

 

또한, 알림 관리 값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계정 내 모든 멤버 또는 복수의 수신 대상자에게 알림이 발송될 수 있으

므로 변경 권한을 마스터 사용자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는 멤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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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알림 수신 여부는 로그인 계정 > 설정 > 정보성 알림 수신 항목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캠페인 예산 한도 및 광고 그룹 예산 잔액 알림 금액 설정 

캠페인 예산 한도 및 광고 그룹 예산의 잔액 도달 알림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 잔액 도달 알림 설정 방식

과 동일하며, 관리 계정 단위에서는 설정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관리 계정 

4-1. 관리 계정 만들기 

관리 계정 만들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접속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경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관리 계정 탭 > 관리 버튼 > 관리 계정 목록 

 

[TIP]  

✓ 이미 생성된 관리 계정의 경우도 위 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내 정보 팝업(우측 상단 사용자 ID 영역)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계정만 노출되며, 관리 계정 목록에서는 전체 목록

(사용중지, 사용 불가 상태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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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계정 정보 설정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내 정보 팝업 관리 버튼 내 관리 계정 목록(관리) 이동 버튼 

② 내 정보 팝업 추가 버튼 관리 계정 추가(만들기) 버튼 

③ 관리 계정 목록 관리 계정 만들기 관리 계정 만들기(추가) 버튼 

관리 계정명과 리포트 및 결제 정보에 사용될 정보(국가, 시간대, 통화)만 입력하시면 관리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생

성된 관리 계정과 광고 계정을 연동하면 쉽게 계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TIP]  

✓ 광고 계정을 연동하여 통합 결제가 필요한 경우 ‘국가, 통화, 시간대’를 잘 판단하여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 관리 계정 설정 값(국가, 통화, 시간대)은 계정 생성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수정 필요시 관리 계정을 신규로 

생성해야 합니다.) 

✓ 관리 계정명은 계정을 생성한 이후 관리 메뉴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관리 계정 정보 관리 계정 이름 관리 계정 이름을 5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관리 계정 설정 국가 통합 결제에 필요한 국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③ 관리 계정 설정 통화 통합 결제에 필요한 통화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④ 관리 계정 설정 시간대 리포트 및 결제에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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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멤버 초대 및 관리 

멤버 초대 및 관리는 ‘마스터’ 권한 레벨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관리 계정 생성시 생성자는 자동으로 ‘마스터’ 권한을 부여 받으며, 부여 받은 마스터 권한을 통해 멤버를 초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멤버 초대하기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멤버 관리 

 

1) 우측 ‘+멤버 초대’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 초대를 시작합니다. 

     

2) 멤버 초대 주의 사항에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멤버 초대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3) 초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E-mail 주소 입력해 주세요. 

①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미 가입자의 경우도 E-mail 주소를 알고 있다면 초대 가능합니다.(단, 초대 사용자

가 해당 메일 주소를 통해 광고 플랫폼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멤버 초대 시 성과형 광고 플랫폼 가입시 입력하신 ‘사용자 ID(E-mail)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로그인시 사용되는 

소셜 ID와 다른 정보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초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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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대하고자하는 멤버의 권한 레벨을 선택해주세요. 멤버 권한은 총 4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벨 별로 관

리 계정 및 연동된 광고 계정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마스터 권한 레벨도 제한 없이 부여 가능하며, 마스터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권리를 모두(단, 결제 관련 

내용은 일부 제외됨) 부여하는 내용으로 주의해서 멤버 권한 레벨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① 마스터 : 멤버, 광고, 결제, 리포트 등 계정에 대한 모든 기능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② 운영자 : 연동된 광고 계정에 광고 집행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입니다. 

③ 운영 조회 : 연동된 광고 계정에 광고 집행 및 리포트 관련 내용을 조회만 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입니다. 

④ 리포트 : 연동된 광고 계정에 리포트만 조회 가능한 사용자 권한입니다. 

5) 초대 받은 사용자가 권한을 승인하면 해당 권한 레벨에 맞는 권리로 관리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멤버 관리하기 

초대 중이거나 초대 완료된 멤버(마스터 포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의 마스터 권한자는 멤버(마스터 포함)의 권한을 해제 하거나, 부여한 권한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권한 레벨 사용자는 멤버 관리에 대한 모두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마스터가 1명 이상인 경우 마스터 권한도 

관리 계정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마스터가 1인인 경우 ‘권한 탈퇴’가 불가합니다.)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멤버 관리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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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모든 권한 레벨(마스터 포함)은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권한 부여는 해당 관리 계정에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권한 부여하는 멤버의 권한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주의

하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멤버 초대 승인하기 

관리 계정으로부터 초대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및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권한 레벨은 관리 계정에서 멤버를 초대하는 시점에 결정되며, 사용자가 초대 내역을 승인하면 해당 권한이 정상적으

로 부여됩니다. 

멤버 초대 알림(이메일)을 통해 아래 경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직접 광고 플랫폼 접속을 통해 접근도 가능합니다. 

 

 [경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관리 계정 탭 > 관리 버튼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멤버 관리 멤버 초대 버튼 멤버를 초대 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② 멤버 관리 멤버 ID 초대 완료된 멤버의 ID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③ 멤버 관리 권한 레벨 초대 완료된 멤버의 권한 레벨을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④ 멤버 관리 권한 탈퇴 버튼 관리 계정을 탈퇴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본인만 표기) 

⑤ 멤버 관리 권한 수정 버튼 이미 부여된 권한 레벨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⑥ 멤버 관리 권한 해제 버튼 이미 부여된 권한을 해제 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⑦ 멤버 초대 관리 멤버 ID 초대 중인 멤버의 ID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⑧ 멤버 초대 관리 권한 레벨 초대 중인 멤버의 권한 레벨을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⑨ 멤버 초대 관리 취소 버튼 초대 중인 멤버를 취소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⑩ 멤버 초대 관리 권한 수정 버튼 초대 중인 멤버의 권한 레벨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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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내 정보 팝업 > 관리 계정 탭 > 관리 버튼 클릭 > 관리 계정 초대 현황 관리 

 

 

[TIP]  

✓ 승인을 통해 관리 계정 멤버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 해당 관리 계정과 이미 연동된 광고 계정의 권한도 자동으

로 부여됩니다.(이때, 권한 레벨은 해당 관리 계정에서 부여 받은 권한 레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멤버 초대를 거절한 경우에도 다시 초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관리 계정 마스터에게 문의) 

✓ 멤버 초대 승인 이후라도 권한 레벨은 관리 계정 마스터 사용자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멤버는 언제라도 멤버

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단독, 마스터인 또는 결재 담당자인 탈퇴 경우 불가) 

 

4-3 관리 계정 관리 

관리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로 관리 계정 생성시 설정하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내 정보 팝업 관리 버튼 
내 관리 계정 또는 초대 받은 관리 계정을 관리하는 메뉴

입니다. 

② 관리 계정 초대 현황 관리 관리 계정명(ID) 멤버로 초대 받은 관리 계정명(ID)을 표기합니다. 

③ 관리 계정 초대 현황 관리 권한 레벨 멤버로 초대 받은 권한 레벨을 표기합니다. 

④ 관리 계정 초대 현황 관리 초대 일자 멤버로 초대 받은 일자를 표기합니다. 

⑤ 관리 계정 초대 현황 관리 관리 멤버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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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관리 계정 관리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관리 계정 관리 > 정보 변경 버튼 클릭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관리 계정 정보 정보 변경 버튼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② 관리 계정 정보 관리 계정 삭제 버튼 관리 계정을 삭제하고 싶은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③ 관리 계정 정보 관리 계정 정보 목록 관리 계정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는 내역입니다 

④ 관리 계정 정보(정보변경모드) 취소 버튼 변경된 정보를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⑤ 관리 계정 정보(정보변경모드) 저장 버튼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⑥ 관리 계정 정보(정보변경모드) 관리 계정 이름 계정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0자 이내 자유 입력) 

1 2 3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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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정 연동 

5-1 광고 계정과 관리 계정 연동 

광고 계정과 관리 계정 연동이 가능합니다. 

운영중인 광고 계정이 많은 경우 관리 계정을 생성하여 연동하면, ‘결제, 사용자, 리포트’등을 통합 적으로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광고 계정이 단독으로 있는 직거래 형태의 경우는 광고 계정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에이전시의 경우는 관리 계정을 생성하여 여러 광고 계정을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1) 계정 연동 요청하기(연동 요청할 관리 계정) 

광고 계정과 관리 계정의 연동은 ‘관리 계정’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 계정은 요청된 내용을 승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 계정은 연동하고자 하는 관리 계정의 마스터 멤버에게 본 광고 계정의 멤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서 연동된 관리 계정의 마스터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광고 계정 연동 

 

1) 우측 상단 ‘+광고 계정 초대’ 버튼을 이용하여 초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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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광고 계정 연동 > +광고 계정 초대’ 버튼 클릭 

 

2) 검색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고 검색 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광고 계정을 검색합니다. 

3) 검색된 광고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우측 상태에 ‘권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광고 계정을 초대합니다. 

4) 권한 요청 시 계정 구조상 연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정상인 경우 상태 목록에 ‘연동 중’이라는 내용을 표기합니다. 

5) 연동 요청한 광고 계정에서 연동을 승인하면 광고 계정과 관리 계정이 최종 연동됩니다. 

6) 연동 이후 관리 계정의 멤버는 해당 관리 계정을 통해 연동된 광고 계정에 접속 및 계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TIP]  

✓ 한 광고 계정에 연동할 수 있는 관리 계정 허용 수는 총 5개입니다. 

✓ 한 광고 계정에 관리 계정 연동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연동이 불가합니다. 

꼭 관리 계정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광고 계정에서 다른 관리 계정을 해제해야 추가 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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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연동 요청 취소하기(연동 요청한 관리 계정) 

연동 요청한 내용은 연동이 승인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전에 요청한 광고 계정에서 연동을 승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연동 현황을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광고 계정 연동 > 광고 계정 연동 현황 관리 

 

1) 광고 계정 연동 현황 관리 화면에서 연동 관리 목록에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광고 계정에 연동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 승인 상태인 경우 바로 연동이 취소됩니다. 

3) 취소 이후 재 요청이 필요한 경우 ‘+광고 계정 초대’를 통해 다시 광고 계정에 연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계정 연동 승인하기(요청 받은 광고 계정) 

관리 계정에서 연동 요청한 내용을 광고 계정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한 관리 계정(관리 계정과 연동된 상위 관리 계정)의 마스터에게 해당 광고 계정에 대한 멤버 관리(초대, 권

한 수정, 해제 등) 권한을 부여 할지를 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 관리 가능여부 권한에 따라서 연동된 관리 계정의 마스터의 역할 권한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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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관리 계정 연동 현황 관리 > 승인 버튼 클릭 시 

 

1) 연동 요청 받은 광고 계정의 ‘관리 계정 연동 현황 관리’ 목록에 연동 요청한 관리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동 관리 목록에 있는 ‘승인 / 거절’ 버튼을 이용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 설정 항목과 계정 연동에 대한 동의 항목’이 노출됩니다. 

4) 본 광고 계정에 대한 멤버 관리 여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① 관리 가능 : 관리 계정 마스터에게 본 광고 계정에 대한 멤버 관리 권한(멤버 초대, 권한 레벨 수정, 권한 해제)을 

부여하는 항목입니다. 

② 관리 불가 : 관리 계정 마스터의 경우라도 본 광고 계정에 대한 멤버 관리 권한(멤버 초대, 권한 레벨 수정, 권한 해

제)을 부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5) 관리 계정 연동에 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한 후 동의 체크 여부를 결정합니다.(미 동의 시 연동 불가) 

① 관리 계정이 연동되면 해당 관리 계정의 모든 멤버가 본 광고 계정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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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정에서의 접근 및 권한은 관리 계정에서 부여 받은 권한 레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관리 계정에서 부여 받은 권한 레벨에 따라 본 광고 계정에서 다른 멤버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광고 운영, 결제 권한, 멤버 초대 등 모든 관리 및 운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 계정을 연동합니다. 

(4) 계정 연동 관리하기(광고 계정 / 관리 계정) 

계정 연동 관리 메뉴를 통해 연동 권한을 수정(광고 계정만 가능)하거나 연동을 해제(광고 계정/관리 계정 모두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관리 계정 연동 목록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광고 계정 연동 > 광고 계정 연동 목록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정보 관리 계정 연동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②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수정 버튼 광고 계정 멤버 관리 권한을 재 수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③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해제 버튼 
관리 계정과 연동을 해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ㄴ통합 결제가 연동된 경우 연동 해제가 불가합니다.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광고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정보 광고 계정 연동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② 광고 계정 연동 목록 연동 해제 버튼 
광고 계정과 연동을 해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ㄴ통합 결제가 연동된 경우 연동 해제가 불가합니다.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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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리 계정과 관리 계정 연동 

관리 계정과 관리 계정 연동이 가능합니다. 

운영중인 관리 계정이 많은 경우 관리 계정을 생성하여 상위 및 하위 관리 계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 관리 계정에서는 하위 관리 계정과 연동된 광고 계정의 ‘결제, 사용자, 리포트’등을 통합 적으로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에이전시의 경우 팀 별 관리 계정을 운영한다면, 재무 역할로 관리 계정을 만들어 상위 관리 계정으로 연동하

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1) 계정 연동 요청하기(연동 요청할 관리 계정) 

관리 계정과 관리 계정의 연동은 ‘상위 관리 계정’에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동 전에는 상위 관리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 계정에 연동을 요청하는 순간 요청한 관리 계정이 상위 관

리 계정이 되며 연동 요청 받은 관리 계정이 하위 관리 계정으로 구성됩니다.(관리 계정은 구조에 따라서 ‘상위/하위’ 관

리 계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1) 우측 중간 ‘하위 관리 계정 연동 요청’ 버튼을 이용하여 연동 요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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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하위 관리 계정 연동 요청 버튼 클릭 

 

2) 검색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고 검색 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 계정을 검색합니다. 

3) 검색된 관리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우측 상태에 ‘권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 계정을 연동 요청합니다. 

4) 권한 요청 시 계정 구조상 연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정상인 경우 상태 목록에 연동 중이라는 문구를 표기합니다. 

5) 연동 요청한 광고 계정에서 연동을 승인하면 광고 계정과 관리 계정이 연동됩니다. 

6) 연동 이후 관리 계정의 멤버는 해당 관리 계정을 통해 연동된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연등이 승인되면 요청한 관리 계정은 상위 관리 계정이 되고, 요청을 승인한 관리 계정은 하위 관리 계정이 됩니다. 

8) 이미 상위 관리 계정이 된 경우에도 다른 상위 관리 계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TIP]  

✓ 한 관리 계정에 상위 관리 계정 연동은 1개만 연동 가능하며 추가 연동 불가합니다. 

✓ 한 관리 계정에 하위 관리 계정 연동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상 관리 계정 포함 상위/하위로 연동할 수 있는 계층 구조는 최대 6개입니다. 

(예> 관리 계정 1 → 관리 계정 2 → 관리 계정 3 → 관리 계정 4 → 관리 계정 5 → 관리 계정 6) 

 

(2) 계정 연동 요청 취소하기(연동 요청한 관리 계정) 

연동 요청한 내용은 연동이 승인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전에 요청한 관리 계정에서 연동을 승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계정 연동 현황을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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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관리 계정 연동 현황 관리 

 

1) 관리 계정 연동 현황 관리 화면에서 연동 관리 목록에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관리 계정에 연동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 승인 상태인 경우 바로 연동이 취소됩니다. 

3) 취소 이후 재 요청이 필요한 경우 ‘하위 관리 계정 연동 요청’을 통해 다시 광고 계정에 연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계정 연동 승인하기(요청 받은 관리 계정) 

상위 관리 계정에서 연동 요청한 내용을 하위 관리 계정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한 상위 관리 계정(상위 관리 계정과 연동된 추가 상위 관리 계정 포함)의 마스터 및 멤버에게 해당 관리 계

정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권한이 부여됩니다. 

[경로] 대상 관리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상위 관리 계정 연동 > 승인 버튼 클릭 시 

 

1) 연동 요청 받은 관리 계정의 ‘상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에 연동 요청한 관리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동 관리 목록에 있는 ‘승인 / 거절’ 버튼을 이용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연동에 대한 동의 항목’이 노출됩니다. 

4) 상위 관리 계정 연동에 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한 후 동의 체크 여부를 결정합니다.(미 동의 시 연동 불가) 

① 상위 관리 계정이 연동되면 해당 관리 계정의 모든 멤버가 본 관리 계정(연동된 하위 광고 계정 포함)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때 본 관리 계정 및 연동되어 있는 하위 광고 계정에서의 접근 및 권한은 상위 관리 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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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여 받은 권한 레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상위 관리 계정에서 부여 받은 권한 레벨에 따라 본 관리 계정(연동된 하위 광고 계정 포함)에서 다른 멤버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광고 운영, 결제 권한, 멤버 초대 등 모든 관리 및 운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상위 관리 계정을 연동합니다. 

 

(4) 계정 연동 관리하기(상위 / 하위 관리 계정) 

계정 연동 관리 메뉴를 통해 연동 권한을 수정(광고 계정만 가능)하거나 연동을 해제(광고 계정/관리 계정 모두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대상 광고 계정 > 설정 > 권한 관리 > 관리 계정 연동 > 관리 계정 연동 목록 

 

 

NO 대메뉴 소메뉴 설명 

① 상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정보 상위 관리 계정 연동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② 상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거절 버튼 상위 관리 계정 연동 요청을 거절하는 버튼입니다. 

③ 상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승인 버튼 

상위 관리 계정 연동 요청을 승인하는 버튼입니다. 

ㄴ 계정이 연동되면 해제 버튼이 노출됩니다. 

ㄴ 해제의 경우 통합 결제 연동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④ 하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요청 버튼 하위 관리 계정 연동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⑤ 하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정보 하위 관리 계정 연동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⑥ 하위 관리 계정 연동 목록 연동 해제 버튼 
하위 관리 계정을 해제하는 버튼입니다. 

ㄴ 해제는 통합 결제 연동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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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광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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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페인 만들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관리의 기본 단위는 '광고 계정'이며, '광고 계정' 하위에 복수의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에는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각각의 광고 그룹은 마찬가지로 여러 광고 소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광고 목적을 설정하는 단위로, 타겟팅을 설정하는 광고 그룹과 크리에이티브를 정의하는 광고 소재를 관리하

는 단위입니다. 캠페인 단위에서는 목적 외에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 정보와 웹사이트 또는 앱 정보, 캠페인 예산 한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캠페인 만들기를 시작으로 광고 그룹과 광고 소재를 순서대로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

며 각 단위의 필수 정보가 모두 등록되면 완성됩니다. 또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별 생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 별 성과 향상과 안정적인 광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정당 등록 가능 캠페인 수, 광고 그룹 수, 

광고 소재 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혹, 같은 광고 소재 또는 유사도가 높은 광고 소재를 다량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있으나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광고 성과를 높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다양한 타겟팅 설정과 

게재 위치 별, 또는 입찰 전략 별로 광고 그룹을 나누고 광고 이미지와 문구가 서로 다른 유일한 광고 소재를 적절히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광고 계정 내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적절히 등록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계정 
광고 계정 

(브랜드) 

1: N 

캠페인 1 캠페인 2 

광고 그룹 1 광고 그룹 2 

광고 소재 2 광고 소재 1 

1: N 

1 : N 

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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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정당 등록 가능한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수> 

항목 등록 가능 개수 

계정당 캠페인 최대 10,000 개 (삭제된 캠페인 제외) 

계정당 광고 그룹 최대 10,000 개 (삭제된 광고 그룹 제외) 

계정당 광고 소재 최대 10,000 개 (삭제된 광고 소재 제외) 

캠페인당 광고 그룹 최대 200 개 (삭제된 광고 그룹 제외) 

광고 그룹당 광고 소재 최대 100 개 (삭제된 광고 소재 제외) 

일간 소재 생성 수 최대 500 개 (삭제된 광고 소재 포함) 

만약, 장기간 광고 운영을 통해 광고 계정 내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등록 개수가 제한 개수에 도달하거나 초과

한 경우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등록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를 삭제하시면, 신규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항목은 다시 복구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나, 과거 집행 성과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간 소재 생성 수’는 하루 동안 등록 가능 소재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과 달리 삭제된 항목도 포함하여 집

계됩니다. 즉, 오늘 하루동안 500개의 소재를 생성하고, 1개 소재를 삭제하였더라도 신규 소재 생성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하루가 지난 다음날 다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페인 및 광고 소재 등록 시 업종별 주의 사항으로 미리 확인 후 등록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부 업종이나 집행 조건에 따라 광고 운영에 제한 사항은 “네이버 DA 집행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고객 문

의’ 메뉴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및 광고 소재 등록 시 업종별 주의 사항]  

✓ '건강/의료, 금융' 관련 업종의 경우, '네이버' 매체 집행 시 고지 문구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공포영화, 결혼중개업체, 연애/데이팅’ 업종이나 '다이어트' 업종은 소재 내용에 따라 검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배/주류/성인’ 등의 성인 업종인 경우 반드시 광고 그룹에서 ‘성인 타겟팅’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 성인 타겟팅 설정 시 게재 지면에 따라 ‘연령/시간 타겟팅’ 또는 ‘연령 타겟팅’이 적용되며, 성인 타겟팅 구간 

내에서는 연령이나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① 네이버 > 스마트채널 또는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설정 시 : ‘연령 및 시간 타겟팅’ 적용 

② 그 외 게재 위치 설정 시 : ‘연령’ 타겟팅 적용 

✓ 성인 업종과 성인 외 업종은 동일 광고 그룹에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 성인 타겟팅 설정이 필요한 성인 업종에서 성인 타겟팅 미설정 시 소재 검수자에 의해 등록하신 소재가 반

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정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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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 캠페인 만들기 

광고 계정 > 광고 관리 > [캠페인 만들기] 버튼 클릭하면 새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만들기에서는 캠페인 목적, 대표 URL, 브랜드/업종 정보를 설정하고, 캠페인 이름과 예산 한도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캠페인 목적은 광고 집행 중 변경 시 과금 타입과 소재 단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제한하고 있

으니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1) 캠페인 목적 

캠페인 목적은 광고주님의 광고 운영 목적을 설정하는 옵션으로, 목적에 따라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설정 방식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집행을 통해 원하는 성과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1) 웹사이트 전환: 사이트 방문 후, 전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웹사이트 트래픽: 사이트 방문을 유도합니다. 

