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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장소재 소개



�41   확장소재란

Daum 모바일 앱/웹, PC 검색결과와  
카카오톡 #(샵)탭 및 Daum 제휴 매체에 
kakao 키워드광고의 확장소재가 노출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적합한 확장소재 제공으로  
목적 달성은 물론 유의미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능입니다. 

확장소재는



�51   노출 영역 및 노출 형태

노출영역      Daum 과 제휴 매체 모바일 앱/웹, PC 통합검색 결과 프리미엄링크 영역과 카카오톡 #(샵)탭 검색결과에 기본소재와 함께 노출됩니다. 

노출형태      기본소재와 함께 추가제목형, 부가링크형, 가격테이블형, 썸네일이미지형, 말머리형 5가지 타입 중 랜덤하게 노출됩니다. 



�61   확장소재의 특징

정보 노출 및 유입 경로 확대 
기본소재 외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말머리와 같은 새로운 광고 소재 타입을 추가로 노출할 수 있으며, 
추가된 영역을 통해 사용자의 유입 경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높은 주목도 
확장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소재 외 추가 정보와 광고 영역 확대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상품 노출 
업종 제한 없이 확장소재 운영이 가능하며, 좀 더 다양한 상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재 확장소재 가격테이블형

영역 확장



�71   확장소재 타입별 미리보기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모바일 PC

썸네일이미지

말머리



�81   확장소재 타입별 소개

추가제목형                     
제목문구 아래 추가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이며 제목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추가 정보를 추가제목 문구를 통해 주목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부가링크형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사용자의 즉각적인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격테이블형              
가격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광고주의 주요 사용자가  
상품 페이지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썸네일이미지형          
시각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전환 유도를 시도하기 위한 정보 제공으로 클릭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머리형 

프로모션 정보와 공인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주목도와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91   노출 및 등록 방법

여러개의 확장소재를 등록할 경우, 등록된 확장소재는 기본 텍스트 소재를 포함하여 균등한 비율로 랜덤 노출됩니다. 확장소재 품질지수 및  
성과우선 노출은 2018년 하반기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확장소재가 노출될때에는 ‘전화번호’와 ‘플러스친구’는 노출될 수 없습니다. 

확장소재는 광고그룹 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광고그룹당 최대 10개, 각 타입별로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링크 영역

텍스트 소재 A 추가제목 부가링크

텍스트 소재 B

텍스트 소재 C

텍스트 소재 D

텍스트 소재 E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썸네일이미지

텍스트 소재 + (확장소재)

텍스트 소재 F

텍스트 소재 G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텍스트 소재 + (확장소재)

텍스트 소재 + (확장소재)

텍스트 소재 + (확장소재)

텍스트 소재 + (확장소재)

랭킹 1~5위 소재노출 
확장소재는 텍스트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 노출 

PC는 랭킹 1~10위 소재노출 
확장소재는 텍스트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 노출



�101   제한 업종

모든 업종은 확장소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의원 업종은 가격테이블과 썸네일이미지가 금융, 보험, 성인업종은 썸네일이미지가 심사 반려처리됩니다.

�10

업종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병/의원 심사반려 심사반려

금융 등록가능 심사반려

보험 등록가능 심사반려

성인 등록가능 심사반려



2. 제작가이드



�122   확장소재 타입별 제작 TIP

텍스트 문구 
추가제목에는 홍보 문구를 통해 제목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추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성 문구는 말머리타입을 활용하여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말머리 내용에는 혜택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사용자의 신뢰를 얻어 광고 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관련된 확장 키워드를 부가링크로 활용해 보세요. 사용자는 확장 키워드를 추가 검색하지 않고 바로 부가링크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랜딩페이지에 연관성 및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랜딩페이지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광고 성과는 높아집니다. 

이미지 
광고대상 사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과 유형 이미지로 구성해 주세요.  
키워드 및 텍스트소재(제목, 설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Bad CaseGood Case

과도한 보정 해상도가 낮고 초점이 불명확 테두리 사용

�12

썸네일이미지 가이드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132   타입별 제작 가이드

타입 내용

추가제목 • 최소1자, 최대24자까지 입력가능

부가링크

• 총 4개의 부가링크 설정가능 
• 부가링크 3개는 필수 
• 동일명칭의 제목 사용불가 
• 제목은 최소1자, 최대6자까지 입력 가능 
• 부가링크 제목 합산 최대 22자까지 입력 가능 
• 모바일 가로너비 환경에 따라 4번째 부가링크는 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가격테이블

• 총 3개의 가격테이블 설정가능 
• 가격테이블 1개는 필수 
• 제목은 최소1자, 최대9자까지 입력 가능 
• 표시단위는 ‘원’만 설정 가능 
• 가격 단위는 ‘원’, ‘원까지’, ‘원부터’만 가능 
• 가격란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

썸네일이미지
• 450*450px 이상의 JPG, PNG 파일만 가능 
• 용량은 이미지별 10MB 
• 이미지 1개 필수

말머리
• 말머리종류는 할인, 이벤트, 인증, 연관기사 중 선택 
• 최소1자, 최대17자까지 입력가능

*자세한 제작 가이드는 심사 정책 문서 참고 바로가기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3. FAQ



�153   FAQ

Q1. 확장소재 노출 영역은 어디인가요?

프리미엄링크 영역으로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텍스트 문구)와 함께 노출됩니다. 

Q2. 확장소재는 PC/MO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모바일 프리미엄링크 영역에 우선 노출 되며, PC 노출은 11월 15일부터 노출됩니다.

Q3. 확장소재 등록시 광고 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통합검색결과에 노출됩니다.  
모든 확장소재는 기존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 노출되며, 
사용자의 반응과 확장소재의 품질을 반영한 성과기반 노출은 오픈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Q4. 확장소재는 광고 그룹 단위로만 등록되나요?

네. 확장소재는 광고 그룹 단위로만 등록되며 캠페인 단위로는 등록 불가합니다.  

기존 키워드 광고와 동일하게 Kakao 키워드광고(구. 클릭스)에서 등록 가능하며, Kakao 키워드광고 
[광고 관리 > 캠페인 선택 (또는 등록) > 그룹 선택 (또는 등록) > 새확장소재] 에서 각 그룹별로 확장소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 바로가기: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163   FAQ

Q5. 확장소재는 모든 키워드에 등록 가능한가요? 

네, 확장소재는 모든 키워드에 등록 가능합니다. 
단, 병의원업종은 가격테이블, 성인업종은 썸네일이미지 타입의 심사가 반려됩니다. 

Q6. 확장소재 사용시 추가 과금이 되나요?

아니요. 확장소재 등록 및 노출에 따른 추가 과금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장소재 영역이 클릭 된다면 기존 텍스트 소재의 CPC금액만큼 과금 됩니다.

Q7. 확장소재의 심사 상태가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텍스트 문구) 노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확장소재가 '심사중' 또는 '등록불가' 상태라도,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텍스트 문구)의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장소재 심사 정책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FAQ 더보기: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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