3) 앱 설치: 앱 설치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4) 동영상 조회: 동영상 노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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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URL은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 브랜드의 사이트 주소를 의미하며, 광고주 및 브랜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로 입력 받고 있으며 광고 전송 제어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수로 입력이 필요하며, 유효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URL을 입력하시는 경우 광고 소재 검수가 보류되거나, 집행중인 광고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대표 URL 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의 사항은 놓치기 쉬운 실수들로 등록 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고 소재에 등록하는 광고 URL을 대표 URL 필드에 입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 

사이트 주소와 광고 URL 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 URL 검수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는 URL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목적이 ‘앱 설치’인 경우에는 대표 URL 외 마켓 별 설치 URL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광고주 본인의 브랜드 사이트 URL을 입력하거나, 없을 경우 공식 홈페이지 URL 을 입력해 주세요. 

✓ 유효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URL인 경우 광고 소재 검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운영중인 광고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URL 끝에 슬래쉬(/) 기호 또는 index, home 페이지 주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거해 주세요. 

✓ 광고 URL 은 광고 소재에서 등록해 주세요. 

✓ 단축 URL, 3rd-Party 제공 URL, 리다이렉트 URL 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승인받은 대표 URL을 전환 추적 대상으로 신청하여 설치 완료 후 ‘ON’하신 경우 전환 추적 및 전환 최적화

가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대표 URL이 전환 추적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재에 등록된 광고 URL이 전환 추적 대

상이어도 전환이 추적되지 않습니다. 

✓ 전환 추적 및 전환 캠페인 사용 시, 대표 URL은 전환 추적의 단위입니다. 전환 캠페인은 대표URL에 설치된 

전환 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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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URL 은 비필수 항목이며, 대표 URL 과 같이 광고주 및 브랜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입력 받고 있으

며 광고 전송 제어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설치 URL에 등록해 주신 URL 은 실제 광고를 클릭

하였을 때 랜딩 되는 URL 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TIP 내용을 참고하여, 각 마켓의 설치 URL 주소를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 별 설치 URL 은 다음과 같이 등록해 주세요. 

[TIP]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package_name> 

플레이 스토어 내 광고주 앱 상세 페이지의 주소에 <package_name> 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http://apps.apple.com/<country>/app/id<app-ID>?mt=8 

http://apps.apple.com/%3ccountry%3e/app/id%3capp-ID%3e?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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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업종 

광고 집행 및 성과 리포트 확인을 위해 브랜드/업종 정보를 설정합니다. (필수 입력) 브랜드/업종 정보를 설정하시면 성

과 리포트에서 브랜드와 업종 필터 옵션을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브랜드/업종이 없을 경우 ‘브랜드 설정하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설정 > 광고 계정 관리 > 브랜드 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새 브랜드/업종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앱 스토어 내 광고주 앱 상세 페이지의 주소에 <app-ID> 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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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페인 예산 

캠페인 예산은 캠페인에 등록된 광고 그룹들의 전체 광고 기간동안 누적된 소진 비용 합이 캠페인 예산 한도를 초과하

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겟 대상에게 광고가 전송되어 캠페인 예산 도달 이후 노출되는 경우 

예산을 일부 초과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은 한도 설정 기능으로 광고 그룹 예산 설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개별 광고 그룹의 예산을 캠페

인 예산보다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 A에 광고 그룹 ‘가’, ‘나’, ‘다’ 3개에 각각 100만원씩 예산 설정 후, 캠페인 예산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고, 경쟁 상태나 광고 효율에 따라 광고 그룹별로 다른 광고비 소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 광고 

그룹의 광고비는 ‘가’는 99만원, ‘나’는 71만원, ‘다’ 는 31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와 ‘다’는 광고 그룹 예산이 100만

원으로 설정되었지만, ‘가’, ‘나’, ‘다’ 3개 광고 그룹들의 총 광고비 합이 캠페인 예산 한도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 전송을 멈추도록 동작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황이나 예산, 입찰가, 게재 타

입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부 초과 소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략을 수립하실 때 좀 더 안전한 금액으

로 설정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2. 기존 캠페인 불러오기 

유사한 내용의 캠페인을 생성할 때 ‘기존 캠페인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광고 계정 내 ‘삭제’ 되지 않은 캠페인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하위 광고 그룹과 광고 소재를 모두 함께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각 단위 별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반복 입력하는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광고 관리 대시보드의 조회 기간은 '최근 7일(오늘 포함)'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캠페인 목록의 '총비용' 

값은 조회 기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때문에 캠페인의 전체 기간에 해당되는 '총비용' 이 캠페인 예산 한

도에 거의 도달한 경우 광고 그룹 설정 상태와 광고 경쟁 상황에 따라 노출 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 한도를 설정하신 경우 광고 집행 기간 전체 기간 기준으로 '총비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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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그룹은 캠페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고 게재 위치와 타겟 대상을 설정하고,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단위로, 오

디언스 설정, 디바이스 및 게재 위치, 입찰 및 예산, 게재 일정 및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운영이 시작되

면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으며, 변경 시 광고 소재와 달리 별도의 검수를 진행하지 않

습니다. 단, 시작 일시 등 일부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 새 광고 그룹 만들기 

캠페인 만들기를 진행중이었다면, 캠페인 만들기 페이지에서 [다음] 버튼 클릭 시 연결된 광고 그룹을 이어서 생성할 

수 있으며, 광고 계정> 광고 관리> 캠페인 대시보드 화면에서 [광고 그룹 만들기] 버튼 클릭 시 새 광고 그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은 광고 그룹 이름, 오디언스 설정, 디바이스 및 게재 위치, 입찰 및 예산, 게재 일정 및 방식, 타겟 도달 범

위 등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오디언스 설정 

오디언스 설정은 광고 타겟팅 옵션으로 맞춤 타겟, 데모 타겟, 상세 타겟, 성인 업종 타겟팅 등이 제공됩니다. 

 

1) 맞춤 타겟 

맞춤 타겟은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거나 접한 적이 있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기능으로, 고객 

파일, MAT 타겟, 유사 타겟 등을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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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타겟 소스는 광고 그룹에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타겟 관리 메뉴에서 미리 타겟 소스를 생성하신 후 

타겟 모수가 확인될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 불러오기 에서는 사용 가능 상태인 타겟 소스만 선택 가능하며, ‘준비중’ 상태인 경우에는 타겟 모수 조회 완

료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모수가 2,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맞춤 타겟 설정은 가능하나 ‘포함(타겟팅)’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타겟 소스 준비 

맞춤 타겟에 사용 할 타겟 소스는 도구 > 타겟 관리 메뉴에서 유형별로 미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타겟 모수

를 계산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 표시되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고 집행 전 미리 필요한 타겟 소스를 생성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고객 파일은 광고주가 직접 수집한 고객들의 광고 식별자 목록을 직접 업로드하여 생성 한 타겟 소스이며, MAT 타겟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연동 된 MAT 업체로부터 Postback 수집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벤트와 수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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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건을 달리하여 생성한 타겟 소스입니다. 유사 타겟은 미리 생성된 고객 파일, MAT 타겟 을 SEED로 삼아 포함

된 식별자의 대상과 유사한 행동 패턴과 성향을 찾아 타겟 그룹을 구성하는 타겟 소스입니다.  

② 타겟 소스 별 포함/제외 설정 

선택된 타겟 소스는 맞춤 타겟 설정 목록에 추가되어 표시되며, 타겟 소스 별로 포함(타겟팅) 또는 제외(디타겟팅)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단, ‘포함’ 과 ‘제외’ 설정된 타겟 소스가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포함’ 설정된 타겟 소스의 식별

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선출되고, 그 외 오디언스(식별자)에는 광고가 선출되지 않으므로, ‘제외’ 설정된 타겟 소스를 추

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타겟 모수가 2,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타겟팅)’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겟 모수가 충분한 타겟 소

스로 교체해 주시거나, MAT 타겟인 경우 타겟 모수가 2,000 개 이상이 되도록 타겟 설정(이벤트, 수집 기간 등)을 변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 으로 설정된 타겟 소스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경고가 표시될 수 있으며, 해당 타겟 소스는 

광고 집행 중 타겟팅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타겟 소스를 제거해 주시거나, 충분한 모수가 확보 된 다

른 타겟 소스를 등록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그룹 내 ‘포함’ 으로 설정된 모든 타겟 소스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광고 

그룹의 상태는 ‘맞춤 타겟 모수 부족’ 으로 표시되며, 광고 그룹 대시보드 상단에 얼럿바가 표시되며, 정보성 알림 설정

을 수신으로 설정하신 경우 알림 메일 및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설정된 타겟 소스의 모수가 갱신 후 유효

한 광고 식별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더 이상 타겟팅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광고 그룹은 맞

춤 타겟으로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타겟팅 집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타겟 모수가 충분한 타겟 

소스로 교체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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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타겟 모수는 해당 타겟 소스를 설정 한 광고가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규모를 안내드리기 위한 참고 정보

이며, 실제 광고 집행시에는 직접 등록하였거나 MAT 업체를 통해 수집된 타겟 소스가 타겟팅 정보로 최대

한 사용됩니다. 

- 타겟 모수는 타겟 소스 별로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수집된 지 오래 된 고객 파일의 경우 타겟 모수

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최신 데이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타겟 소스를 광고 그룹 > 맞춤 타겟 설정 시 실제 광고에 반영되기까지 약 1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

로, 운영 중인 광고에 맞춤 타겟을 설정하시는 경우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정할 타겟 소스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인 경우 ‘포함(타겟팅)’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포함’ 설정된 타겟 소스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타겟팅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타겟 모수가 충분한 타겟 소스로 변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정된 타겟 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라면 ‘포함’ 설정된 모든 타겟 소스의 모수가 2,000 미만이 되는 경우 얼럿이 표시되고, 타겟팅 집행이 

중지됩니다. 1개 이상의 ‘포함’ 설정된 타겟 소스의 모수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타겟 소스를 통해

서는 타겟팅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맞춤 타겟은 대상 오디언스의 광고 식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모바일 앱 등)에서 동작하므로, 광고 식

별자 확인이 되지 않는 웹 브라우저 환경 등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광고 식별자가 복수의 타겟 소스에 등록되어 있고, 각각 ‘포함’ 과 ‘제외’로 배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식별자는 ‘제외’로 처리됩니다. (타겟팅 되지 않음) 

- 맞춤 타겟을 통해 타겟 대상을를 특정하여 타겟팅 설정을 하였더라도, 동일 오디언스에 대해 여러 광고가 

경쟁을 통해 노출 기회를 갖게 되므로, 타겟 모수의 절대량이 많더라도 반드시 노출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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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모 타겟 

데모 타겟은 타겟 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활용한 타겟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① 성별  

광고 타겟 대상의 성별을 설정합니다. 여자와 남자를 타겟팅 할 수 있으며, 전체를 타겟팅 하려면 ‘비해당자 포함’ 항목

을 함께 선택해 주세요. 성별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직접 등록한 정보 또는 시스템에 의해 추정 된 성별 정보에 근거해 

제공되며, 추정 성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② 연령 

광고 타겟 대상의 연령을 설정합니다. “14~18세”부터 5~6세 연령 구간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항목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연령은 만나이 기준이며, 만 14세 미만의 사용자에게는 타겟팅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성인 타겟팅 옵션을 설정한 경우 “14~18세”, “비해당자 포함” 옵션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사용자가 서비스

에 직접 등록한 정보 또는 시스템에 의해 추정 된 연령 정보에 근거해 제공되며, 추정 연령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③ 지역 

사용자의 디바이스 IP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설정된 타겟 지역과 일치하는 경우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 디바이스 설정 및 상태, 통신사 기지국,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제공된 IP 정보가 현재 위치가 아

니거나 유효하지 않는 경우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G/LTE 망에서 사용되는 IP 정보는 현재 

위치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하여, 집이나 회사 등 상대적으로 현재 위치 판단이 용이한 IP 정보를 활용하여 타겟팅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 목록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2단계 지역(도 > 시/군, 시 > 구)으로 설정하실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며, 1개 또는 여러 지역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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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타겟 

상세 타겟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의도를 추정합니다. 

관심사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분야, 흥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를 타겟팅 하는 것이며, 구매 의

도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 사용자를 타겟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캠페인 목적에 따라 적절한 타겟팅 전략을 선택하여, 광고에 관심 또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한정하여 광

고가 노출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고객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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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 타겟팅 (연령 제한 업종 설정) 

일부 업종의 경우 성인 타겟팅 설정이 필수로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하며, 성인 타겟팅 옵션이 설정된 광고 그룹은 설

정 해제가 불가합니다.  

성인 타겟팅 설정 시 연령 타겟은 19세 이상으로 설정되며, ‘네이버’ 매체 하위 “스마트채널” 또는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게재 위치를 포함하는 경우 상세 일정 설정도 주간 시간은 설정 불가로, 22:00 ~ 익일 06:59 시간으로 함께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연령 타겟은 19~24세 이상 연령 구간에서, 상세 일정은 22:00 ~ 익일 06:59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

합니다.  

<설정 제한 케이스> 

- 성인 타겟 설정 + ‘네이버 > 스마트채널’ 또는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포함 시 : 연령 타겟 및 상세 일

정 제한 

- 성인 타겟 설정 + 그 외 게재 위치 설정 시 : 연령 타겟 제한 

[주의사항]   

- 상세 타겟에서 관심사, 구매 의도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두 타게팅 옵션 간의 타겟 모수 설정 방식

을 포함(합집합) 또는 일치(교집합)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관심사 또는 구매의도 카테고리만 선택한 경우 해당 카테고리 내의 포함(합집합)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 상세 타겟을 성별, 연령 등 다른 타겟팅 옵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타겟 도달 범위가 너무 작아져 광고 효

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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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바이스 및 게재 위치 

1) 디바이스 타겟 

디바이스 타겟은 광고를 본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PC와 모바일로 구분하여 타겟팅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

우 ‘Android’ 와 ‘iOS' 별로 추가 설정을 지원합니다.  

디바이스 타겟 옵션은 캠페인 목적 및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 설치’ 또는 ‘동영상 조회’ 

캠페인 목적인 경우 PC 설정이 불가하며,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설정 가능한 기기 항목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네이

버 > 스마트채널’ 또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게재 위치는 PC 광고 소재가 노출될 수 있는 지면을 포함하

고 있지 않으므로 PC 설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기기 

광고 타겟 대상의 접속 환경(사이트 또는 앱)에 맞는 기기 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물리적인 PC 

장치와 모바일 장치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어,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해당 기기를 대표하는 물리적인 장치에서 다른 기기 

타입의 소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설정은 PC와 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이나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PC’ 기기 설정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C’ 항목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재 위치 변경 시 기기 설정 값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설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② 모바일 운영체제 

모바일 OS 타겟 설정의 경우, Android 또는 iOS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를 본 사용자의 OS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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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PC 기기에 대해서는 OS 타겟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2) 게재 위치 

게재 위치는 광고가 전송되어 노출될 수 있는 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 및 서비스 지면의 특성과 광고 운영 효율

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되고 있으며, 운영 중 신규 매체 및 지면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

습니다.  

게재 위치는 네이버, 네이버 패밀리 매체 등 매체 그룹 별로 설정 가능하며, 각각의 매체 그룹 하위에는 ‘스마트채널’, 

‘배너 영역’, ‘피드 영역’ 등으로 하위 게재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재 위치는 단독으로 

설정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게재 위치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광고 운영 중에도 게재 위치는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소재 별로 소재 타입이나 검수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게재 위치에서는 노출이 제한되거나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소재 별로 ‘노출 가능 게재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내 사항]  

- PC/모바일 기기 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하시고자 하는 경우 광고 그룹 별로 디바이스 타겟을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동일 광고 그룹에서 PC/모바일 기기를 동시에 타겟 설정한 경우 동일한 입찰가 또

는 입찰 전략 방식으로 광고가 집행됩니다. 

- 광고를 본 사용자의 디바이스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디바이스 타겟팅이 정상적

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정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일치하는 타겟 

조건에 맞는 광고를 전송합니다.  

- 모바일의 경우 Android, iOS 외 운영체제 타겟 설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PC 환경의 경우 개별 운영체제 타

겟 설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환경을 설정했더라도, 디바이스 별 노출 가능한 광고 소재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디

바이스 환경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PC 또는 모바일 광고 소재를 운영중인 상태에서, 다른 

디바이스 환경을 추가로 타겟 설정하더라도, 해당 광고가 즉시 추가된 디바이스 환경으로 노출되지 않습니

다. 추가 설정된 디바이스 환경에 광고를 노출하려면, 해당 디바이스 환경에서 노출 가능한 광고 소재를 새

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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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위치 별 노출 가능 영역 및 소재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재 위치 별 광고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는 ‘노출 영역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제 등록하신 광고의 

노출 형상은 소재 대시보드에서 “기기에서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위치 설명 

네이버 > 스마트채널 • 네이버 모바일 환경의 메인 뉴스/연예/스포츠 판 최상위에 노출 

• 이미지 배너형 광고 소재로 집행 가능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 네이버 모바일과 PC 메인 뉴스/연예/스포츠/웹툰 등 주요 판에 노출 

•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형 광고 소재로 집행 가능 

네이버 > 배너 영역 

> 서비스 통합 

• 뉴스/연예/스포츠/카페/웹툰/지식인/블로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의 모바일과 PC 지면에 노출  

•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형 광고 소재로 집행 가능 

네이버 > 피드 영역 • 네이버 카페 서비스 모바일 새글 피드 지면에 노출 

• 네이티브 이미지 피드형,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형 소재로 집행 가능 

네이버 패밀리 매체 

> 스마트채널 

• 밴드 앱 홈/새소식/채팅 등 네이버 패밀리 매체 최상위 지면에 노출 

• 이미지 배너형 광고 소재로 집행 가능 

네이버 패밀리 > 피

드 영역 

• 밴드 앱 새글 피드 등 네이버 패밀리 매체 피드 지면에 노출 

• 네이티브 이미지 피드형, 이미지 배너형 광고 소재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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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예산 

[주의 사항]  

- 네이버 또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등의 단위로 입찰가를 개별 설정하시려면, 게재 위치 별로 광고 그룹을 분

리하여 생성, 운영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광고 그룹의 입찰가는 선택하신 모든 게재 위치에 공통 적용되며, 동일 광고 그룹 내에서는 게재 위치 별 

입찰가 조정이 불가하니 주의해주세요. 

- 게재 위치 별 소재 검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동일 소재라도 게재 위치에 따라 소재 검수 결과가 다르거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업종’ 정보는 네이버 성과형 DA 전 지면 대상, 광고 게재를 위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게재 위치 변경 시 디바이스 타겟 설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후 설정 가능한 디바이스 타겟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노출 위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재 위치 단위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여, 게재 위치 하위 상세 

지면 단위 또는 특정 매체 별로 설정할 수 없으며, 운영 중 신규 매체 및 지면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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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은 광고 그룹 단위로 입찰 전략, 비용 관리 옵션, 청구 기준, 일 예산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성과형 광고 플랫폼은 실시간 입찰형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주가 설정한 입찰 전략 및 예산을 고려하

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여려 광고들과의 경쟁 상황을 확인, 타겟 대상에게 광고 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

양한 조건과 경쟁 상황에 따라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시보드와 리포트 메뉴를 통해 광고 집행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전략 

성과형 광고 플랫폼에서는 캠페인 목적과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 전환 수 최대화 자동 입찰, 클릭 수 최대화 자동 입

찰, 수동 입찰의 세 가지 방식 중 한가지로 입찰 전략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동 입찰 설정 시 정해진 한도 금액 및 설

정된 예산 내에서 입찰가를 자동으로 관리하며, 캠페인 목적에 해당하는 결과를 최대화합니다. 수동 입찰 설정 시, 개

별 입찰가를 직접 설정 가능합니다. 

전환 수 최대화 자동 입찰은 웹사이트 전환 목적에서 선택 가능하며, 클릭 수 최대화 자동 입찰은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목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수동 입찰은 웹사이트 전환을 제외한 모든 캠페인 목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입찰 전략 비용 관리 청구 기준 

웹사이트 전환 전환 수 최대화 자동 입찰 입찰가 한도 없음, 입찰가 한도 CPM 

웹사이트 트래픽 
클릭 수 최대화 자동 입찰 입찰가 한도 없음, 입찰가 한도, 비용 한도 CPC 

수동 입찰 - CPC,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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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클릭 수 최대화 자동 입찰 입찰가 한도 없음, 입찰가 한도, 비용 한도 CPC 

수동 입찰 - CPC, CPM 

동영상 조회 수동 입찰 - CPV 

 

 

광고 운영 경험이 많고, 광고주 스스로 입찰가를 설정하여 운영하시기 원하신다면 수동 입찰 방식을 선택하여 설정하

실 수 있고, 직접 입찰가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자동입찰을 통해 최적의 입찰가를 확인하여 운영하시고자 하

는 경우 자동 입찰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이 웹사이트 트래픽일 경우, 전환 수 최대화 자동 입찰만 선택 가능하며, 청구 기준은 CPM입니다. 입찰가 

한도 없음이 기본 설정이나, 입찰가 한도를 CPM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클릭 수 최대화 자동 입찰은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목적일 때 사용 가능하며, 청구 기준은 CPC입니다. 입찰가 한

도 없음이 기본 설정이나, 입찰가 한도 또는 비용 한도를 CPC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입찰 전략 목적 및 특징 

클릭 수 최대화 • 자동으로 입찰가를 관리하되, 광고 그룹 내 소재들의 클릭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영상 조회 목적을 제외한 모든 캠페인 목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수 최대화 • 자동으로 입찰가를 관리하되, 광고 그룹 내 소재들의 전환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웹사이트 전환 목적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수 최대화 입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고계정 > 도구 > 전환추적관리 에서 전환 

추적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환 수 최대화 입찰전략은 최적화를 위해 광고 실행 이후 1 주 내 50 회의 전환수가 

필요합니다. 

• 입찰 및 예산 관련 설정값을 변경 시 학습은 초기화 되며, 광고 효율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겟팅은 단순하게 설정해주세요. 전환 최대화 자동입찰은 머신러닝으로 예측 전환율이 

높은 잠재고객을 구분하므로, 과도한 타겟팅 설정 시, 오디언스를 좁게 만들어 노출 및 

최적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적화를 위해 한 개의 광고 그룹 내 소재는 5 개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수동 입찰 • 입찰가를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2) 비용 관리 옵션 및 청구 기준 

자동 입찰 설정 시 입찰가는 경쟁 상황, 오디언스 설정, 예산, 한도 옵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에서 자동으

로 설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입찰 선택 시, 선택 가능한 비용 관리 옵션은 입찰가 조정의 기준에 따라 입찰가 한도, 비용 한도, 입찰가 한도 

없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 관리 옵션 별 목적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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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리 옵션 목적 및 특징 

입찰가 한도 없음 • 캠페인 목적에 따른 결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별도의 한도 없이 입찰가를 

완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머신러닝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찾도록 작동합니다. 

• 결과 당 비용의 최소화보다, 목표 성과(클릭, 전환 등)의 최대화를 의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 한도 없음 사용 시 정해진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별 예산’ 이상으로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입찰가 한도 • 캠페인 목적 및 입찰 전략에 따라 입찰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되, 개별 입찰가의 한도를 

정해 한도 이하로만 입찰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자동 입찰을 통해 최적화 하되, 입찰가의 상한을 직접 관리하려고 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에 보고되는 실제 클릭 당 비용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로, 지정한 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한도 • 캠페인 목적에 따른 결과를 최대화 하되, 결과당 평균 비용을 입력한 금액 이내로 자동 

조정합니다.  

• 입찰가 한도 방식과 달리, 개별 입찰가에 제한을 두지 않아 광고 게재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비용 한도 설정 시 평균적으로는 입력한 비용 이내로 관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실제 

결과 당 비용이 지정한 한도 이내로 지출되도록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입찰 기능은 시스템이 입찰가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광고 운영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나 최적의 광

고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시간 입찰 상황에서 경쟁 상태에 따라 입찰가 또는 결과당 비용이 상승하거나 

노출 기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아래 주의사항을 통해 자동입찰 동작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의사항]   

- 시스템은 입찰 전략 별 목적 달성을 위해 동작하지만, 자동 입찰 설정 만으로 노출이 발생하거나, 노출 여

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입찰가 한도 없음’ 사용시 광고 노출 확대를 위해 개별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고, 평균적인 결과 당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 또는 비용을 제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 한도’ 또는 ‘비용 한도’ 옵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입찰가 한도’ 사용시 입찰가 한도 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경우 광고가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회가 줄

어들 수 있습니다. 광고 상태 및 게재 위치, 다른 광고들과의 경쟁 상황에 따라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적

정 입찰가 범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광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광고의 적정 입찰가나 입

찰가 한도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광고 집행 초반 ‘입찰가 한도 없음’ 옵션으로 운영을 시작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내 광고의 노출 가능한 입찰가 수준이 확인되면, ‘입찰가 한도’로 변경하고, 입찰가 

한도 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 한도 사용 시 결과 당 비용이 관리 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도 이내의 결과 

당 비용 지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기간이 짧거나, 광고 기간 중 일부 

또는 특정일로 조회한 경우, 광고에 대한 반응(클릭 수 등)이 너무 적은 경우, 자동 입찰 전략, 비용 관리 

옵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외 광고의 변경 사항이나 입찰 경쟁 심화와 같이 시스템의 통제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 결과 당 비용은 광고주님이 입력한 관리 비용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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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입찰 시 등록 가능한 입찰가의 최소 ~ 최대 금액은 과금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동 입찰은 CPC 과금으로 입찰가 

한도 및 비용 한도 금액 모두 CPC 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일부 게재 위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입찰가 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기준 게재 위치 최소 입찰가 최대 입찰가 

CPC 공통 10원 1,000,000원 

CPM 
스마트채널 2,000원 

1,000,000원 
스마트채널 외 100원 

CPV 공통 10원 1,000,000원 

 

게재 위치를 스마트채널을 선택하였거나, 스마트채널을 포함한 복수의 게재 위치를 설정한 경우 스마트채널의 최소 입

찰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게재 위치 별로 각각의 입찰가를 설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게재 위치 단위로 광고 그룹을 

분리하여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 

해당 광고 그룹에 지출할 일별 또는 총 금액을 설정합니다. 일예산을 설정한 경우 일예산 소진 시 더 이상 광고가 게

재되지 않으며, 총예산을 설정한 경우에도 광고 그룹에 설정된 기간 내에 총예산이 소진된 경우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

므로, 집행 중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광고 게재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캠페인에서 설정 가능한 ‘캠페인 예산’은 하위 광고 그룹들의 누적 소진액 총합이 설정된 캠페인 예산을 초과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한도 값으로, 광고 그룹의 예산과 다릅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집행 광

고의 예산은 광고 그룹 단위에서 설정해 주셔야 한 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캠페인 예산에 대한 안내는 1-1. 새 캠페

인 만들기 챕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산은 최소 1만원 이상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광고 운영 중 언제든 수정 가능합니다.  

하나 이상의 광고 그룹을 운영하는 경우 캠페인 예산 한도를 설정하면, 모든 광고 그룹의 총 비용 합이 캠페인 예산 

한도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입찰 사용 시에는 필요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등록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예산을 설정하신 

경우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리포트에 보고되는 결과 당 비용은 자동 입찰 설정 시 입력한 금액(입찰가 또는 관리 비용)과 VAT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 시 입력하는 금액은 VAT 제외 기준이며, 리포트 및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되

는 결과 당 비용은 VAT 포함입니다. 

- 자동 입찰 설정 시 ‘게재 방식’ 옵션에서 ‘빠른 게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광고 그룹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상위 캠페인 예산 한도 금액이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광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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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재 일정 및 방식 

게재 일정 및 방식에서는 광고가 집행될 기간, 상세 일정 옵션, 소재 게재 방식, 소재 선택 방식, 일간 노출 빈도를 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1) 기간 

광고의 집행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작일시 및 종료일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종료일시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출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시는 명일 오전 9시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각(광고 계정 시간대 기준)보다 최소 30분 이후

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 소재 검수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시작일보다 미리 등록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시작일시는 광고 집행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료일시를 설정하게 되면, 설정된 광고 그룹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일시에 도달하는 시점에 광고 게재를 중지합

니다. 만약,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광고 게재를 중지하지 않으려면 '없음(계속 게재)'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2) 상세 일정 

상세 일정을 설정한 경우 설정된 요일과 시간 동안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됩니다. 즉, 네이버 성과형 디

스플레이 광고는 설정된 일정에만 광고를 배송하도록 동작합니다.  

특정 요일과 시간은 많은 광고가 서로 노출되기 위해 경쟁이 심해져서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 기회를 충분히 가져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 현황을 살펴보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기간 이내인 경우 설정된 

상세 일정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이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유효 노출이나 유효 액션이 발

출 기회가 줄어들거나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입찰 설정 상태에서 총예산 설정 시 광고 기간 기준으로 하루 예산을 계산하여 자동 입찰에 적용됩니

다.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은 실시간 입찰형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주가 설정한 예산 내에서 

광고가 게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광고주가 예산을 줄이거나 게재 타입을 '빠른 게재'로 변경하거나,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등 광고 게재와 관련된 조건이 변경될 경우 광고 게재가 중지된 이후라도 이미 

타겟 대상에게 전송된 광고의 노출과 액션에 의해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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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게재 방식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광고 그룹에 설정된 예산을 2가지 방식으로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게재' 방식

을 선택하면 광고 기간 동안 균등한 예산이 소진되도록 동작합니다. '빠른 게재' 방식을 선택하면 광고 그룹에 설정된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소진되도록 동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균등 소진 방식의 '일반 게재'를 권장하지만, 남은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빠른 게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광고 게재가 조기에 중지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예산이 초과될 수 있

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가 설정에서 '자동 입찰'을 설정하신 경우에는 '빠른 게재' 옵션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소재 선택 방식 

소재 선택 방식은 동일 광고 그룹 내에서 '어떤 소재를 선택'하여 '노출 기회' 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이며, 입찰 

경쟁 플랫폼 특성 상 노출 기회가 곧 노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적화 :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 기회를 부여하여 평균 성과를 향상시키는 옵션으로, 그 외 다른 

소재는 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과 가중 : 소재 성과에 따라 노출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성과가 우수한 소재의 노출 기회 비중이 가장 높

지만 다른 소재들도 가중치에 따라 노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균등 : 소재 성과에 상관 없이 모든 소재의 노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소재별 성과 차이가 큰 경우, 성과가 

낮은 소재는 입찰 경쟁에 의해 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복수의 소재에 골고루 노출 기회를 주려면 '성과 가중' 또는 '균등'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운영 중 특정 소재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고, 이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 기회를 집중 시키고자 한다면 '최적화'를 선택하시면 광고 그룹의 

평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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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 빈도 

동일 사용자(시스템에서 동일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는 식별자 기준)에게 광고가 반복 노출되는 최대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경쟁 상황에 따라 타겟 대상 별 노출 횟수는 다를 수 있으나 최대한 설정된 최대 횟수를 맞추기 위해 

동작합니다. 단, 광고 중지 이전에 게재된 광고가 사용자에게 뒤늦게 노출되는 등 상황에서는 횟수를 초과하여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 빈도는 '광고 그룹' 또는 '광고 소재' 단위 별로 1일 최소 2회에서 5회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빠른 게재'로 설정

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타겟 도달 범위 

타겟 도달 범위는 매체 별 도달 범위 정의 요소를 고려하여 광고를 본 이력이 있는 식별자 중 일부를 랜덤 추출하여 

추정한 예상 도달 수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하는 참고 정보이며, 리포트에 제공되는 실제 도

달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타겟 설정에 따라 예상 도달수가 너무 작아질 경우 노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 타겟이나 상세

타겟을 설정하신 상태에서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 데모 타겟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예상 도달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

습니다. 이런 경우 타겟 설정을 변경하여 예상 도달수를 확대하여 운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상 도달수는 도달 범위 정의 요소 항목들 간의 교집합으로 집계되며, 동일 항목 내 복수의 값 사이에는 중복 식별자

를 제거한 합집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 ‘남자’, 연령 ‘30~34세, 35~39세’, 관심사 ‘건강/의료, 스포츠

/야외활동’ 선택 시 30~39세 남자이면서 ‘건강/의료’ 또는 ‘스포츠/야외활동’에 관심 있는 오디언스를 집계하여 예상 도

달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 도달수는 맞춤 타겟, 오디언스 타겟, 상세 타겟, 디바이스 타겟 옵션 등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표

시되는데, 너무 많은 타겟 옵션이 설정된 경우 시스템 상태에 따라 도달수가 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 집행중 도달수가 변경될 수 있지만, 

[주의 사항]  

- 소재 선택 방식은 동일 광고 그룹 내 노출 가능한 소재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실제 노출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광고주님의 광고 그룹 내에서 선택된 소재더라도, 노출 위치(게재 위치)에서 다른 광고와의 입찰 경쟁

을 통해 노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최적화' 옵션 사용 시 성과가 낮은 소재들은 순간 순간 노출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균등’ 방

식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리포트의 소재별 ‘노출수’는 입찰 경쟁 상황에 따라 균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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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고 집행과 리포트의 도달수 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2. 기존 광고 그룹 불러오기 

유사한 내용의 광고 그룹을 생성할 때 ‘기존 광고 그룹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광고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광고 계정 내 ‘삭제’ 되지 않은 광고 그룹 중 동일한 캠페인 목적의 광고 그룹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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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소재 만들기  

광고 소재는 광고 그룹에서 설정한 타겟 대상에게 노출되는 노출될 크리에이티브로, 캠페인 목적에 맞는 소재 타입을 

선택하여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1. 소재 타입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이미지 배너 총 4가지 타입의 소재

를 지원합니다. 소재 만들기 과정에서 제공되는 소재 타입은 캠페인 목적,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 청구 기준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 타입 설명 

네이티브 이미지 

• 광고가 노출될 매체 및 서비스의 콘텐츠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소재 유형 

• 네이버, 밴드 매체에 모두 집행 가능하며, 광고 노출 지면의 성격에 따라  

피드형, 배너형(모바일), 배너형(PC) 3가지 소재 구성 유형으로 구분 

• 모바일과 PC 환경의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네이버 > 배너 영역 > 서비스 

통합 영역에서 집행 가능  

이미지 슬라이드 

• 네이티브 타입 소재로, 단일 소재에 복수 슬라이드로 구성된 소재 유형 

• 모바일 환경의 네이버 > 피드 영역,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에서 집행 가능 

동영상 

• 네이티브 타입 소재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유형 

• 모바일 환경의 네이버 > 피드 영역,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에서 집행 가능 

이미지 배너 

• 단일 이미지로 구성된 배너형 광고 유형 

• 모바일 환경의 매체 그룹 별 스마트채널 과 배너 영역 에서 집행 가능 

  

 

3-2. 새 광고 소재 만들기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가 완료되면, 이어서 광고 소재 만들기를 통해 신규 소재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미 생성된 광고 그룹 하위에 [광고 소재 만들기] 버튼을 통해 새 광고 소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 네이티브 이미지 

광고가 노출될 서비스 지면의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되는 소재 유형입니다. 게재 위치 및 디바이스 타겟 설정에 

따라 ‘피드형’과 ‘배너형’ 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소재 구성  

[TIP]  

✓ 소재 제작 방법은 각 소재 타입 별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제작 가이드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gfa.naver.com/loginAccount/notice/82?page=1&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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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그룹 > 게재 위치에서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또는 ‘서비스 통합’ 영역 중 1개 이상과 ‘네이버 > 피드

영역’ 을 동시에 선택하고, 소재 타입을 네이티브 이미지로 선택하면, ‘피드형’ 소재와 ‘배너형(모바일)’, ‘배너형(PC)’ 소재

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필요한 필수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드형’, ‘배너형(모

바일)’, ‘배너형(PC)’ 별로 광고 소재가 생성되고, 소재 검수도 각각 진행됩니다. ‘배너형’의 경우 모바일과 PC 소재에 필

요한 구성 요소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PC 소재인 경우 ‘PC 배너형 긴 설명문구’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너형

(PC)’ 의 경우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 별로 표시되는 구성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문구’가 표시되는 지면도 존재

하며, ‘긴 설명 문구’가 사용되는 지면도 있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형(PC) 의 지면 별 노출 모습은 공지사항의 상

품 소개서 또는 소재 제작 가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소재 이름은 입력한 소재명 뒤에 숫자가 부여된 형태로 

반영됩니다.  

 

 

[안내 사항]  

- 소재 구성 패널에서 원하는 유형만 선택해서 소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 타겟 설정에서 ‘PC’와 ‘모바일’을 모두 선택했더라도, ‘배너형(모바일)’ 또는 ‘배너형(PC)’ 유형 1가

지만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피드형’ 만 선택할 경우 피드 소재만 생성 가능합니다. 

- 소재는 유형 별 광고 이미지 별로 각각 저장되므로, 저장된 소재를 수정 시에는 복수 유형을 동시에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소재가 PC 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에 노출되지 않으며, 광고 소재는 노출 가능한 게재 위치와 디바

이스 타겟 설정된 환경에서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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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소재 구성 유형 

광고 그룹에서 선택한 게재 위치 및 디바이스 타겟에 따라 소재 구성 유형이 제공됨 

•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및 서비스 통합 영역 선택 : ‘배너형’ 소재 구성 항목 화

면으로 보여지며, 디바이스 타겟 설정에 따라 ‘배너형(모바일)’과 ‘배너형(PC)’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음 

•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또는 서비스 통합 영역 중 1개 이상과 네이버 > 피드 영

역을 동시에 선택한 경우 : ‘피드형’, ‘배너형’ 선택 옵션이 제공되며, 디바이스 타겟 설정에 따

라 ‘배너형(PC)’를 포함하여 3가지 유형 선택이 표시될 수 있음 

• 매체 그룹 별 피드 영역만 선택 : 선택 옵션 없이, 피드형 소재 구성 항목 화면으로 보여짐 

피드형의 경우 PC 환경에 노출되는 지면이 없음 

프로필 이름 

광고주명 또는 브랜드명 입력으로, 프로필 정보(이름/URL/이미지)와 소재 정보가 연관성이 없거

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소재 검수 반려될 수 있음 

•피드형 : 19자가지 입력 가능 

•배너형 : 14자까지 입력 가능 

•피드형, 배너형 모두 선택 시 : 14자까지 입력 가능 

프로필 URL 
프로필 영역 클릭 시 이동할 랜딩 URL로 반드시 광고주 웹사이트 또는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URL을 입력해야 함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영역에 노출될 광고주 또는 브랜드 대표 이미지 등록해야 함 

•1:1 비율의 300x300px 사이즈의 이미지 사용 권장 

광고 이미지 

선택한 광고 구성 타입 별로 광고 이미지 최소 1개는 필수 등록해야 함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 타입인 경우 광고 이미지는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 업로드 가

능하며, 최대 10개까지 소재 등록 가능 (동시 업로드 이미지 수, 소재에 동시 등록 수는 운영 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수의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소재 등록 시 소재 타입이 허용할 경우 해상도가 다른 이미지 

등록 가능. 예를 들어, 이미지 배너 타입의 경우 사이즈 별 배너 이미지 및 스마트채널 이미지를 

동시에 업로드 및 소재에 설정할 수 있음 

•단, 프로필 이미지는 소재에 1개만 등록 가능하며, 이미지 슬라이드 타입의 경우 슬라이드 별

로 1개의 광고 이미지 등록 가능 

•소재 저장 시 등록된 광고 이미지 별로 소재가 생성되며, 소재 별로 검수가 진행됨 

•한 번 저장된 소재는 1개의 광고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규격의 이미지로만 변경 

가능  

•광고 이미지를 여러 개 등록하더라도, 랜딩 URL, 광고 문구, 설명 문구, 행동 유도, 고지 문구 

등은 공통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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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URL 

광고 영역 클릭 시 이동하는 URL로 등록해야 함 

•등록 가능한 URL : http, https의 웹 URL, 구글 Playstore 또는 애플 Appstore 마켓 스킴  

•광고 이미지를 여러 개 등록하였더라도, 랜딩 URL 은 공통으로 적용됨 

광고 문구  

•피드형 : 120자까지 입력 가능 

•배너형 : 2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PC/모바일 공통 사용 

•피드형, 배너형 모두 선택 시 : 20자까지 입력 가능 

설명 문구 

•피드형 : 설명문구 1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28자까지 입력 가능 

•배너형 : 설명문구 1,2,3 모두 필수 입력 항목으로 12자까지 입력 가능 

           PC 에서는 ‘설명 문구 1’ 만 사용될 수 있음  

•피드형, 배너형 모두 선택 시 : 설명문구 1,2,3 모두 필수 입력 항목으로 12자까지 입력 가능 

PC 배너형 긴 

설명문구 

•배너형(PC) : PC 배너형 긴 설명문구 1,2 모두 필수 입력 항목으로 28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배너형(PC) 에서만 사용 

행도 유도 
광고를 통해 유도하고자 하는 액션에 맞는 문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캠페인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문구가 다를 수 있음 

고지 문구 
광고 소재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금융 및 의료 업종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심의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 심의 증빙 자료는 ‘의견 및 증빙’ 항목에 첨부 필요. 

 

[TIP]  

- 캠페인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행동 유도 버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레이블 웹사이트 전환 /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지금 다운로드  O  

더 알아보기 O O O 

지금 예약하기 O O O 

문의하기 O O O 

다운로드 O O O 

지금 듣기  O  

게임하기  O  

지금 구매하기 O O O 

가입하기 O O O 

동영상 더보기 O  O 

버튼 없음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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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프로필 URL 및 랜딩 URL 등록 시 주의 사항입니다. 

 

2) 의견 및 증빙 

의견 및 증빙은 검수에 필요한 메시지와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으로, 소재가 저장되면서 검수가 진행되면 소재 정보와 

함께 전달됩니다. 선택 입력 항목으로, 검수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재 미리보기 

소재 만들기 화면 > 소재 미리보기 패널에서 소재 등록 및 수정 시 게재 지면에 노출될 소재 형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실제 노출 형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광고 소재 대시보드 > 광고 소재 

정보 > 기기에서 미리보기 를 통해 실제 게재 위치에서 광고를 테스트 노출시켜 광고 형상과 URL 연결 테스트를 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 타입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광고 이미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록된 이미지 

- ‘버튼 없음’을 선택하면 행동 유도 문구가 미노출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단, 배너형을 체크한 경우 행동 유도 문구가 없으면 소 재검수시 반려 처리됩니다.  

[주의 사항]  

- 한글 및 공백 문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 기호가 URL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게재 위치에서 정상적인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력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랜딩 URL 내 한글이 포함된 경우 인코딩 후 실행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접속 환경(앱 또는 웹 브라우저)

에 따라서 인코딩 문자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접속 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글로 변경하여 표시

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등록 후 ‘기기에서 미리보기’ 기능 (광고 소재 대시보드 > 광고 소재 정보 > 미리보기) 을 통해

서 실제 게재 위치에서의 프로필 URL 및 랜딩 URL 실행 테스트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URL의 경우 PC 브라우저에서는 정상 연결되더라도, 모바일 환경의 앱 또는 브

라우저에서는 다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딩 URL 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더라도 해당 페이지 내 기

능 중 일부가 동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주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구현 방식이 모두 다르며, 

작동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URL 연결 및 동작 여부를 광고주님께서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광고 집

행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 등록한 프로필 URL 및 랜딩 URL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광고주 또는 브랜드 정보와 관련 없을 경

우 소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의견 및 증빙을 첨부할 경우, 개인 정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소재 검수 과정에서 등록하신 의

견이나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확인될 경우 첨부파일은 삭제됩니다. 소재 검수에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

할 경우 소재는 반려 처리되며,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한 증빙 문서를 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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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소재 미리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배너 타입에서 스마트채널 및 배너 유형의 광고 이미지를 각각 2개씩 등록했다면, 총 6개의 광고 

이미지가 소재에 등록되고, 소재 미리보기에서는 동일한 유형 별로 미리보기를 지원합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형(PC) 의 경우 노출 지면 별로 다양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

레이 광고 플랫폼에서는 게재 위치 수준까지 미리보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관계로, 소재 미리보기 패널 우측 상단

의 게재 위치 목록에서 설정된 게재 위치 기준으로 노출 가능한 미리보기 형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게재 위치를 선택한 경우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형(PC)의 가로형 소재

와 세로형 소재 2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 배너 영역 > 서비스 통합’ 게재 위치를 선택한 경우 썸네일 

배너형의 기본형과 행동 유도 버튼이 축약되어 표시되는 축약형 2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게시

된 상품 소개서 또는 소재 제작 가이드를 통해 지면 별 노출 형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통해 개별 

지면에서의 소재 노출 형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소재 미리보기에서 ‘특정 소재 그만보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특정 소재 그만보기’란, 사용자가 특

정 광고 소재를 그만 보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해당 광고 소재가 포함된 캠페인 내의 광고를 해당 사용자에게 노출하

지 않는 기능입니다. 소재 미리보기에서 해당 아이콘이 표시되는 경우, 실제 노출되는 광고에도 아이콘이 표시되게 되

므로, 광고 소재 제작시 ‘특정 소재 그만보기’ 아이콘의 위치 및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4) 검수 내역 

광고 소재 검수 결과는 검수 내역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등록 후 검수자에 의해 승인 또는 반려 시 코멘

트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려 시 등록된 코멘트를 확인하여 소재를 수정해 주시면 재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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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 가능 게재 위치 

등록한 광고 소재는 소재 타입, 소재 검수 결과 그리고 광고 그룹에 설정된 게재 위치에 따라 실제 노출 가능한 게재 

위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그룹 > 게재 위치에서는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 모두 

선택하였으나, 소재 타입을 “이미지 배너”로 등록한 경우, 해당 소재는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에만 노출 

가능하며, 이 정보가 “노출 가능 게재 위치”에 표시됩니다. 

 

6) 기기에서 미리보기 

기기에서 미리보기는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게재 위치에서 등록한 광고를 테스트 노출시켜 노출 형상을 확인하고, 

클릭 시 랜딩 URL 연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광고 소재 대시보드 > 광고 소재 정보 > [기기에서 미리보기] 

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체 별 미리보기 사용자 식별 정보 등록 

기기에서 미리보기는 매체 별 로그인 상태에서만 표시되므로, 광고를 테스트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매체

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하고, 테스트 광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체 별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

다.  매체 별 사용자 식별자 정보는 대시보드 상단 ‘내 계정 > 설정 > 로그인 계정 회원정보’ 메뉴에 접속한 후 ‘휴대

전화 번호’ 와 ‘네이버 ID(미리보기용)’ 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 노출 가능 게재 위치 정보는 소재 검수가 완료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광고 그룹 > 게재 위치를 수정하거나, 소재를 수정하여 재검수 될 경우 노출 가능 게재 위치도 실시

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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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는 밴드 매체에서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ONE ID 등록(가입) 과정에서 입력

된 번호가 표시됩니다.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실행할 사용자가 밴드 서비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밴드 서비스에도 동

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설정 없이 밴드 매체에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밴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와 로그인 계정 회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다를 경우에

는 밴드 서비스 또는 로그인 계정 회원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여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미리보기용 네이버 ID 를 등록하시면, 네이버 매체를 통한 기기에서 미리보기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은 미설정 

상태이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 본인의 네이버 ID 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용 네

이버 ID 는 기기에서 미리보기 실행을 위한 정보로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 ONE ID 에 가입하신 경우라도 자동

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필요 시 직접 설정이 필요합니다. 

 

○2  기기에서 미리보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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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서 미리보기 실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와 미리보기용 네이버 ID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광고 소재 대시보드 > 

광고 소재 정보 패널에서 [기기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미리보기 팝업에서 광고를 노출시킬 경로를 선택하신 후 [기기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의 

테스트 노출이 실행됩니다. 광고 노출 경로는 해당 광고 소재의 노출 가능 게재 위치 정보 기준으로 표시되며, 일부 경

로는 복수의 지면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된 테스트 광고는 1시간 이내까지 선택한 노출 경로에서 노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실행 후 수 분 이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별로 노출 이벤트가 발생되면 다시 노출되지 않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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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 소재에 대한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광고의 노출이 확인되면, 실제 광고와 동일한 노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클릭, 시청 등 실제와 동일한 

사용자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광고를 클릭하여 랜딩 URL 연결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테스트 광고를 통해 발생 된 노출, 클릭, 시청 이벤트 등은 대시보드 및 리포트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용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기기에서 미리보기 사용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랜딩 URL 은 사용자의 PC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시 이상이 없더라도, 모바일의 다양한 접속 환경(디바이스, 

앱 또는 웹브라우저)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랜딩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고 

소재 등록 시 반드시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통해 랜딩 URL 테스트를 실행하여, URL 연결 및 광고주 사이트 

내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랜딩 URL 내 한글이 포함된 경우 인코딩 후 실행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접속 환경(앱 또는 웹 브라우저)

에 따라서 인코딩 문자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접속 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글로 변경하여 표시

될 수 있습니다) 

- 기기에서 미리보기는 실행 시 1회 노출됩니다. 일부 노출 경로는 여러 지면이 포함될 수 있고, 접근 경로에 

따라서 테스트 광고가 선행 메뉴에서 노출될 경우 그 다음 메뉴 화면에서는 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 모바일 > 뉴스 (홈, 섹션 홈, 언론사 홈, 기사 하단)” 과 같이 노출 지면이 2

개 이상인 경우 기사 하단에서 미리보기를 확인하려면 미리 네이버 앱에서 기사 페이지를 열어 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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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 타입은 2개 이상의 광고 이미지를 슬라이드 타입으로 표시하는 소재 유형으로,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네이버 > 피드 영역에 집행 가능합니다.  

각 슬라이드별로 광고 이미지 별로 링크 제목, 설명 문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노출하

면서 개별 랜딩 페이지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필 이름, 이미지, URl, 광고 문구, 행동 유

도는 광고 소재 단위로 공통 등록됩니다. 

슬라이드는 최소 2개 이상 ~ 최대 5개까지 생성할 수 있으나, 최소 3개 이상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여 슬라이드 개수

는 3개를디폴트로 표시합니다.  

 

서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실행한 후 기사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여 테스트 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등록 후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실행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재 검수 완료 후에 진행할 수 있

으며, 광고가 실제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면 ON/OFF 기능을 통해 잠시 OFF 시킨 후 변경 사항 반영 시 다

시 ON 으로 변경하여 노출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광고 소재나 게재 위치에서는 테스트 소재가 여러 번 반복 노출될 수 있으며, 테스트 광고의 실행 및 

지속 시간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광고 소재의 경우, 기기에서 미리보기 팝업에서 ‘특정 소재 그만보기’ 아이콘이 표시되나, 기기에

서 미리보기 실행시에는 아이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광고에서는 아이콘이 노출되므로, 광고 

소재 등록화면의 미리보기 뷰를 통해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TIP] 

- 이미지 슬라이드 타입의 소재 구성 항목은 네이티브 이미지 피드형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1)네이

티브 이미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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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동영상 타입은 동영상 컨텐츠를 사용하는 소재 유형으로,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네이버 > 피드 영역에서 

CPM 또는 CPV 과금 타입을 모두 집행 가능합니다.   

동영상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소재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고 썸네일은 3G/LTE 네트워크에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지 않을 시 동영상을 대체하여 표시되는 이미지로, 반드시 등록된 동영상과 동일 비율의 이미지를 사용해

야 합니다. 비율이 다를 경우 실제 광고 게재 지면에서 동영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TIP] 

- 동영상 타입의 소재 구성 항목은 네이티브 이미지 피드형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1) 네이티브 이미

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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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배너 

단일 이미지의 배너형 광고 소재로 네이버 > 스마트채널 및 배너 영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미지 배너는 광고 소재 생성 시 설정된 복수의 게재 위치에 등록할 소재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 스마트채널과 네이버 > 배너 영역의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 3 개의 게재 위치를 모두 설정하신 경우라면, 

스마트채널에 노출될 광고 이미지와 네이버 배너 영역의 네이버 메인 및 서비스 통합 영역에 노출 가능한 광고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광고 이미지 사이즈 별 광고 소재 2 개가 동시에 등록됩니다. 참고로,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버 메인과 서비스 통합은 동일한 광고 이미지를 사용하여 광고 소재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메인과 서비스 통합 지면에 서로 다른 광고 이미지를 사용하시려면 광고 그룹에서 게재 위치를 각각 

설정하신 후 이미지 배너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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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광고 이미지 

선택한 광고 구성 타입 별로 광고 이미지 최소 1개는 필수 등록해야 하며, 광고 그룹 > 게재 위

치에서 선택한 항목에 맞는 이미지 규격으로 등록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 타입인 경우 광고 이미지는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 업로드 가

능하며, 최대 10개까지 소재 등록 가능 (동시 업로드 이미지 수, 소재에 동시 등록 수는 운영 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수의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소재 등록 시 소재 타입이 허용할 경우 해상도가 다른 이미지 

등록 가능. 예를 들어, 이미지 배너 타입의 경우 스마트채널 이미지와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

이버 메인 이미지, 네이버 > 배너 영역 > 서비스 통합 이미지를 동시에 업로드 및 소재에 설정할 

수 있음 

•단, 프로필 이미지는 소재에 1개만 등록 가능하며, 이미지 슬라이드 타입의 경우 슬라이드 별

로 1개의 광고 이미지 등록 가능 

•소재 저장 시 등록된 광고 이미지 별로 소재가 생성되며, 소재 별로 검수가 진행됨 

•한 번 저장된 소재는 1개의 광고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규격의 이미지로만 변경 

가능 

•광고 이미지를 여러 개 등록하더라도, 랜딩 URL, 광고 안내 문구는 공통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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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URL 

광고 영역 클릭 시 이동하는 URL로 등록해야 함 

•등록 가능한 URL : http, https의 웹 URL, 구글 Playstore 또는 애플 Appstore 마켓 스킴  

•단 랜딩 URL이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거나, 광고주 또는 브랜드 정보와 관련 없을 경우 소재

가 반려될 수 있음 

광고 안내 문구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 정보로 제공될 안내 문구로, 광고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 

실제 기기에서 음성 안내가 실행될 때는 입력한 문구 앞에 “광고” 텍스트가 자동으로 추가됨 

 

3-3. 기존 광고 소재 불러오기 

기존에 등록, 운영하던 소재 구성 요소 일부를 수정하여 재사용할 경우 “기존 소재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쉽

고 빠르게 광고 소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광고 계정 내 ‘삭제’ 되지 않은 광고 소재 중 연결된 캠페인 및 광고 

그룹에서 생성 가능한 광고 소재 타입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의 경우 검수 결과에 따라 ‘검수중’ 이거나 ‘반려’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소재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목록 상단의 [상태] 옵션을 통해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TIP] 

- 기존 광고 소재 불러오기 팝업에서는 해당 소재를 등록할 캠페인 목적, 소재 타입에 맞는 광고 소재만 불

러오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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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고 소재 저장 및 검수 요청 

신규 광고를 생성하거나, 기존 소재 불러오기 한 후 소재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소재 검수가 진행됩니다.  

만약 등록 중인 광고 소재에 여러 개의 광고 이미지를 등록하신 경우라면, 광고 이미지 별로 광고 소재가 생성될 수 

있으며, 생성된 소재는 검수를 거쳐 노출 가능한 게재 위치에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소재 검수는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늦은 오후나 연휴 및 휴일 직전에 신규 소재 등록이 집중

되는 경우 검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수중 상태의 소재는 수정이 불가하며, 검수 요청 취소가 되지 않으므

로 입력하신 소재 구성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기기에서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광고 노출 및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신 후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검수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림 받고자 할 경우 ‘설정 > 정보성 알림 수신 > 소재 검수 결과 알림’ 항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중” 상태의 광고 소재는 노출 가능 게재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되 않으며,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재가 '승인' 되면, 그 즉시 광고 게재 가능하도록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소재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 예를 들어, 캠페인 목적이 “웹사이트 트래픽” 이고, 광고 그룹> 게재 위치가 “네이버 > 배너 영역 > 네이

버 메인”인 경우, 네이티브 이미지(배너형), 이미지 배너형 소재만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해당 광고 계정에 

네이티브 이미지(피드형),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타입 소재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불러오기가 불가합니

다.  

- 단, 기존 소재 불러오기 한 후 저장하면 새로운 소재 번호로 등록되며, 소재 검수도 다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광고 소재는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 정보와 등록된 광고 이미지에 따라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배너 타입의 경우 광고 이미지를 동시에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으며, 광고 이미지 

별로 광고 소재가 생성될 수 있으며,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 설정 기준과 검수 결과에 따라 노출 가능한 게

재 위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동시 생성된 광고 소재 이름은 소재 만들기 화면에서 입력한 소재 이름 뒤에 일렬 번호가 부여된 형태입니

다. 소재 생성 이후 소재 수정/삭제 액션은 개별 소재 단위로 진행되며, 소재 검수 또한 소재 단위로 각각 

진행됩니다.  

- 한편, 게재 위치 별 소재 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재 이미지 및 텍스트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해도 

게재 위치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광고 계정 또는 광고 그룹 별로 등록 가능한 광고 소재 수는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제한되어 있습

니다. (“1. 캠페인 만들기” 챕터 참고) 때문에, 신규 광고 소재를 생성하거나, 광고 소재를 저장하는 시점에 

잔여 소재 수를 체크하여 초과될 경우 소재 생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를 생성하는 시점에 광고 

이미지를 여러 개 등록하신 경우 생성 가능한 남은 소재 수가 안내되므로 이 안내에 따라 광고 이미지를 

추가하신 후 소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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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모든 단위가 ON 일 상태에서 게재될 수 있으므로, 소재 검수 완료 이후 특정 시점에 광고가 집행되기를 원하시

는 경우 광고 그룹의 광고 시작일시를 미리 변경해 두거나, 소재를 OFF 로 변경해 두셨다가, 집행을 희망하는 시점에 

ON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시보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최초 가입 후 광고 계정을 생성했을 때 랜딩 되는 페이지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

드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관리할 수 있는 목록과 각 단위의 정보, 차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관리 계정을 생성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광고 계정의 총 비용 정보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계정 대시보드 역시 제공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시보드' 라고 하면 광고 계정의 대시보드를 의

미합니다.  

광고 계정 대시보드는 '광고 관리' 메뉴를 통해 접근하며, 광고 계정 성과와 계정 정보, 하위 캠페인 목록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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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차트 

광고 계정 성과는 설정된 기간 내 하위 단위 항목들의 성과 지표들을 차트로 보여줍니다.  

2개의 Y축은 각각 총비용, 노출, 클릭, 재생, 총전환, 전환매출액, CPC, CPM, CPV, CTR, VTR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X축은 시계열로 대시보드 우측 상단의 조회 기간에 따라 변경됩니다. 조회 기간의 범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 대시보드의 경우 연결된 하위 광고 계정들의 총 비용 순위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4-2 정보 패널 

대시보드 오른쪽 상단에는 정보 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광고 계정 대시보드는 광고 계정 정보와 결제 정보 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위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대시보드에는 각 단위 별 정보 패널이 제공됩니다.  

정보 패널에서는 해당 단위의 이름과 주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관리 페이지 또는 수정 페이지로의 연

결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리]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광고 그룹 정보 패널에는 입찰가와 광고 그룹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그룹에 설정된 ‘게

재 위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소재는 이 게재 위치 정보와 검수 결과에 따라 광고가 실제 노출될 수 있는 

게재 위치를 별도로 표시(‘노출 가능 게재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그룹 정보 패널에는 ‘게재 위치’ 정보가, 광고 소재 목록에는 ‘노출 가능 게재 위치’ 정보가 각각 표시됨> 

 

4-3 목록 

대시보드 하단에는 연결된 하위 단위 항목들을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광고 계정 대시보드에서는 등록된 캠페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캠페인 대시보드에서는 광고 그룹 목록을, 광고 그룹 대시보드에서는 광고 소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새로운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 버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단위 별 목록의 지표 컬럼에 대한 설명은 04.집행 결과 분석하기 챕터를 참고해 주세요. 

(1)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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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는 각 단위 항목을 ON 으로 변경하거나, OFF 시킬 수 있습니다. OFF 로 변경되면 해당 광고는 게재 중지되며, 

다시 ON 으로 변경하면 게재 가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가 모두 ON 으로 설정되어 있

더라도, 광고 소재의 검수 상태나 광고 그룹 기간, 예산, 입찰가 등 여러가지 요소와 실시간 입찰 경쟁 상태에 따라 광

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상태별 조회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는 각 단위별로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별 상태는 해당 단위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며, 상위 단위나 하위 단위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광고가 게재되는지는 개별 단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태] 옵션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상태를 선택하면, 해당 상태의 항목만 필터링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항목의 경우 과거 집행된 광고 성과를 조회할 수 있으나, 수정이나 하위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삭제 항목 조회 시 삭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을 함께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캠페인 상태 

'운영 가능' 상태는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현재 게재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캠페인 

예산 도달(한도 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운영 가능’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이 '운영 가능'일

지라도 광고 그룹이 '광고 그룹 예산 도달' 상태라면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광고 게재는 광

고 계정이나 관리 계정의 충전금 현황, 광고 그룹의 예산, 기간, 입찰가 설정 및 타겟팅 조건 등을 고려하여여 하며, 광

고 소재의 검수 결과 및 상태를 체크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 URL 정보가 반려된 경우 ‘대표 URL 반려’ 상태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표 URL 은 광고 소재 검수 요청 

시 함께 검수가 진행되며, 대표 URL 등록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표 URL 등록 가이드’

는 캠페인 만들기/수정 페이지 내 ‘대표 URL 등록 가이드’ 팝업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상태 

캠페인 운영 가능, 캠페인 예산 도달, 삭제 

광고 그룹 운영 가능, 광고 집행 전, 광고 그룹 예산 도달, 광고 집행 종료, 삭제 

광고 소재 검수중, 반려, 승인, 승인 (수정사항 검수중), 승인 (수정사항 반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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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URL 반려 시 검수 요청된 광고 소재들의 검수 진행이 중지되며, 메일로 발송 된 대표 URL 반려 사유를 확인 후 

캠페인 내 대표 URL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광고 소재 검수가 다시 진행됩니다. 운영 중 대표 URL 이 유효하지 않은 

주소로 변경될 경우 광고가 중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고 그룹 상태 

광고 기간에 따라서 '광고 집행 전', '운영 가능', '광고 집행 종료' 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된 예산을 초

과하는 경우 '광고 그룹 예산 도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3) 광고 소재 상태 

소재에 대한 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소재 등록 시 '검수중' 상태가 되며, 검수 결과에 따라서 '반려' 또

는 '승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소재는 '승인(수정사항 검수중)' 상태로 변경됩니

다. 이 상태에서 광고주가 먼저 승인을 받았던 소재는 계속해서 타겟 대상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정한 소재는 임

시 버전으로 검수자에 의해서 검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수정된 내

용이 반영된 소재가 타겟 대상에게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승인 (수정사항 반려)' 상태도 앞서 승인된 소재가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광고를 수정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대시보드에서 광고 소재나 광고 그룹, 캠페인을 OFF 로 변경해 주시면 안전하

게 광고 노출을 멈출 수 있습니다. 

광고가 운영중 이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는 사

유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제거하여 다시 소재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에 설정된 대표 URL 이 유효

하지 않은 경우 신규로 검수 요청된 소재는 검수 진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URL을 유효하게 먼저 수

정해 주셔야 소재 검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 URL 및 소재가 승인된 이후에 대표 URL 이 유효하지 않은 형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재가 재차 ‘반려’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URL 반려 시 소재 검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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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목록에서 항목별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작업]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작업] 옵션에서는 선택된 항목을 일괄 ON/OFF 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

다.  

 

캠페인을 삭제할 경우 연결된 하위 광고 그룹과 광고 소재는 모두 삭제되며, 삭제된 단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단, 삭

제 후에도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통해 기존 집행 결과에 따른 성과 조회는 가능합니다.  

 

삭제된 단위(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동일)는 ON/OFF 변경 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상태] 옵션을 통해 

필터링 조회 시 아래와 같이 회색 비활성 처리 상태로 표시됩니다.  

 

(4) 게재 위치와 노출 가능 게재 위치 

광고 그룹 목록과 광고 소재 목록에는 각각 ‘게재 위치’ 와 ‘노출 가능 게재 위치’ 항목이 표시됩니다. ‘게재 위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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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룹에서 설정된 ‘게재 위치’ 정보로 광고주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노출 가능 게재 위치’는 광

고가 실제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광고는 게재 위치 및 소재 검수 결과에 따라서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 중 일부에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운영중인 광

고의 게재 위치는 광고 소재 목록의 ‘노출 가능 게재 위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그룹에서 ‘게재 위치’ 정보를 수정하실 경우에도, 조건에 맞는 ‘노출 가능 게재 위치’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5) 예산 소진율 

캠페인 목록과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운영중인 예산 소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산 소진율’ 정보를 함께 표시

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 기간이 긴 경우 설정된 예산 대비 전체 기간동안 소진한 광고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하시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캠페인 목록에서는 캠페인 예산 한도 설정 시 표시될 수 있으며, 설정된 캠페인 예산 한도에 거의 도달하였거나, 초과

한 경우 예산 소진율이 강조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목록 내 예산 소진율>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광고 그룹 예산 컬럼에 표시되며, 설정된 예산 타입별로 예산 소진율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총예

산 광고인 경우 설정된 총예산 대비 전체 광고 기간동안 소진된 광고비의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일예산 광고인 경

우 설정된 일예산 대비 오늘(현재)의 예산 소진율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때문에 대시보드 조회 기간 설정에 따라 과거 

특정 기간 또는 특정일 기준으로 일예산 소진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목록 내 예산 소진율> 

 

예산 소진율과 총비용의 차이? 

- 예산 소진율 : 광고비 소진 현황 조회를 위한 참고 지표(추정)로 전체 광고 기간 동안의 누적 광고비를 비율로 

나타낸 값 입니다. 

- 총비용 : 유무상 소진액과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대시보드 조회 기간 내 추정 광고비 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회 기간에 따라 예산 소진율과 결과(비율)가 다르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  

- 캠페인 예산 한도 or 광고 그룹 예산 변경 시 변경 예산 정보 기준으로 예산 소진율이 변경됩니다. 

- 누적 광고비보다 낮은 예산으로 변경 시 예산 소진율이 100%를 초과하여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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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 추가 

지표 유형에 따라 다수의 지표를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캠페인 정보 / 기본 성과 지표 / 전환 지표 / 재생 지표 또

는 ‘열추가 설정’을 통해 저장한 맞춤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는 리포트에서 설정 또는 저장한 열 설

정값은, 대시보드 – 리포트 간 상호 호환 가능합니다. (노출 상세 지표, 일정, 브랜드, 업종 등 일부 항목은 리포트에서

만 지원 가능합니다) 

 

4-4 광고 검색 

광고 검색 메뉴는 광고 계정에 등록된 모든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모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광

고 관리 > 광고 검색 메뉴를 통해서 접근하며, 캠페인 / 광고 그룹 / 광고 소재 탭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

위별로 ON/OFF 상태와 단위 상태 등으로 필터링할 수 있고, 상단 검색 필드를 통해 검색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은 대시보드 상단에서도 제공되어, 빠르게 검색 조회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율이 100%에 거의 도달했더라도, 설정된 예산, 입찰가 등 설정 상태에 따라 게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진 내역과 정산 내역은 결제 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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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이틀 이동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타이틀 영역을 통해 다른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대시보드의 타이틀 클릭 시 펼침 메뉴가 표시되며, 동일 레벨의 다른 항목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 대시보드 타이틀을 클릭하면, 동일 광고 계정 내 캠페인 목록이 표시되며, 현재 타이틀 항목을 제외

한 삭제된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항목은 대시보드 하단 목록 테이블에서 ‘상태’ 옵션을 통해 조회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4-6 대시보드에서 광고 그룹 예산 및 입찰가 변경 

광고 그룹 예산과 입찰가는 광고 그룹 관리 페이지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캠페인 대시보드 하단 ‘광고 그룹 목록’과 광

고 그룹 대시보드 정보 패널에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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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그룹 목록에서 예산과 입찰가 금액을 클릭하면 인라인 수정 팝업이 표시되며, 변경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 클릭 

시 즉시 반영됩니다. 

 

 

하지만 광고 그룹 예산의 예산 타입이나 입찰가의 과금 타입은 다른 옵션들과의 연동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변경

하도록 대시보드 상에서의 빠른 변경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산 타입이나 과금 타입을 변경하시고자 할 경우에

는 광고 그룹 상세 페이지에서 설정된 옵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총예산 광고를 실수로 일예산으로 변경 시 하루 만에 설정된 예산을 크게 소진 시킬수도 있으므로 변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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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포트 구성  

 

광고 집행 결과는 리포트 메뉴를 통해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에서도 광고 계정과 동일한 리포트 메뉴가 제공되며, 관리 계정은 하위에 연동된 복수개의 광고 계정을 묶어

서 한 번에 성과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TIP] 리포트의 타임존과 통화 

 

광고 계정의 리포트는 광고 계정 생성시 설정한 타임존과 통화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제공됩니다.  

관리 계정의 리포트는 관리 계정 생성시 설정한 타임존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하위 광고 계정들의 타임존과 무관합니

다.  

단, 통화는 관리 계정에서도 각 광고 계정의 통화들로 제공합니다.  

 

[예시] 관리 계정이 한국 타임존이라면, 하위 광고 계정들이 LA 타임존와 뉴욕 타임존이어도 관리 계정 리포트는 한

국 타임존으로 집계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관리 계정이 USD로 설정되어 있어도, 하위 광고 계정이 원화라면 관리 계

정 리포트는 원화로 집계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1-1. 리포트 목록 

리포트 메인 첫 화면을 통해 2가지 리포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 광고비 리포트 

광고 계정의 총 광고 집행이 캠페인 목적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여 집행되고 있는 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과 분석 기간 단위, 광고 게재 위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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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과 리포트 

조회 기간, 분석 수준, 분석 기간 단위, 광고 게재 위치, 타겟팅 타입에 따라 자유롭게 조건을 선택하여 조회 및 다운로

드 가능합니다. 

 

1-4. 열추가 설정 

열추가 설정은 대시보드 및 성과 리포트에서 제공되며, 원하는 지표만 선택 또는 제외하여 맞춤 리포트를 만들고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운로드시는 열추가 설정에서 선택한 항목과 상관없이 모든 지표가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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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추가를 통해 추가 가능한 지표는 분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석 수준이 ‘캠페인’일 경우에는 캠페인 목적, 캠페인 예산, 브랜드, 업종 지표를 추가 확인 가능하며,  

분석 수준이 ‘광고 그룹’ 또는 ‘광고 소재’일 경우에는 도달수, 도달비용, 노출빈도 지표를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동영상 재생 지표와 전환 지표는 모든 분석 수준에서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노출 상세 지표, 브랜드, 업종, 일정은 리포트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전환 지표는 1) 전환 추적 설치 완료되어 2) 전환 추적 대상으로 사이트 ‘on’ 되어 있고  

3) 전환 추적 대상 사이트가 대표 URL로 등록되어 있고, 4) 소재 랜딩이 전환 추적 대상일 때 리포트로 수치가 제공됩

니다.  

* 더 자세한 전환 추적 등록 방법은 도구>전환추적관리 부분을 참고하세요. 

도구 메뉴에서 사이트 전환 추적을 ‘off’ 하면 스크립트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리포트상에 전환 집계는 그 시점부터 중

지되며, ‘on’으로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전환 수치가 집계됩니다. 도구 메뉴에서 전환 추적 On/off는 대표 URL사

이트 단위로 동작하여 동일한 대표 URL을 복수개 전환 추적 신청한 경우 복수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전환은 전환 추적 신청시 광고주가 설정한 전환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전환 기간은 전환에 기여한 광고 클릭을 

찾는 기간으로 비록 전환이 발생하였어도 전환 추적 기간보다 오래전에 발생한 광고 클릭에 따른 전환이면 전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환 기간은 1일~30일중에 광고주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전환추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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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변경시점부터 변경된기준으로 전환이 집계되며, 과거 전환 데이터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전환 기간도 대표 

URL 단위로 동작하여 동일한 대표 URL이 복수개 전환 추적 신청된 경우, 전환 기간 변경시 복수개가 동시에 적용됩니

다. 

 

1-5. 필터 

분석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필터 리스트가 달라집니다. 

한 분석 수준내에서 복수개의 필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시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복수개의 필터를 설정하였을 때 필터1과 필터2는 서로 동시 충족하는 케이스만 조회되나, 

한 개의 필터내에서 콤마(,)로 연결된 것은 한 개라도 충족하는 케이스는 모두 조회됩니다. 

[예시] 아래와 같이 설정된 필터는 캠페인ID가 35179번이거나 35178번인 캠페인 중에 

캠페인 목적이 ‘동영상 조회’인 캠페인만 조회됩니다. 

 

 

2. 리포트 제공 지표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기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항목 설명 
광고비  

리포트 

성과  

리포트 

광고 계정 
광고 계정명과 광고 계정 ID를 제공하며, 광고 계정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O 

광고 소재 
광고 소재명과 광고 소재 ID를 제공하며, 소재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

다. 
 O 

광고 그룹 
광고 그룹명과 광고 그룹 ID를 제공하며, 광고 그룹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캠페인 캠페인명과 캠페인 ID를 제공하며, 캠페인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분석 기간 단위 

전체, 일, 주,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조회 가능한 기간은 전체:제한 없음, 일별 :62일, 주별:12주, 

월별:12개월입니다. 

O O 

게재 위치 광고 게재 위치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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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연령 구간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4세~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세~39세, 40세~44

세, 45세~49세, 50세~54세, 55~59세, 60세 이상, 연령 모름으로 제

공됩니다 

 O 

성별 성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연령 및 성별 연령 구간X성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OS OS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시간 1시간단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O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지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표 항목 설명 
광고비  

리포트 

성과  

리포트 

웹사이트 전환 웹사이트 전환을 캠페인 목적으로 집행한 캠페인의 광고비입니

다. 
O  

웹사이트 트래픽 웹사이트 트래픽을 캠페인 목적으로 집행한 캠페인의 광고비입

니다. 
O  

앱설치 앱설치를 캠페인 목적으로 집행한 캠페인의 광고비입니다. O  

동영상 조회 동영상 조회를 캠페인 목적으로 집행한 캠페인의 광고비입니

다. 
O  

캠페인 정보 

캠페인 목적 캠페인 목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캠페인 예산 캠페인 최대 한도입니다. 하위 광고 그룹 예산의 합과는 무관

합니다. 
 O 

브랜드 캠페인의 브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업종 캠페인의 업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성과 지표 

결과 설정한 과금 타입별 광고 성과가 발생한 횟수입니다.  O 

결과당 비용 광고 결과당 평균 비용입니다.  O 

총 비용 

조회 기간에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고비용으로 

유상 소진액과 무상 소진액을 더하고 부가가치세(VAT)를 포함

한 금액입니다. 

O O 

일정  집행 시작일부터 종료일입니다. 종료되지 않은 광고는 종료일

이 '진행중'으로 표시됩니다. 
 O 

노출 광고가 화면에 표시된 횟수로, 유효 노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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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 1000회 노출당 비용입니다.  O 

클릭 광고 클릭수로, 인위적인 클릭, 중복 클릭 등의 무효 클릭은 제

외하고 집계됩니다. 
 O 

CPC 광고 클릭당 평균 비용입니다.  O 

CTR  광고 노출 후 클릭한 비율입니다.  O 

노출 상세 지표 

도달 광고를 한 번 이상 본 사람수(추정)입니다. 추정 방식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도달 비용 1명 도달에 사용된 평균 비용입니다.  O 

노출 빈도 1인당 광고를 본 평균 횟수입니다  O 

재생 지표 

총 재생 자동 재생된 동영상 광고를 3초이상 시청하거나, 동영상 플레

이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 재생이 시작된 횟수입니다. 노출 1

회에 여러번 추가 재생된 동영상 광고는 1회만 집계됩니다. 

 O 

CPV 자동 재생된 동영상을 3초이상 시청하거나, 동영상 플레이 버

튼을 터치하여 동영상 재생이 시작된 횟수당 평균 비용입니다. 
 O 

VTR 광고 노출 후 자동 재생된 동영상을 3초이상 시청하거나, 동영

상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여 동영상 재생이 시작된 비율입니다. 

이때 소재 타입이 ‘동영상’인 경우에 발생한 노출수만을 기준으

로 산출됩니다. 

 O 

자동 재생 이용자의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자동으로 재생된 동영상을 3초

이상 시청한 횟수입니다. 
 O 

클릭 재생 동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이 시작된 횟수입니다.  O 

25% 재생 동영상에서 전체 길이의 25% 지점이 재생된 횟수입니다.  O 

50% 재생 동영상에서 전체 길이의 50% 지점이 재생된 횟수입니다.  O 

75% 재생 동영상에서 전체 길이의 75% 지점이 재생된 횟수입니다.  O 

100% 재생 동영상에서 전체 길이의 100% 지점이 재생된 횟수입니다.  O 

전환 지표 

총전환 전환 유형별로 발생한 전환 개수의 합으로, 광고주의 각 사이

트의 목적에 맞게 정의된 최종 도달 페이지(전환 페이지)에 도

달한 횟수입니다. 

 O 

구매완료수 구매 완료 페이지에 도달한 횟수입니다.  O 

회원가입수 회원 가입 페이지에 도달한 횟수입니다.  O 

장바구니 도달수 장바구니 페이지에 도달한 횟수입니다.  O 

신청,예약수 신청, 예약 페이지에 도달한 횟수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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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환수 그외 광고주가 정의한 전환으로 전화, 검색 등 페이지에 도달한 

횟수입니다. 
 O 

전환매출액 각 전환별 전환 가치(또는 매출)의 합계로, 사전에 설명된 전환 별 전

환 가치로 계산됩니다. 
 O 

구매완료 전환매출액 구매 완료 페이지에서 발생한 전환 가치입니다.  O 

회원가입 전환매출액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발생한 전환 가치입니다.  O 

장바구니 전환매출액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발생한 전환 가치입니다.  O 

신청,예약 전환매출액 신청, 예약 페이지에서 발생한 전환 가치입니다.  O 

기타 전환매출액 그외 광고주가 정의한 전환으로 발생한 전환 가치입니다.  O 

총 전환율 광고로 유입된 수(광고 클릭수)당 전환 발생 비율입니다. 

총 전환율(%) = 전환수/광고 클릭수 X 100 
 O 

총 전환당 비용 전환 1회당 사용된 평균 광고비입니다.   

전환당 비용(원) = 총비용(VAT 포함)/전환수 
 O 

광고 수익률 광고비용 대비 전환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용입니다.  

광고 수익률(%) = 전환 매출액/총비용(VAT 포함) x 100 
 O 

전환수(네이버페이) 전환 중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수입니다.  O 

전환 매출액(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발생한 전환 매출액의 합계입니다.  O 

 

 

[TIP] 리포트 지표 참고 사항 

 

1) 리포트의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제공됩니다. 

2) 동영상 지표(총 재생, CPV, VTR, 자동 재생, 클릭 재생, %재생수)는 ‘단일 동영상’ 소재 타입일때 제공합니다. 

   CPM 과금 타입의 광고 그룹에서 소재 타입을 ‘단일 동영상’으로 선택한 경우도 동영상 지표가 제공됩니다. 

3) ‘결과’는 광고 그룹에서 설정한 과금 타입별 성과입니다. 

캠페인 A 하위에 1번 광고 그룹은 CPC, 2번 광고 그룹은 CPM으로 각기 다른 과금 타입을 설정한 경우, 

1번 광고 그룹의 결과는 클릭, 2번 광고 그룹의 결과는 노출 기준으로 제공되며 

캠페인 A는 복수개의 과금 타입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는 복합전환이라 표기되고 수치는 0으로 제공됩니다. 캠페

인 하위에 단독 과금 타입만 존재하는 경우는 캠페인의 결과에 수치가 제공됩니다.  

 

또한 ‘결과’는 현재 설정된 과금 타입을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광고 그룹에서 과금 타입을 CPC로 설정하였다가 

CPM으로 변경하면 과거 CPM 집행기간까지 포함하여 광고 그룹과 광고(소재)의 결과는 노출수, 결과당 비용은 노

출당 비용으로 변경되어 제공됩니다.  

4) ‘매체 그룹’ 별 조회 기능은 2021.10.07 17시 이후부터 제공된 옵션으로, 과거 데이터의 경우 모두 ‘네이버’ 매체 

그룹으로 합산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매체 그룹 및 게재 위치’ 별 조회 시 ‘스마트채널’ 의 경우 과거 데이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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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 스마트채널’ 게재 위치로 성과가 제공되며, 개편 이후 데이터는 광고 그룹 >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네이

버 > 스마트채널’ 및 ‘네이버 패밀리 매체 > 스마트채널’ 별로 성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피드’ 게재 

위치의 경우도 과거 데이터는 ‘밴드 피드’ 게재 위치로 표시되며, 개편 이후 데이터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 게재 위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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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설정  

1-1. 결제 설정 옵션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일반 결제, 통합 결제 2가지 결제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계정 타입 및 광고 운

영 환경에 맞게 결제 설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P]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광고 계정을 운영하면서 일반 결제를 이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광고 계정 

단위로 발행됩니다. 

✓ 광고주께서 2개 이상의 광고 계정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통합 발행 받고자 할 경우 관리 계정을 

생성하고 광고 계정 연동 후 통합 결제 연결하면 됩니다. 

 

(1) 일반 결제 

일반 결제란 광고 계정 단위로 광고비를 결제하고 정산하는 결제 옵션으로, 각 광고 계정 단위로 월별 세금계산서가 발

행됩니다. 운영중인 광고 계정이 1개이거나, 각 광고 계정 별로 결제 및 정산 받고자 할 경우 적합한 결제 옵션입니다. 

광고 계정에서 충전금 결제 및 청구를 이용하려면 먼저 결제 담당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통합 결제  

결제 설정 옵션 설명 

일반 결제 

• 광고 계정 광고주 본인의 광고 계정에서 직접 선불 결제하고, 광고 계정 단위로 세금계

산서를 수신하는 결제 옵션  

• 광고 계정에서만 일반 결제가 가능, 관리 계정에서는 일반 결제 불가 

통합 결제 

• 복수의 광고 계정을 운영하는 광고주 또는 대행사의 경우 광고비를 한번에 결제하고, 

관리 계정의 사업자정보로 세금계산서를 통합 발행하는 결제 옵션. 

• 통합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계정을 생성하거나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리 계정에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함 

• 관리 계정에서만 통합 결제 가능 

대행권 이관  

• 대행권 이관은 파트너사가 광고주의 광고 운영은 대행하지만, 광고주가 광고 계정에서 

광고비를 충전하고,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결제 설정 방식 

• 파트너사에만 사용 가능함 

대행권 이관 및 세금

계산서 위임 

•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은 파트너사가 광고주의 광고 운영을 대행하고 세금계

사서도 파트너사로 발행되는 결제 설정 방식 

• 파트너사 환불 계좌로 환불이 가능함  

• 파트너사에만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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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결제란, 여러 광고 계정을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한번에 결제하고 월별 세금계산서도 하나로 발행되는 결제 

옵션으로, 여러 서비스 또는 사업별로 광고 계정을 복수 운영중인 직접 광고주 또는 광고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아 다른 광고 계정의 광고를 운영하는 대행사에게 적합합니다. 

통합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계정을 생성하거나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리 계정에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는 결제 및 정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또는 광고주 정보와 결제 담당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주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하위 광고 계정에 통합 결제 연결을 요청합니다.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가 

요청을 승인하면 즉시 통합 결제가 설정됩니다.  

 

 

(3) 대행권 이관 

대행권은 에이전시가 광고 계정의 광고 운영을 대행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이 설정되면, 광고 

계정에서 광고비를 직접 결제하고 소진되며 환불 역시 광고 계정 사업자 계좌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도 직접 

수신하지만, 에이전시는 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 운영을 대행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사전에 부여받은 후 대행권 이관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대행권은 에이전시가 광고 계정의 광고 운영을 대행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이 설정되면, 광고 계정에서 광고비를 직접 결제하고 소진되지만 해당 광고비의 세금계산서는 에이전시로 발행되며 

환불은 에이전시 환불계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는 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 운영을 대행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사전에 부여 받은 후 대행권 이관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2. 결제 담당자 

결제 담당자란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및 정산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회원으로, 광고비 충전, 환불 뿐 아니라, 세

금계산서 수신, 결제 담당자 위임 등 모든 결제 관리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계정을 생성한 회원은 

자동으로 결제 담당자로 지정되며, 다른 마스터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TIP]  

✓ 통합 결제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는 “통합 결제 설정” 부분을 참고하세요. 

[TIP]  

✓ 대행권 이관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는 “대행권 이관 설정” 부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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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담당자 정보 등록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결제 설정 > 결제 담당자 정보 [등록하기] 

광고 계정에서 일반 결제를 진행하려면 결제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 담당자를 처음 등록할 경우 

계정 생성한 회원의 로그인 계정(ONE ID)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휴대전화번호 및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계정 도용 방지를 위해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을 생성한 멤버는 마스터 권한과 함께 결제 담당자로 자동으로 지정되지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 하셔야 결제 담당자로 등록됩니다.  

✓ 결제 담당자 정보가 등록되어야만 충전 및 환불, 통합 결제 및 대행권 이관 승인, 세금계산서 수신 등 결제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정을 생성한 마스터 멤버가 아닌 다른 마스터 멤버가 결제 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 계정 생성한 마스터 

멤버가 결제 담당자로 등록하신 후 바로 다른 마스터 멤버에게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05. 결제 및 청구하기                                                                                             111 / 188 

 

 

 

2) 결제 담당자 위임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결제 설정 > 결제 담당자 정보 [정보변경] > [담당자 위임하기] 

결제 담당자는 본 계정에 마스터 권한을 부여 받은 다른 멤버에게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멤버가 요청을 승

인하는 즉시 결제 담당자가 변경됩니다.  

NO 명칭 기능 설명 

①  담당자 ID 
결제 담당자의 로그인 계정으로  

결제 정보 등록 및 위임 승인시 자동으로 입력됨  

②  담당자명 
결제 및 정산 이슈가 발생시 컨텍 정보로 활용되므로 

결제 담당자 본인의 실명을 등록 

③  휴대전화 번호 
충전, 환불, 잔액 알림 등 결제 관련 정보가 발송되므로 

반드시 결제 담당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함 

④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세금계산서 수신, 결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결제 담당자 본인이 수신 가능한 이메일로 등록해야 함 

⑤  재직 증명서 
✓ 에이전시 결제 담당자인 경우 정보 등록 및 위임할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첨부 필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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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제 담당자 위임 동의 

결제 담당자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임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제 담당자 요청을 수락한 멤버는 본 계정의 결제 설

정 기능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며, 다시 다른 멤버에게 결제 담당자 위임하는 등 결제 담당자 위임 정책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결제 담당자 요청을 수락한 멤버는 본 계정의 결제 설정 기능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며, 다시 다른 멤버에게 결

제 담당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담당자 위임 요청이 발송되면 취소가 불가하니 위임할 결제 담당자ID를 주의해서 선택해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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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임할 마스터 멤버 선택 

결제 담당자 해당 계정에서 다른 마스터 권한 멤버 1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 요청을 보내면 결제 담당자 정보

에는 “위임 요청 중”이 표시되며, 위임 요청을 받은 마스터 멤버가 위임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현재 결제 담당자가 유지

됩니다.  

 

③ 결제 담당자 위임 승인 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결제 설정 > 결제 담당자 정보 

결제 담당자 위임 요청을 받은 마스터 멤버에게만 위임 요청이 추가로 노출됩니다. 결제 담당자 위임 요청을 승인하면

즉시 결제 담당자가 변경됩니다. 결제 담당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하신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제 담당자 정보 변경

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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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에이전시 결제 담당자인 경우 정보 등록 및 위임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해 재직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한 후 첨부해 주세요. 

✓ 결제 담당자 정보는 해당 계정의 결제 및 정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마스터 멤버로, 통합 결제 요청 알림, 

환불계좌 등록 및 삭제 알림, 세금계산서 발송 등 결제 관련 주요 알림 기능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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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 및 환불하기  

2-1. 충전금 결제하기  

(1) 결제 수단 및 방법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기본적으로 충전금 기반으로 운영되며, 유상 충전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 

가상계좌 현금 입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소 결제 금액은 1,000 원입니다.(해외 광고주의 경우 1$ 이상) 

 

1) 가상계좌 입금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계정 별로 발행된 전용 가상계좌 번호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입금 약 5 분 내외 충전금에 반영됩니다. 가상계좌는 각 계정 단위로 1 개의 고유한 가상계좌 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가상계좌 발급받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결제 설정 > 계좌 관리 > 입금 계좌 정보 > [가상계좌 발급받

기]  클릭 

입금 은형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즉시 전용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상계좌 예금주 명은 광고계정 또는 관리계정명으로 표시되며, 7자 이상인 경우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입금시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예금주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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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계좌 확인하기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입금 계좌 정보”에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됩니다. 가상계좌 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카드결제 

① 신용카드 결제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충전금 관리 > 유상 충전금 잔액 > [충전하기] 클릭 

충전하기 팝업에서 결제 금액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한 후 [충전금 결제]를 클릭하여 결제하기 팝업에서 결제를 진행합

니다.  

    

NO 팝업 기능명 기능 설명 

①  충전하기 금액 선택 충전할 금액 선택 또는 직접 입력 

②   충전하기 충전금 결제 [충전금 결제] 클릭시 결제하기 팝업 노출 

③   결제하기 신용카드 선택 
충전하기 팝업에서 입력한 결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한 후 

결제할 신용카드를 선택 

④  결제하기 결제하기 

결제를 위한 동의 항목을 체크한 후 [결제하기] 클릭시 

각 신용카드사별 PG 결제 과정이 연결됨 

결제 과정이 완료되면 충전금 관리 > 유상 충전금 잔액에 

결제 금액이 즉시 반영됨 

2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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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 내역 조회 

유상 충전금 결제 후 충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결제 건별로 결제 수단, 충전금액, 영수증 보기가 가능합니다. 

 

1) 충전 내역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충전금 관리 > 충전 내역  

충전 내역은 설정한 기간 및 결제 수단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영수증 보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충전금 관리 > 충전 내역 > 거래내역 [영수증 보기] 클릭 

개별 결제 건에 대한 온라인 영수증 학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부가가치세 신

고는 월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충전은 네이버 GLAD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오용할 경우 약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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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불하기 

(1) 환불 방법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유상 충전금 잔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무상 충전금 잔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을 신청하면 원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환불 신청은 각 계정의 모든 마스터멤버가 신청 가능하며, 현금 환불은 등록된 환불 계좌로 환불됩니다. 단, 환불 계좌 

등록 및 삭제는 결제 권한을 가진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1) 환불 계좌 등록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결제 설정 > 환불 계좌 정보 [환불 계좌 등록하기] 클릭 

가상계좌로 현금 입금한 경우 광고주의 환불 계좌로 환불됩니다. 현금 환불을 신청하려면 먼저 환불 계좌 정보를 등록

해야 합니다. 환불 계좌 등록 및 삭제는 해당 계정의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환불 계좌를 등록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와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번호는 ONE ID 회원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① 사업자 광고주의 경우 

[주의 사항] 

✓ 모든 광고 계정, 선불 결제 에이전시는 언제라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신청을 하시려면 집행 중인 

캠페인을 모두 중단(OFF)해야 가능합니다. 

✓ 유상 충전금 잔액이 존재하는데 환불 가능 목록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고객문의를 통해 환불 신청해주시면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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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또는 상호명” 계좌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운영자 검토 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됩니다. 검수 결과는 결제 담당

자 정보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② 개인 광고주의 경우 

개인 광고주의 경우 광고 계정 등록 또는 관리 계정에서 결제 정보 등록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등록된 이름과 

환불 계좌의 계좌주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 광고주의 계정은 광고주 본인의 계좌로만 환불 

게좌 등록이 가능하며, 예금주명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환불계좌 등록 신청시 입력하시는 예금주명은 실제 환불 받으실 계좌의 통장에 표기된 예금주명과 정확히 일치

해야 합니다. 환불 계좌 등록시 은행 계좌의 예금주명을 확인하신 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또는 법인명은 "주식회사 마이컴퍼니", 실제 통장의 예금주명은 “마이컴퍼니 

(주)”인 경우,환불 계좌 등록 팝업에서 예금주명은 "마이컴퍼니 (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주식회사 마이컴퍼니", “㈜우리회사” 또는 “우리회사”와 같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경우 환불 계좌 승인이 

불가합니다. 

✓ 또한 "마이컴퍼니(주)" 또는 "마이컴퍼니 [주]"와 같이 띄어쓰기나 특수문자가 다르게 입력된 경우도 승인이 불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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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 신청하기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충전금 관리 > 유상 충전금 잔액 [환불하기] 클릭 

환불 방식은 현금 환불, 신용카드 환불이 있으며, 원 결제 수단에 따라 구분됩니다.  

총 환불 가능 금액 이내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6 개월 이내 발생한 현금 입금, 신용카드 결제, 쿠폰 또는 

관리자 지급 건 중 환불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신 결제 건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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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 환불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충전된 경우 현금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 환불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불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로만 충전한 경우 환불계좌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환불 가능 금액은 해당 계정의 현금 환불액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환불 신청 후 입금까지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TIP]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입금으로 충전 후 6개월이 경과된 결제 내역에 대한 환불은 ‘고객문의’를 통해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환불 신청 후 환불 계좌 정보를 변경하면 환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 입금이 완료된 후 환불 계좌 정보를 

변경하세요. 

mailto:glad_help@naver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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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 환불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한 경우 환불 신청시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신용카드 환불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3~7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내역 조회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충전금 관리 > 환불 내역  

환불 내역은 설정한 기간 및 환불 상태 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불 상태는 결과 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 환불은 해당 계정을 통해 결제된 모든 카드(제 3자 명의의 카드 포함)의 결제 내역을 조회합니다. 

따라서 환불 요청시 환불 받으려는 정확한 결제 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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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고비 소진  

(1) 충전금 관리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충전금 관리  

각 계정의 충전금 관리에서 유상/무상 충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상/무상 충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상 충전금 잔액을 먼저 소진한 후 유상 충전금을 소진합니다. 

1) 유상 충전금 

유상 충전금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충전한 금액으로, 모든 캠페인이 중단되면 언제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해외 광고주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유상 충전금 소진 금액만 

해당됩니다. 

 

2) 무상 충전금 

무상 충전금은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충전금입니다. 무상 충전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내역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소진 내역 조회 

경로 :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충전금 관리 > 소진 내역  

광고비 소진 내역은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광고비 소진 내역을 일별, 월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은 일별 조회시 

최대 62 일(2 개월), 월별 조회시 12 개월(1 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광고비 소진 금액은 VAT 포함 금액이며, 유상/무상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 상태 설명 

환불 신청 완료 광고주께서 환불 신청을 등록하신 상태 

환불 처리중 환불 신청 내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상태 

입금 대기중 환불 요청이 승인되어 입금 대기 중 

계좌 오류 환불 요청이 승인되었으나 환불 계좌 오류로 인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완료 현금 입금 완료 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 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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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진 내역은 실제 광고비 결제가 발생하는 계정에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관리 계정에 통합 결제 연결 중인 광고 

계정의 경우 소진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통합 결제 연결 중인 광고 계정의 소진 내역을 확인하려면, 관리 계

정 담당자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아야 합니다.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광고비 소진 금액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수 있으나, 소진 내역은 1원 단위

에서 반올림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최종 정산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05. 결제 및 청구하기                                                                                             125 / 188 

 

또한, 소진 내역은 게재 위치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재 위치는 광고 그룹 > 게재 위치에서 제공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광고 플랫폼 광고주 화면에서 광고비는 정수로 표기되지만 실제 소수점 이하 금액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고주 화면에서 소진금 조회 내역을 확인할 경우 일별 광고비 합계와 월별 광고비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입력한 입찰 금액이 950 원(VAT 별도) 일 때, 실시간으로 차감되는 실제 과금 광고비 

821.34561…, 892.00123…, 987.87234 …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진 내역 화면에서 각 조회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는 반올림 처리되기 때문에 조회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월별 정산서의 정산 내역 전체 금액과 동일합니다. 

모바일 메인

모바일 서브_배너

모바일 메인

모바일 서브_피드

밴드_피드

 [주의사항]  

✓ 게재 위치 개편(2021.10.07) 이전 데이터이 경우 과거 기준의 게재 위치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 스마트채널’ 게재 위치의 경우 광고 그룹 >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개편 이후 ‘네이버 > 스마트채널’ 

및 ‘네이버 패밀리 매체 > 스마트채널’ 으로 각각 표시될 수 있지만, 과거 데이터는 ‘네이버 > 스마트채널’ 로만 

표시되며, ‘밴드 피드’ 게재 위치의 경우도 개편 이후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으로 표시되지만, 과거 

데이터는 ‘밴드 피드’ 게재 위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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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월별 정산서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 1 일~ 말일 동안 발생한 유상 소진 금액 기준으로 월별 정산서가 게시되며, 5 영업일 이내 해당 

사업자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단, 통합 결제를 이용중인 광고 계정의 경우 월별 정산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통합 결제 이용 중에 발생한 광고비는 연결 중인 통합 결제 관리 계정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광고 집행 기간이 3 월 1 일 ~ 3 월 3 일, 입찰가는 950 원(VAT 별도)일 경우 

 

모바일 메인

모바일 서브_피드

모바일 서브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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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매월 첫 영업일에 월별 정산서가 게시되면 각 계정의 정산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금액이나 광고주 

정보가 잘못된 경우 정산 확정일(매월 초 2 영업일) 이내 고객 문의를 통해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정산 

확정일이 경과한 경우 당월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의 게재 위치 별 소진금 

및 수수료를 합친 금액은 반올림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월별 정산서 정산 내역의 전체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 에이전시 서비스 타입으로 등록된 대행사의 관리 계정일 경우 정산 내역에 예상 수수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수수료는 전월 광고비 총액을 반올림한 후 해당 에이전시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VAT 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에이전시 관리 계정의 경우 정산 내역을 영업 관리 설정 타입 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 결제 계정 매출 : 정산 월 동안 통합 결제 연동된 광고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 현황과 그 

수수료 금액이 표시되며, 후불 에이전시인 경우 통합 결제 계정 매출의 유상 소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대행권 이관 계정 매출 : 정산 월 동안 대행권 이관 상태의 광 고계정에서 발생한 매출 현황과 수수료 금액 

표시 

✓ 게재 위치 개편(2021.10.07) 이전 데이터이 경우 과거 기준의 게재 위치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 스마트채널’ 게재 위치의 경우 광고 그룹 > 게재 위치 설정에 따라 개편 이후 ‘네이버 > 스마트채널’ 

및 ‘네이버 패밀리 매체 > 스마트채널’ 으로 각각 표시될 수 있지만, 과거 데이터는 ‘네이버 > 스마트채널’ 

로만 표시되며, ‘밴드 피드’ 게재 위치의 경우도 개편 이후 ‘네이버 패밀리 매체 > 피드 영역’으로 표시되지만, 

과거 데이터는 ‘밴드 피드’ 게재 위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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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결제  

통합 결제는 여러 광고 계정을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한번에 결제하고 월별 세금계산서를 하나만 발행 받기를 원하는 

대행사 또는 광고주께서 사용 가능한 결제 옵션입니다. 

 

 

 

3-1. 결제 정보 등록 

관리 계정에서 통합 결제를 사용하려면 먼저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는 결제 및 정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결제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개인 광고주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본인 인증 후 결제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1) 결제 정보 등록하기 

경로 :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관리 계정에서는 통합 결제만 가능하지만, 관리 계정에서 반드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계정을 

생성하고 광고 계정 연동을 통해 광고 관리 및 리포트 조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관리 계정에서 하위 광고 계정의 광고비를 통합 결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결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광고주 

정보와 결제 담당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TIP]  

✓ 관리 계정에서는 통합 결제만 가능하지만, 관리 계정에서 반드시 결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 계정을 생성하고 광고 계정 연동을 통해 광고 관리 및 리포트 조회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결제 정보를 등

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❶ 결제 정보 등록 ❷ 에이전시 검수 ❸ 통합 결제 요청 ❹ 통합 결제 요청 승인 
(에이전시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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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광고주 서비스 

국내 법인/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 광고주가 대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실 경우 서비스 타입으로 “직접 광고주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광고주 유형에 맞게 사업자 정보 또는 개인 광고주 정보, 결제 담당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직접 광고주 서비스 타입으로 결제 정보를 등록하시면 별도의 검수 과정 없이 등록 직후부터 충전금을 결제하신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관리 계정에서 광고주 본인의 복수 광고 계정의 결제 및 정산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 결제를 이

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광고주의 광고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 광고주(법인/개인)인 경우 

사업자 광고주 결제 정보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5. 결제 및 청구하기                                                                                             130 / 188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광고주의 경우 사업자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기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일 경우 등

록된 사업자정보가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 사업자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하면 결제 정보 등록 과정이 완료됩니다. 

결제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결제 관리 > 결제 설정에서 등록된 광고주 정보 및 결제 담당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광고주께서 사업자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기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있을 경우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제 정보 등록시 또는 등록 완료 이후도 사업자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시 이미 생성된 계정에는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B. 개인 광고주인 경우 

개인 광고주의 결제 정보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여부 조회 

(사업자번호) 
광고주 정보 등록 결제 담당자 정보 등록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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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광고주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광고주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이 성공하면 광고주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변경 불가합니다.  개인 광고주의 경우 

금융 거래를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완료되면 결제 설정이 

완료됩니다.  

결제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결제 관리 > 결제 설정에서 등록된 광고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광고주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 담당자 위임이 불가합니다.  

 

② 에이전시 서비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협의된 대행사의 경우 에이전시 서비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 서비스는 

에이전시는 광고주로부터 다른 광고 계정의 광고를 운영 대행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대행사로 

네이버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인증 광고주 정보 등록 [확인] 클릭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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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결제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검수가 진행됩니다. 검수 기간은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수 결과는 결제 담당자의 이메일 및 SMS로 안내됩니다.  

에이전시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운영자와 사전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요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려 시 등록했던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 에이전시는 사전에 반드시 광고주로부터 광고 계정의 광고를 운영 대행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

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에이전시로 등록하시면 검수 절차를 거친 후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설정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행사 사업자께서는 “에이전시 서비스” 타입으로 결제 정보를 등록하신 후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이 설정

된 광고 계정의 유상 집행 금액에 대해서만 대행사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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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 결제 설정 

(1) 통합 결제 요청하기 

경로 :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통합 결제 설정 

직접 광고주의 경우 결제 정보 등록, 대행사인 경우 에이전시 등록 및 검수 승인이 완료되면 통합 결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결제 연결 요청 권한은 해당 관리 계정의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관리 계정에 광고주 또는 에이전시의 사업자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연동된 하위 광고 계정에 통합 결제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가 요청을 승인하면 즉시 통합 결제가 설정됩니다. 

 

[TIP] 

✓ 에이전시인 경우,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영업 관리 메뉴를 통해 통합 결제 관리 또는 대행권 이관 설

정이 가능합니다.  

 

1) 통합 결제 설정 동의 

경로 : 관리 계정 > 설정 > 통합 결제 설정 

관리 계정에서 하위 광고 계정에 통합 결제를 처음 요청하는 경우 통합 결제 설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계정에서 

통합 결제 연결 승인 이후 발생하는 광고비는 본 관리 계정의 충전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통합 결제 연결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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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관리 계정의 충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광고 계정이 동시에 연결될 경우 충전금 부족으로 인해 

모든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통합 결제 요청 전에 관리 계정의 충전금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주세요. 

✓ 관리 계정에서 광고 계정 연동할 때 국가/시간대/통화 제한이 없으나, 통합 결제 연결하려면 관리 계정과 광고 

계정의 국가/시간대/통화 정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2) 통합 결제 요청 

경로 : 관리 계정 > 설정 > 통합 결제 설정 

관리 중인 광고 계정에 통합 결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통합 결제 요청 팝업에 노출되는 광고 계정 목록 중 해당 

관리 계정과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상태이거나, 요청을 보낸 계정의 국가/통화/시간대가 관리 계정과 다른 광고 

계정의 경우 비활성화 되어 선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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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결제에 연결할 광고 계정을 검색하기 위한 필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 결제 요청을 전송하면 대기중인 요청 관리 영역에 노출되며, 광고 계정의 결제 설정 화면에도 통합 결제 요청 

내역이 노출됩니다. 광고 계정 결제 담당자가 통합 결제 요청을 수락하기 전까지 요청 취소가 가능하며, 요청 취소시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며, 광고 계정의 통합 결제 요청 내역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 통합 결제 요청 및 요청 취소 시 해당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의 마스터 멤버 모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 통합 결제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10 일)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요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검색 필터 설명 

광고 계정명 기본 선택 값, 광고 계정명 

광고 계정ID 광고 계정 ID 

사업자등록번호 광고 계정의 사업자등록번호 

상위 관리 계정명 광고 계정 직속 상위 관리 계정 

상위 관리 계정ID 광고 계정 직속 상위 관리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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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권 이관 설정 해제 후 통합 결제 요청은 캠페인 10분 off 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승인 시 해당 관리 

계정에서 광고비 소진 및 세금계산서 금액 집계가 됩니다. 

 

2) 통합 결제 요청 승인 및 거절 

경로 : 광고 계정 > 설정 > 결제 설정 > 결제 설정 정보 

광고 계정에서 관리 계정으로부터 통합 결제 요청을 받으면 대기중인 요청 관리 영역이 노출됩니다. 단 통합 결제 요청 

승인 및 거절 권한은 해당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은 결제 

담당자에만 노출됩니다.  

 

[주의사항] 

✓ 통합 결제를 요청한 관리 계정이 광고주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한 대행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승인해 주세요. 

✓ 통합 결제 요청을 승인 및 거절은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결제 담당자 미등록 시 해당 광고 계정을 최초 

생성한 마스터 권한 멤버가 결제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제 담당자를 변경하시려면 최초 계정한 

마스터 멤버가 결제 담당자 정보를 등록하신 후 다른 멤버로 위임해야 합니다. 

✓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가 통합 결제 요청을 승인하려면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광고 계정에 등록된 모든 캠페인 상태가 OFF 이고 마지막 캠페인이 OFF 된지 10 분 경과되어야 함 

• 현재 다른 관리 계정에 연결된 통합 결제가 없어야 함 

✓ 통합 결제 요청을 거절해도 다시 동일한 관리 계정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에서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통합 결제 요청 승인 팝업이 노출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요청 승인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통합 결제 연결을 승인한 이후 발생하는 광고비는 관리 계정의 충전금에서 지출됩니다. 그러므로 광고 계정에서 집행 

중인 캠페인을 모두 중지하신 후 통합 결제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통합 결제 연결 이후 발생한 소진 내역 및 

광고비 대한 월별 세금계산서는 관리 계정 결제 담당자를 통해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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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캠페인 상태가 ON인 것이 1개 이상 존재할 경우 일괄 OFF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팝업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모든 캠페인 상태가 OFF로 변경됩니다. 단, 통합 결제 연결 후 캠페인이 자동 재시작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운영관리 권한 이상의 멤버가 직접 캠페인을 ON시켜야 합니다.  

 

통합 결제 요청을 승인하면 통합 결제 연동 중인 관리 계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용중인 통합 결제 정보는 해당 광고 

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멤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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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결제 연결 해제 

경로 : 광고 계정 > 설정 > 결제 설정 > 결제 설정 정보, 관리 계정 > 설정 > 통합 결제 설정 

광고 계정에서 관리 계정과의 통합 결제 연결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 계정에서도 통합 결제 연결된 광고 

계정을 연결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결제 연결 해제 이후 발생하는 광고비는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지출됩니다. 

그러므로 광고 계정에서 집행 중인 캠페인을 모두 중지하신 후 통합 결제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결제 연결 해제는 통합 결제를 요청한 관리 계정 및 연결 중인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연결 해제 

시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의 마스터 멤버 모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통합 결제 연결을 해제되고 대기 중인 요청도 없을 경우 광고계정에서는 통합 결제 사용 영역이 삭제됩니다. 통합 결제 

연결이 해제하더라도 동일 관리 계정 또는 다른 관리 계정에 통합 결제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통합 결제 요청을 해제하려면, 광고 계정에 등록된 모든 캠페인 상태가 OFF 이고 마지막 캠페인이 OFF 된지 

10 분 경과되어야 합니다. 

✓ 통합 결제 연결 해제 후  

• 광고 계정의 충전금이 부족하거나 결제 담당자 정보 미등록 상태이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계정 > 결제 설정 > 결제 담당자 정보에 등록된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주소로 결제 관련 정보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통합 결제 이용 중에 발생한 광고비에 대한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존 관리 계정 결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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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행권 이관 설정 

대행권이란, 에이전시가 광고 계정의 광고 운영을 대행하는 권한으로 에이전시 타입의 관리계정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는 운영 중인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을 설정하면, 광고주가 광고 계정에서 광고비를 직접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직접 수신하지만, 에이전시는 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을 동시 설정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도 에이전시로 발행 받으실 수 있으며 환불 요청 

시 광고 계정 내 잔액 환불은 에이전시로 가능합니다. 

 

(1) 대행권 이관 요청하기 

경로 : (에이전시)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영업 관리 > 대행권 이관  

파트너인 경우 에이전시 등록 및 검수 승인이 완료되면 운영 중인 광고 계정과 대행권 이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행권 이관 요청 및 승인은 각 계정의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대행권 이관 요청을 받은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가 해당 요청을 승인하면 즉시 대행권 이관 설정이 완료됩니다. 

 

 

1) 대행권 이관 요청 동의 

경로 : (에이전시)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영업 관리 > 대행권 이관 

관리 계정에서 하위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을 처음 요청하는 경우 대행권 이관 설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계정에서 요청 승인 이후 발생하는 광고비는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지출되고, 세금계산서도 광고주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 

  

[주의사항] 

✓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이 설정되면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광고비가 소진되며 세금계산서도 광고주의 

사업자 정보로 발행되며 환불 역시 광고주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이 설정되면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광고비가 소진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에이전시 사업자 정보로 발행되며 환불 역시 에이전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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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계정에서 광고 계정 연동할 때 국가/시간대/통화 제한이 없으나, 대행권 이관 설정을 하려면 관리 계정과 

광고 계정의 국가/시간대/통화 정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광고 계정 별로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중 하나만 설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변경 가능합니다. 

 

2) 대행권 이관 요청 

경로 : (에이전시)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영업 관리 > 대행권 이관 

관리 중인 광고 계정에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행권 이관 요청 팝업에 노출되는 광고 계정 목록 중 해당 관리 계정과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상태이거나, 

요청을 보낸 계정의 국가/통화/시간대가 관리 계정과 다른 광고 계정의 경우 비활성화 되어 선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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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권 이관 요청할 광고 계정을 검색하기 위한 필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이 전송되면 대기중인 요청 관리 영역에 노출되며, 광고 

계정의 결제 설정 화면에도 요청 내역이 노출됩니다. 광고 계정 결제 담당자가 대행권 이관 요청을 수락하기 전까지 

요청 취소가 가능하며, 요청 취소 시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며, 광고 계정에서도 요청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요청 및 취소 시 해당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의 마스터 

멤버 모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 후 광고 계정 승인 익 일부터 대행권 이관이 

적용되며 집행한 광고 금액에 대해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가 적용됩니다. 단, 23 시부터 자정까지는 광고주 

승인이 불가합니다. 

✓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10 일)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검색 필터 설명 

광고 계정명 기본 선택 값, 광고 계정명 

광고 계정ID 광고 계정 ID 

사업자등록번호 광고 계정의 사업자등록번호 

상위 관리 계정명 광고 계정 직속 상위 관리 계정 

상위 관리 계정ID 광고 계정 직속 상위 관리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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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행권 이관 승인 및 거절 

경로 : 광고 계정 > 설정 > 결제 설정 > 결제 설정 정보 

광고 계정에서 관리 계정으로부터 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을 받으면 대기중인 

요청 관리 영역이 노출됩니다. 단 요청 승인 및 거절 권한은 해당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은 결제 담당자에만 노출됩니다.  

 

 

[주의사항] 

✓ 대행권 이관을 요청한 관리 계정이 사전에 적법한 권한을 부여한 대행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승인해 

주세요. 

✓ 승인 시 익일부터 결제 설정되어 광고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되며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도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 23 시부터 자정까지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및 거절은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결제 담당자 미등록 시 해당 광고 계정을 최초 생성한 마스터 권한 

멤버가 결제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제 담당자를 변경하시려면 최초 계정한 마스터 멤버가 결제 

담당자 정보를 등록하신 후 다른 멤버로 위임해야 합니다. 

✓ 광고 계정의 결제 담당자가 대행권 이관 요청을 승인하려면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현재 다른 관리 계정에 연결된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설정이 없어야 함 

✓ 요청 거절 후에도 다시 동일한 관리 계정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 요청 관리 목록에서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행권 이관 요청 승인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 승인 팝업이 노출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요청 승인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행권 이관 요청 승인 후 광고비는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소진되며, 세금계산서도 광고주의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잔여 충전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 승인 이후 광고비는 광고 계정의 충전금에서 소진 되나, 세금계산서는 에이전시의 사업자 번호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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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권 이관 요청 또는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요청을 승인하면 연동 중인 관리 계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용중인 대행권 이관 정보는 해당 광고 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멤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행권 이관 해제 

경로 : 광고 계정 > 설정 > 결제 설정, (에이전시)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영업 관리 > 대행권 이관 관리 

광고 계정에서 관리 계정과의 대행권 이관 설정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 계정에서도 광고 계정에 설정된 

대행권 이관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대행권 이관 해제 시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대행권 이관 해제는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연결 해제 시 상대 계정의 결제 담당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대행권 

이관을 해제하더라도 동일 관리 계정 또는 다른 관리 계정과 다시 대행권 이관 또는 통합 결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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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대행권 이관 해제 시 세금계산서 위임이 동시 설정 되어있는 경우 동시 해제만 가능합니다. 

✓ 대행권 이관 해제는 밤 11 시부터 자정 00 시까지는 불가합니다. 

✓ 대행권 이관 해제 시 에이전시와 광고 계정 간의 대행권 이관 상태는 해제 당일까지 이관 유지 후 익일 

00 시부터 종료됩니다. (단 대행권 이관 해제 후 당일 통합 결제 승인 시에는 승인 시점부터 통합 결제가 

적용됨.) 

✓ 대행권 이관 해제 시 익일 00 시부터 발행된 유상 소진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는 광고 계정 세금계산서 

정보로 발행됩니다. 

✓ 대행권 이관 해제 시에도 광고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광고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캠페인 off 하신 뒤 해제 

신청 부탁드리며 해제가 완료되는 익일 00 시 이후 캠페인 on 부탁드립니다. 

 

3-4. 계정별 실적 조회 

통합 결제 중인 모든 관리 계정에서는 계정별 실적 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통합 결제 중인 광고 계정별 소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서비스 타입으로 등록된 대행사 사업자의 관리 계정일 경우 일/월 별 예상 수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계정별 실적 조회하기 

경로 :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관리 > 계정별 실적 조회  

계정별 결제 조회는 관리 계정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 통합 결제 연결 중인 광고 계정에서 발생한 광고비 소진 

내역을 일별/월별, 게재 위치 단위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은 일별 조회 시 최대 62 일(2 개월), 월별 조회 시 

12 개월(1 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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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소진 금액은 VAT 포함 금액이며, 유상/무상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정별 실적 조회에서는 통합 결제로 연결된 개별 광고 계정의 소진 내역을 월별/일별, 게재 위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시 관리 계정의 경우, 통합 결제 뿐 아니라 대행권 이관 설정 중인 광고 계정의 광고비 소진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 ① 관리 계정 단위로 월별 정산 조회 

조회 조건 설명 

조회 기간 조회 기간은 일별 최대 62일, 월별 최대 12개월까지 조회 가능 

기본 설정은 지난달 (조회 일자 기준의 전월 1일 ~ 전월 마지막 일자) 

기간 단위 일별 또는 월별 총합으로 조회 가능  

게재 위치 게재 위치 단위로 조회 가능 

영업 관리 통합 결제 또는 대행권 이관 영업 관리 옵션에 따른 조회 가능 

⚫ 에이전시 관리 계정에서만 노출되는 옵션 

필터 옵션 위 조회 조건으로 조회된 결과 중 특정 광고 계정의 소진 내역만 필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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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② 광고 계정 단위로 일별 내역 조회 

조회 결과는 광고 계정 ID 및 조회 기간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노출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특정 계정을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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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서 

4-1. 세금계산서 조회 

집행한 광고비에 대해 사업자 및 개인 광고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님의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로 발행된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광고주님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내 [설정 > 결제관리 > 결제설정 

> 결제담당자정보]에서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nTax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2.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발행 

1)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월 1 일 ~ 말일까지 소진된 유상 충전 금액 기준으로, 익월 초 5 영업일 이내 결제 담당자 이메일로 

발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내 고객문의에서 사업자 정보 변경 

요청해 주시면 검수 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외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 메뉴에서 직접 수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광고 계정 : 설정 > 광고계정정보 

- 관리 계정 : 설정 > 결제 관리 > 결제 설정 > 광고주 정보 

 

[주의사항] 

✓ 월별 정산서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 결제 설정 시 세금계산서는 통합 결제 관리 계정 정보로 발행됩니다. 

✓ 대행권 이관 설정 시 세금계산서는 광고 계정 정보로 발행됩니다. 

✓ 대행권 이관 및 세금계산서 위임 설정 시 에이전시 관리 계정 정보로 발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검수는 2~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일자 영업 시간 이후 ~ 익월 초 3 일 

기간 동안에는 전월 세금계산서 정산 처리로 인해 신청 내역 검수 및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이전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발행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광고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발행 일자의 수정을 위해서만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발행 일자 수정은 월 중 사업자정보변경 또는 폐업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일자 기준으로 수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발행의 의미가 없으므로 수정 발행이 

어렵습니다. (정보 변경 및 수정 발행의 경우 동일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 

 

또한 분기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발행 요청은 다음 분기의 시작 첫 달(1 월, 4 월, 7 월, 10 월)에 마감되니  

공지 사항을 통해 신고 마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부가세 신고 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 발행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수정 발행 완료 시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 2 장이 발행되며, 

수정 발행 시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합쳐 총 3 장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https://ntax.navercorp.com/dtis/outer/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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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역 관리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내 광고 관리, 결제 관리, 계정 관리의 변경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변경 

내역은 모듈별로 조회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내역은 해당 광고 계정 또는 

관리 계정 내에서 발생한 변경 이벤트를 기록하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광고 계정이더라

도 상위 관리 계정에서 하위 광고 계정의 변경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별 변경 내

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고 관리 변경 내역 

광고 관리 탭에서는 해당 광고 계정 내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의 변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듈별로 

ON/OFF 상태 변경, 단위 상태 변경, 생성 및 삭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캠페인 및 광고 그룹은 변경 전후 값을 확

인하실 수 있도록 상세 보기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광고 소재의 경우 변경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변경 전

후 값은 상세 보기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1-2. 계정 관리 변경 내역 

결제 관리 탭에서는 계정 생성, 계정 정보 변경, 멤버 초대와 승인 거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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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제 관리 변경 내역 

결제 관리 탭에서는 해당 계정의 결제 담당자 정보 등록과 수정, 위임 시 요청 승인/거절, 통합 결제 설정과 해제, 환 

불 계좌 등록과 삭제, 입금 계좌 발급 등 주요 결제 관리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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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겟 관리  

타겟 관리는 광고 그룹에서 맞춤 타겟 설정 시 사용 할 여러 가지 타겟 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2-1. 고객 파일 관리  

고객 파일 관리는 광고주가 직접 수집한 고객의 광고 식별자 목록을 맞춤 타겟 소스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1) 고객 파일 등록 

타겟 관리 > 고객 파일 관리 메뉴에서 [고객 파일 등록] 버튼 클릭 시 '고객 파일 등록' 팝업을 통해서 광고 식별자 목

록이 포함된 고객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객 파일 타겟은 고객 파일 업로드 과정과 타겟 모수 측정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고객 파일 업로드 과정은 ① 업로드 

> ② 분석 > ③ 생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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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파일 업로드 

광고 식별자 목록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AAID, iOS 기기에서는 IDFA 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값으로,  

'고객 파일 등록' 팝업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샘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44EA1C9-7266-4895-AAD6-467B8AA38901 

36C5326B-6754-4C94-A558-95110C0258C4 

.. 

 

등록 가능한 포맷은 CSV 이며, 최대 1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파일의 총 용량이 200MB 를 넘지 않

아야 합니다.  

 

2) 고객 파일 분석 

[다음]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된 고객 파일을 분석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찾고, 중복된 데이터

를 제거하여 업로드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데이터의 전체 수와 분석에 성공한 데이터 수를 안내하며, '실패 목록 확인' 링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없는 식별

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객 파일 생성 

고객 파일 이름은 광고 그룹에서 불러오기 시 식별할 수 있는 관리용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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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 파일 생성 확인 

업로드 된 고객 파일은 고객 파일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타겟 모수가 표시되면 맞춤 타겟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모수는 최근 30일 이내에 광고를 본 이력이 있는 식별자 중에서 등록한 타겟 소스의 식별자를 샘플링 기반으로 

추출한 수를 의미하며, 신규 등록된 고객 파일 타겟의 경우 ‘준비중’ 상태로 표시된 후 모수 집계 완료 시 ‘사용 가능’으

로 표시됩니다. 타겟 모수 집계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된 고객 파일의 크기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모수 집계 및 갱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 당 생성 가능한 고객 

파일 타겟 수를 30개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고객 파일 타겟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겟 모수 집계가 완료되었으나 광고에 사용하기 너무 작은 경우 '너무 작음' 으로 표시될 수 있고, 광고 그룹 > 

맞춤 타겟 설정 시 ‘포함(타겟팅)’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모수를 확보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객 파일 상세 

고객 파일 목록에서 타겟 소스 이름을 클릭 시 상세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변경] 버튼 클릭 시 타겟 

소스 이름을 수정하거나, 해당 타겟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연동된 광고 그룹이나 유사 타겟이 없을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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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파일 상세 화면 하단에는 타겟 사용 현황 테이블이 제공되며, 연동된 광고 그룹이 존재할 경우 광고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해당 고객 파일을 삭제하실 경우 연동 된 모든 광고 그룹의 맞춤 타겟 설정에서 해당 고객 파일 타겟을 연

동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고객 파일을 통해 생성 된 유사 타겟이 있을 경우 유사 타겟을 먼저 삭제해야 고

객 파일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맞춤 타겟 설정 

생성 된 고객 파일은 광고 그룹 만들기 > 오디언스 설정 > 맞춤 타겟 옵션에서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

다.  

 



06. 도구 사용하기                                                                                          156 / 188 

 

등록 된 고객 파일 중 ‘사용 가능’ 상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준비중’ 상태의 항목은 타겟 모수 조회가 완료된 이

후에 선택 가능합니다. 

고객 파일 소스는 1개 이상 맞춤 타겟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 광고 그룹 내 최대 10개까지 다른 타겟 소스와 함께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타겟 소스 별로 ‘포함(타겟팅)’ 또는 ‘제외(디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인 경우에는 ‘포

함’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광고 그룹에 처음 설정된 고객 파일 타겟은 실제 광고에 반영되기까지 약 1시간 내외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에서 맞춤 타겟 설정 방법은 03. 광고 만들기 > 2. 광고 그룹 만들기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MAT 타겟 관리 / MAT 연동 관리 

 

(1) MAT 타겟? 

MAT 타겟은 광고주가 이용중인 제3자 모바일 앱 트래커 업체(Mobile App Tracker, 이하 MAT) 에서 수집된 전환 데

이터(광고 식별자)를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전달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고객 파일 타겟이 사용자가 직접 설

정하는 수동 방식이라면, MAT 타겟은 MAT 서비스를 연동하는 자동 방식입니다.  

MAT 타겟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직접 네이버 성과형 광고와 연동 중인 MAT 에 가입한 뒤 MAT 내 

Postback 설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성과형 광고와 MAT 간 연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전환Key 발급 및 등록 

2.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 MAT 연동 확인 

3. MAT 타겟 생성 

4. 맞춤 타겟 설정 

 

[안내 사항]  

참고로, 다양한 MAT 업체 가운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Postback 연동된 곳은 아래 8개 업체이

며, MAT 업체는 광고주가 직접 판단하여 선택 후 가입과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

레이 광고와 연동된 MAT 업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anch : support@branch.io 

- Adjust : support@adjust.com 

- IGAWorks(adbrix) : mike@igaworks.com 

- Appsflyer : hello@appsflyer.com 

- Singular : support@singular.net 

- Wisetracker : tech@wisetracker.co.kr 

- Airbridge : platform@ab18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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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 Key 발급 및 등록 

전환 Key 는 MAT 업체를 통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Postback으로 전송된 전환 데이터 중 광고주 앱에서 

발생한 전환 데이터를 구분하는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전환 Key 는 네이버 성과형 DA 에서 발급이 되며, 광고주가 연

동하고자 하는 MAT 서비스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전환 Key 생성 

도구 > 타겟 관리 > MAT 연동 관리 메뉴에서 새 전환 Key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환 Key 는 확인 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관리를 위한 전환 Key 이름 만 입력해 주세요.  

 

 

- Kochava : korea@kochava.com 

[참고]  

✓ Postback 연동이란?  

광고주 앱에서 발생 한 이벤트가 MAT 업체의 서버로 수집이 된 후, MAT업체 서버에서 네이버 성과형 DA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전송 되는 서버간 연동 방식을 의미 합니다. 단, 광고주님이 MAT 업체의 대시보드에

서 Postback 기능을 활성화 하신 경우에만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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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Key 는 자유롭게 생성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광고주 앱 별 또는 OS 별로 생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1

개의 Key 를 여러 MAT 에 등록하거나, 앱 구분 없이 MAT 별로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광고주님의 광고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생성 된 전환 Key 는 생성 확인 팝업이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환 Key 를 복사하여, 연동하고자 하는 MAT 

업체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MAT 별 전환 Key 등록 및 파트너 설정 

전환 Key 가 생성되었다면, 광고주님이 이용중인 MAT 에 등록해야 합니다.  

 

① Adbrix  

Adbrix 의 경우 리마스터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 2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Adbrix 리마스터 버전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광고주 사이트(https://console.adbrix.io) > 앱 선택 > Attributions > AD 

Partner Settings 접속 후 'NAVER'를 선택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생성한 전환 Key 를 

Conversion key 필드에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 MAT 타겟을 광고 그룹에 연동하기 전에 수집된 이벤트 별로 MAT 타겟을 생성하여 타겟 모수가 표시되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 Key 를 등록하는 방식은 MAT 별로 유사하지만, 화면 구성 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MAT 업체별 

업데이트를 통해 화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과 화면은 참고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고주가 설정하는 시점에 해당 MAT 업체의 설정 방식과 화면이 변경 된 경우 해당 MAT 업체에 문의를 

주시거나, 성과형 DA 고객 문의 채널을 통해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장형 광고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환 Key 는 성과형 광고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과

형 광고 플랫폼에서 새 전환 Key 를 생성하여, 사용하고 계신 MAT 업체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MAT 별 전환 Key 등록 및 파트너 설정 안내는 현재 기준으로 필수 과정만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MAT 서비스 내 고객 문의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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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전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Postback 탭 에서 New Install, Re-Install, Deeplink 

Open 이벤트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Postback Scope 는 All 로 설정해 주시면, MAT 에서 수집한 모든 매체의 전환 데

이터를 기준으로 MAT 타겟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dbrix 오리지널 버전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광고주 사이트(https://partners.igaworks.com) > 앱 선택 > Tracking 

Link > Media Settings 접속 후 채널명 검색에서 'Naver(네이버)' 를 검색하고, 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이버 매체 설

정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추가 설정’ 메뉴에서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성과형DA에서 생성한 전환 Key 를 전환

key 필드에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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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Key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네이버 성과형 DA로 전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Postback 설정 메뉴 에서 실행 

포스트백을선택해 주시고, New Install, Re-Install, Re-Open 이벤트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전송 조건은 All 로 설정해 주

시면, MAT 에서 수집한 모든 매체의 전환 데이터를 기준으로 MAT 타겟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Adjust 

Adjust 광고주 사이트(https://www.adjust.com/) > 앱 패널 하단 펼침 메뉴 선택(▲) > Partner Setup 접속 후 ADD 

PARTNERS 버튼을 클릭하여 'NAVER' 를 선택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생성한 전환 Key 를 OS 별

로 CONVERSION ID 필드에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성과형 DA로 앱 실행 이벤트를 Postback 전송하기 위해서는 Session Forwarding 옵션을 활성화(ON)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6. 도구 사용하기                                                                                          161 / 188 

 

 

 

③ Appsflyer 

Appsflyer 광고주 사이트(https://hq1.appsflyer.com/) > 앱 선택 > 설정 > 연동된 파트너 에서 'Naver' 파트너 선택합

니다. 연동(Integration) 탭 에서 Activate Partner 옵션을 활성화(ON)시킨 후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생성

한 전환 Key 를 cv_key 필드에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Sending Option 은 네이버로 전송하는 이벤트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MAT 에서 수집한 모든 매체의 

전환 데이터를 네이버로 전송하여 사용하시려면 Events attributed to any partner or organic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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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앱 실행 이벤트를 네이버로 전송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n-App Events Settings 의 cv_key 필드에 전환 Key 를 다시 입력합니다.  

 

In-App Events Postback 옵션을 활성화 하신 후 Sending Option 을 설정해 주세요. Default Postbacks 의 Sending 

Option 과 동일한 옵션으로, 앱 실행 등 인 앱 이벤트 데이터의 전송 범위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이벤트 추가 버튼을 클릭 후 SDK Event Name 항목에서 앱 실행 이벤트(af_app_opened)를 선택합니

다.  그리고, 우측 Partner Event Identifier 항목에서 네이버에 전송할 앱 실행 이벤트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가 

식별할 수 있는 앱 실행 이벤트 이름은 'nv_ope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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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세요. 

 

④ Branch (TUNE)  

Branch 광고주 사이트(https://dashboard.branch.io/) > 앱 선택 > Ads > Partner Management 접속 후 Ad Partners 

에서 'NAVER'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생성한 전환 Key 를 NAVER_CONVERSION_KEY 필드에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NAVER' 파트너 설정 페이지에서 NOSP에서 발급된 전환 Key 등록과 Postback 설정을 해두신 상태라면, Ad 

Account Information 항목의 [Reset All Settings] 버튼을 클릭하신 후,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새로 발급

받은 전환 Key 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정 과정이 생략될 경우 전환 데이터가 성과형 DA 플랫폼으로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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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BACK CONFIG 탭에서 INSTALL, OPEN 이벤트 항목을 선택(ON)해 주세요. 비선택인 경우 전환 데이터가 발생하

더라도 네이버 성과형 DA로 전달되지 않게 되어 MAT 타겟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⑤ Singular 

Singular 광고주 사이트(https://app.singular.net) > 대시보드 홈 > ATTBIRUTION > Partner Configuration 접속 후 

Search Partners에서 ‘NAVER’를 검색하여 ‘Naver Performance Display AD’를 선택합니다. 

Naver Performance Display AD Configuration에서 App과 Site를 선택하고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발급한 전환 Key를 

‘CV KEY’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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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오픈 이벤트의 경우 Event Postbacks에서 In-app(SDK) Event Name을 ‘__session__’을 선택한 뒤 ‘nv_open’을 지정

한 경우에만 네이버 성과형 DA의 MAT 타겟 모수 수집이 가능합니다. 

 

⑥ Wisetracker 

Wisetracker의 경우 v1과 v2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Wisetracker v1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광고주 사이트(http://report.wisetracker.co.kr/) > 앱 선택 > 설정 > 유입 및 광

고 > 와이즈링크 생성 > 광고 채널 설정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검색한 뒤, 수정 내 설정 버튼을 클릭 

‘Retargeting Code’에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발급한 전환 Key를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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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back 설정 시 ‘실시간 포스트백 설정’ 클릭 후 네이버를 검색하신 다음 필요한 이벤트를 ON으로 설정해주시면 됩

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앱 설치와 앱 실행 이벤트를 맞춤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앱 설치와 앱 실

행을 ON으로 설정해주세요. 

 

 

Wisetracker v2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광고주 사이트(https://analytics.wisetracker.co.kr/console/login) > 대시보드 > 

Tracking Management > Ad Partners >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Setting > Edit 버튼을 클릭 한 뒤 

Attribution 탭 하단의 ‘전환 Key’에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발급 한 전환 Key를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Postback 설정 시엔 해당 메뉴의 Postback 탭으로 이동하여 Postback 전송을 희망하는 이벤트의 Status를 활성화 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성과형 DA에 연관된 데이터만을 전송하길 원하시면 Sending Option에서 Attributed data only

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발생한 모든 데이터의 전송을 원하시면 All data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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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irbridge 

Airbridge 광고주 사이트(https://www.airbridge.io/) > Integrations > Integrated Ad Channels > NAVER 검색 후 네이

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선택 > 포스트백 설정 선택 후 연동 정보에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발급한 전환 Key를 입

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Postback 설정 시엔 동일 경로의 ‘이벤트 스키마’를 선택하여 전송 규칙을 설정해 줍니다.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기여 

된 정보만 Postback 전송하실 경우 Scope에서 ‘This channel only’를 선택해주시고 전체 이벤트를 전송하실 경우 ‘Any 

channe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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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Kochava 

Kochava 광고주 사이트(https://go.kochava.com) > 앱 선택 > 앱 및 자산 > 파트너 구성 > 구성 추가 클릭 후 미디

어 파트너에서 Naver Performance Display Ad를 선택 한 뒤 Go를 클릭합니다. 

 

 

파트너를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Install Postback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이벤트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 편집을 선택

하여 CV KEY 영역에 네이버 성과형 DA에서 발급한 전환 Key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앱 오픈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신규 생성 시 EVENT NAME을 반드시 ‘Open’으로 선택해야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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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의 MAT 타겟 모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STORE APP ID는 iOS 앱의 경우 Appstore의 App ID,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package name을 등록해주시면 되며, 네

이버 성과형 DA에서 관여한 데이터만 전송하길 원하실 경우 전송 방법을 ‘Network Only’로 해주시고 전체 데이터 전송

을 원하실 경우 ‘All’로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3)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MAT 연동 확인 

MAT 업체에 전환 Key 등록 및 Postback 설정이 완료되면 MAT 로부터 전환 데이터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

고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Key 가 발급되더라도 MAT 업체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MAT 업체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연

동 전' 상태로 표시되며, MAT 업체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하면 '연동 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연동 전' 상태인 경우에는 전환 Key 삭제가 가능하지만, '연동 중' 상태인 경우에는 운영중인 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삭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동 중' 상태에서도, 광고주 앱 또는 MAT 업체 설정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전환 데이터가 네이버 성과형 DA로 집

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MAT 타겟 생성 

MAT 타겟은 광고 그룹 만들기 시 맞춤 타겟 설정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MAT 업체, 이벤트, 기간 등을 조건에 따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도구 > 타겟 관리 > MAT 타겟 관리 메뉴에서 새 MAT 타겟을 추가하거나, 등록된 MAT 타겟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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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 타겟 등록 

맞춤 타겟에 사용할 MAT 타겟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MAT 타겟은 타겟 소스 이름, 타겟 유형, 연동 업체, 수집 이벤트, 

수집 기간 등의 정보로 구성되며, 모두 필수 항목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MAT 타겟은 MAT 업체와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성할 수 있지만, Postback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없

을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최대 180일 이내에 수집된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MAT 타겟 이름은 관리용으로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타겟 유형은 고객 파일 타겟과 MAT 타겟을 구분하기 위

한 관리용 정보입니다. 연동 업체는 네이버 성과형 DA가 연동 지원하는 업체들이 표시되며, 1개 이상 복수 선택이 가능

합니다. 수집 이벤트는 앱 실행과 앱 설치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수집 기간은 최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ranch 업체와 연동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최근 30일간 Branch 를 통해서 수집된 앱 실행 이벤트'를 MAT 

타겟으로 생성하고자 할 경우 연동 업체는 Branch 를 선택하고, 수집 이벤트는 앱 실행, 수집 기간은 최근 30일로 선

택한 후 "최근 30일_Branch_앱 실행" 으로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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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타겟 등록이 완료되면, 목록에 표시되며, 만약 동일한 조건(설정)으로 등록된 MAT 타겟이 있다면 중복 등록으로 

확인 팝업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생성된 MAT 타겟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된 MAT 타겟은 타겟 모수를 집계하는 동안 '준비중' 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MAT 타겟은 MAT 연동 관리 상태가 ‘연동 전’ 이더라도 미리 등록 가능합니다. 단, MAT 타겟의 상태가 ‘준비중’ 인 경

우 맞춤 타겟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타겟 모수는 최근 30일 이내에 광고를 본 이력이 있는 식별자 중에서 등록한 타겟 소스의 식별자를 샘플링 기반으로 

추출한 수를 의미하며, 신규 등록된 MAT 타겟의 경우 ‘준비중’ 상태로 표시된 후 모수 집계 완료 시 ‘사용 가능’으로 표

시됩니다. 타겟 모수 집계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조건과 

시스템 상황에 따라 모수 집계 및 갱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겟 모수 집계가 완료되었으나 광고에 사용하기 너무 

작은 경우 '너무 작음' 으로 표시될 수 있고, 광고 그룹 > 맞춤 타겟 설정 시 ‘포함(타겟팅)’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모수를 확보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계정 당 생성 가능한 MAT 타겟 수를 30개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MAT 타겟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MAT 타겟 상세 정보 

MAT 타겟 목록에서 타겟 소스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변경] 버튼 클릭 시 타겟 

소스 이름과 연동 업체, 수집 이벤트, 수집 기간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해당 MAT 타겟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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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업체, 수집 이벤트, 수집 기간 정보는 수정 가능하지만, 집행 중인 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

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T 타겟은 주기적으로 타겟 모수를 업데이트 하므로, 변경 즉시 광고에 반영되지는 않습

니다.  

또한, 연동 된 광고 그룹이나 유사 타겟이 있는 경우 MAT 타겟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MAT 타겟을 삭제하고자 할 경

우 타겟 사용 현황에서 연동 된 광고 그룹을 확인하여 맞춤 타겟 설정에서 해제해 주셔야 하고, 연동 된 유사 타겟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유사 타겟을 먼저 삭제하신 후 MAT 타겟을 삭제해 주세요.  

(5) 맞춤 타겟 설정 

생성 된 MAT 타겟은 광고 그룹 만들기 > 오디언스 설정 > 맞춤 타겟 옵션에서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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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된 MAT 타겟 중 ‘사용 가능’ 상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준비중’ 상태의 항목은 타겟 모수 조회가 완료된 이

후에 선택 가능합니다. 

MAT 타겟 소스는 1개 이상 맞춤 타겟 설정 할 수 있으며, 동일 광고 그룹 내 최대 10개까지 다른 타겟 소스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타겟 소스 별로 ‘포함(타겟팅)’ 또는 ‘제외(디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인 경우에는 ‘포

함’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광고 그룹에 처음 설정된 MAT 타겟은 실제 광고에 반영되기까지 약 1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로 수집된 MAT 데이터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추가되어 광고 집행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데이터

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MAT 타겟 모수의 경우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일일 단위로 갱신이 이루

어지고 있어, 실제 집행중인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겟 소스의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에서 맞

춤 타겟 설정 방법은 03. 광고 만들기 > 2. 광고 그룹 만들기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유사 타겟 관리 

(1) 유사 타겟? 

유사 타겟은 고객 파일, MAT 타겟 등 광고주님의 기존 타겟 소스를 바탕(SEED 타겟으로 설정하여)으로 유사한 행동 

패턴과 특성을 지닌 대상을 찾아 타겟 그룹을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단, 유사 타겟 모델에서는 특정 행동만을 유추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의 행동에서 경향성 있는 패턴을 찾

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특정 행동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유사 타겟 등록 

타겟 관리 > 유사 타겟 관리 메뉴에서 [유사 타겟 등록] 버튼 클릭 시 새로운 유사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사 타겟 등록은 SEED 타겟 선택과 타겟 규모 설정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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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ED 타겟 선택 

유사 타겟 생성에 사용 할 SEED 타겟을 선택합니다. 이미 등록된 고객 파일 타겟, MAT 타겟 중 SEED 모수 가 2천개 

이상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ED 모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최소 2,000 개 이상이 필요하며, 최대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10만개 이내의 SEED 모수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사 타겟은 선택된 SEED와 행동 패턴이 유사한 대상을 찾아 목표하는 타겟 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데, SEED 모

수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유사 타겟 결과가 더 잘 나온다고 정의할 수 없으며, 얼마나 유저의 행동 패턴이 경향성이 있

게 잘 정제된 SEED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사 타겟 결과의 효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SEED 수가 많을 수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행 시간이 늘어나고 경향성이 옅어질 수 있으므로, 많은 수의 SEED를 사용하기보다 정제된 양질

의 SEED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2) 타겟 규모 설정 

타겟 규모 설정은 선택된 SEED 타겟을 바탕으로 생성할 유사 타겟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부터 10단

계까지 설정 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예상 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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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유사 타겟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사 타겟 이름은 디폴트로 자동 생성되나, 유사 타

겟 등록 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된 유사 타겟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생성이 완료되지만, SEED 타겟의 모수와 타겟 규모, 시스템 상황에 따라 더 

거릴 수 있습니다.  

 

3) 유사 타겟 등록 완료 

등록 된 유사 타겟은 유사 타겟 목록에서 조회 가능하며, SEED 유형과 타겟 모수, 상태, 생성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유사 타겟은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데, 상태 컬럼에서 최근 갱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타겟의 갱신은 자동 갱신 옵션이 ON 인 경우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7일 이후 실행되는데, 시스템 상황에 따라 

7~10일 이내에 갱신될 수 있으며, 자동 갱신 옵션이 OFF 인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유사 타겟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 자동 갱신 옵션을 OFF 로 설정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3) 유사 타겟 상세 

유사 타겟 목록에서 타겟 소스 이름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변경] 버튼 클릭 시 타겟 소

스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고, 해당 유사 타겟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사 타겟 삭제는 연동 된 광고 그룹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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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4) 맞춤 타겟 설정 

생성 된 유사 타겟은 광고 그룹 만들기 > 오디언스 설정 > 맞춤 타겟 옵션에서 타겟 불러오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등록 된 유사 타겟 중 ‘사용 가능’ 상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준비중’ 상태의 항목은 타겟 모수 조회가 완료된 이

후에 선택 가능합니다. 

유사 타겟 소스는 1개 이상 맞춤 타겟 설정 할 수 있으며, 동일 광고 그룹 내 최대 10개까지 다른 타겟 소스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타겟 소스 별로 ‘포함(타겟팅)’ 또는 ‘제외(디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나, 타겟 모수가 2,000 미만인 경우에는 ‘포

함’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광고 그룹에 설정이 완료시 즉시 반영됩니다. 광고 그룹 에서 맞춤 타겟 설정 방법은 03. 광

고 만들기 > 2. 광고 그룹 만들기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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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 추적 관리  

전환 추적 관리는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을 리포트로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메뉴입니

다.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전환을 집계하며 앱에서 발생한 이벤트 집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1. 전환 추적 가능 조건  

전환 지표는 1) 전환 추적 스크립트가 설치 완료되어 2) 전환 추적 대상으로 사이트 ‘on’ 되어 있고  

3) 전환 추적 대상 사이트가 대표 URL로 등록되어 있으며, 4) 소재 랜딩이 전환 추적 대상일 때 리포트로 수치가 제공

됩니다.  

 

3-2. 전환 추적 신청  

- 전환 추적은 1) 결제 담당자가 등록되어 있는 광고 계정의 2) 마스터만 신청 가능하며, 3) 승인된 대표 URL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구 > 전환 추적 관리에서 전환 추적 신청 전에 캠페인을 먼저 세팅하시어 대표URL 승인

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캠페인에 대표 URL 등록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해주세요. 단,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도메인이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나 네이버 모두 사이트는 차상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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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 추적 대상 사이트 신청 

 

 

도구> 전환 추적 관리 메뉴의 우상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전환 추적 서비스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기입

해야하는 항목은 사이트 이름, 신청 사이트 URL, 광고주측 기술 담당자, 설치 구분, 사이트 유형, 전환 유형, 전환 추적 

기간이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전환 추적 대상 사이트는 계정에서 승인된 대표URL 중 선택 가능하며,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

메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도메인이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모두 

사이트는 차상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네이버 검색광고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고 있으신 광고주님도 별도로 전환 추적 신청이 필요합니

다. 단 서비스 신청 시 별도의 스크립트 설치없이 전환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HTML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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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크립트 설치 

서비스 신청 시 1~3일 이내(최대 7일) 신청 시 입력한 기술담당자의 ‘메일주소’로 ‘설치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기술

담당자께서는 설치안내메일에 따라 다음 과정을 진행해주셔야만 전환추적설치가 진행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행 설치를 신청하신 경우 ‘설치안내메일’에 ‘설치대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광고주님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설치 대행업체(엔에이치엔에이스)가 수정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정보(FTP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임대 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합니다. 설치안내메일>설치대행 신청 

완료후 1~7일내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 직접 설치에 필요한 분석스크립트를 ‘설치안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설

치 후 데이터 검수 요청을 하셔서 데이터 검수 완료가 되어야 설치가 완료됩니다. 

 

  대행/직접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사이트가 스마트스토어일 경우, 별도의 스크립트 설치 및 데이터 검수없이 간

단한 내부 확인후 빠르게  ‘설치완료’됩니다. 

  임대형 쇼핑몰을 경우 자체 탑재 스크립트가 있어 공통키 연동 등의 간단한 연결로 빠르게 ‘설치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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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광고 로그 분석_스크립트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전환 추적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중’이라는 상태를 가지며, 스크립트 설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사이트 상태가 ‘설치

완료’ 로 변경됩니다. 이때 스크립트 설치 중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중지된 경우는 ‘미설치종료’의 상태를 가집니다. ‘미설

치종료’ 후 다시 전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새로운 건으로 서비스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4) 정상 설치 여부 테스트 

전환 추적이 시작되면 NaPm 으로 시작되는 전환 추적용 URL 파라미터가 소재 URL 뒤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전환 

추적 서비스 신청 후 실제 광고 또는 기기에서 미리보기를 통해 사이트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스크립트 설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 또는 기기에서 미리보기로 확인이 어려우시면 아래의 방식으로도 테스트 가능합니다.  

 

1. 실제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소재 랜딩 URL을 준비합니다. 

 

2. 소재 랜딩 URL에 "?"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1) 소재 랜딩 URL에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재 랜딩 URL 끝에 "&"를 추가한 다음 아래 [테스트 URL]의 내용

을 추가하고, 그 URL을 복사하여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해서 접속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2-2) 소재 랜딩 URL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재 랜딩 URL 끝 "?" 를 추가한 다음 아래 [테스트 URL]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URL을 복사하여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입력해서 접속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결 URL이 있는 경우 

소재 랜딩 URL 1번: http://www.motor-abc.com/model-a.html 

소재 랜딩 URL 2번: http://www.motor-abc.com/router.html?category=model_a 

  

소재 랜딩 URL 1번을 테스트한다면 소재 랜딩 URL이 "?" 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일 끝에 "?"를 추가합니다. 거

기에 테스트 URL을 추가해 전체 URL을 만들고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http://www.motor-abc.com/model-a.html?NaPm=ct%3Dhf2bview%7Cci%3D0Gy1001FZzHfpCO600-

M%7Ctr%3Dsa%7Cet%3Dhf3rbd2w%7Cba%3D1%2E0%7Caa%3D1%2E0%7Chk%3Db03c9555b13a8cdb

2e0c58e6759281a4efcd510d 

  

테스트 URL 

NaPm=ct%3Dhf2bview%7Cci%3D0Gy1001FZzHfpCO600-

M%7Ctr%3Dsa%7Cet%3Dhf3rbd2w%7Cba%3D1%2E0%7Caa%3D1%2E0%7Chk%3Db03c9555b13a

8cdb2e0c58e6759281a4efcd5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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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랜딩 URL 2번을 테스트한다면 소재 랜딩 URL이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일 끝에 "&"를 추가합니다. 거기에 

테스트 URL을 추가해 전체 URL을 만들고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URL을 입력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Dhf2bview%7Cci%3D0Gy1001FZzHfpCO600-

M%7Ctr%3Dsa%7Cet%3Dhf3rbd2w%7Cba%3D1%2E0%7Caa%3D1%2E0%7Chk%3Db03c9555b13a8cdb

2e0c58e6759281a4efcd510d 

 

3-3. 전환 추적 관리 

- 스크립트 설치가 완료되어 1) 사이트의 상태가 ‘설치완료’로 변경되고 2) ‘on’으로 되어 있으며 3) 캠페인의 대표 

URL과 4) 소재 랜딩URL이 전환 추적 대상 사이트일 경우 전환 추적이 시작됩니다. 

- On/Off 기능: 도구 메뉴에서 사이트 전환 추적을 ‘off’ 하면 스크립트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리포트상에 전환 집계는 

그 시점부터 중지되며, ‘on’으로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전환 수치가 집계됩니다. 도구 메뉴에서 전환 추적 

On/off는 대표 URL사이트 단위로 동작하여 동일한 대표 URL을 복수 개 전환 추적 신청한 경우 복수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전환 기간: 전환은 전환 추적 신청 시 광고주가 설정한 전환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전환 기간은 전환에 기여

한 광고 클릭을 찾는 기간으로 비록 전환이 발생하였어도 전환 추적 기간보다 오래전에 발생한 광고 클릭에 따른 전

환이면 전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환 기간은 1일~30일중에 광고주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변경도 가능합

니다. 단 전환추적기간 변경 시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전환이 집계되며, 과거 전환 데이터가 변경되지는 않

습니다. 전환 기간도 대표 URL 단위로 동작하여 동일한 대표 URL이 복수 개 전환 추적 신청된 경우, 전환 기간 변

경 시 복수 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동일 사이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서비스 신청 또는 수

정 시점에 설정된 최신 전환추적기간이 같이 적용됩니다. 

TIP 

1) 전환 추적 시작후 리포트로 수집되는 전환 금액이 상품가격보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 스크립트가 잘못 

설치되었을 수 있으니 ‘데이터 검수요청’을 통해 다시 설치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2) 수집되는 전환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정상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되어 리포트 집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