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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정보

Q. 확장소재란 무엇인가요?

A.확장소재는 사용자의 검색 잠재 의도를 바탕으로 노출되는 새로운 형태의 키워드광고입니다. 

기존 Kakao 키워드광고와 노출 영역은 동일하나, 기존 소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노출할 수 있는 추가 문구와 링크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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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확장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A.확장소재는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말머리]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유형을 광고 그룹당 10개, 각 타입별 2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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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정보

Q. 확장소재도 품질지수와 연관이 있나요?

A.네, 확장소재도 품질지수에 반영 됩니다. 
등록하신 확장소재와 키워드 간의 연관도, 유저 검색 의도와의 적합도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 품질지수에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광고 집행은 물론, 사용자의 클릭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용자 니즈에 맞는 확장소재를 등록 후 운영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Q. 확장소재는 PC/MO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A. 네, [다이렉트 광고관리 > 광고그룹전략설정]에서하나의확장소재로모바일과 PC에동시노출이
가능하며, [다이렉트 광고관리 > 광고그룹 ]을각각설정하여모바일과 PC의전략설정을통해다르게설정

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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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노출

Q. 확장소재를 2개 이상 등록하고 심사 승인이 될 경우, 어떤 확장소재가 노출되나요?

A.등록 후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통합검색결과에 노출됩니다. 모든 확장소재는 기존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 노출되며 사용자의 반응과 확장소재의 품질을 반영한 성과기반 노출은 오픈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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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장소재 노출 유형은 키워드나 광고대상 업종에 영향을 받나요?

A.확장소재는 여러 개의 타입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기존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 노출되며
사용자의 반응과 확장소재의 품질을 반영한 성과기반 노출은 오픈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Q. 확장소재 노출 영역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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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FAQ

광고 노출

Q. 확장소재와 기존 프리미엄링크의 광고 영역이 달라지나요?

A.아닙니다. 
확장소재는 기존 Kakao 키워드광고와 노출 영역은 동일하나, 
기존 소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노출할 수 있는 추가 문구와 링크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확장소재는 기존 프리미엄링크 영역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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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노출

Q. 확장소재 등록 시 프리미엄링크 영역 내에서
텍스트 문구만 있는 기존의 프리미엄링크 보다 항상 상단에 위치하나요? 

A.확장소재를 등록한다고 상단 노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엄링크 키워드광고의 입찰금액과 성과우선 로직에 따라 노출 위치가 결정됩니다.

Q. 확장소재를 등록한 광고들이 프리미엄링크 영역 내에서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광고 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확장소재를 등록한다고 상단 노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엄링크 키워드광고의 입찰금액과 성과우선 로직에 따라 노출 위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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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확장소재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확장소재는 Kakao 키워드광고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키워드광고와 동일하게 Kakao 키워드광고에서 등록 가능하며,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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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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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확장소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확장소재는 기존 Kakao 키워드광고와 노출 영역은 동일하나, 
기존 키워드광고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소재 외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 말머리와 같은
확장소재가 필요합니다. 

확장소재별 세부 사항은 플랫폼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장소재 가이드 및 플랫폼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확장소재 심사 정책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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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확장소재는 광고 그룹 단위로만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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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키워드광고와 동일하게 Kakao 키워드광고에서 등록 가능하며,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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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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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다른 키워드광고에 저장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재는 [캠페인 > 그룹 > 새 소재 > 우측의 등록된 소재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장소재 또한 다른 그룹간 등록된 확장소재를 불러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 광고 관리 > 캠페인 선택 (또는 등록) > 그룹 선택 (또는 등록) > 새확장소재 > 
확장소재 유형 선택] 에서 우측의 ‘등록된 확장소재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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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등록된 확장소재를 불러올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다른 그룹간 등록된 확장소재를 불러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 광고 관리 > 캠페인 선택 (또는 등록) > 그룹 선택 (또는 등록) > 새확장소재 > 
확장소재 유형 선택] 에서 우측의 ‘등록된 확장소재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Q. 확장소재는 모든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한가요?

A.네, 확장소재는 모든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단, 병의원 업종의 가격테이블, 성인, 금융/보험 업종의 썸네일이미지 타입의 심사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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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확장소재 등록에 업종별 제한이 있나요?

A. 모든 업종은 확장소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의원 업종의 가격테이블과 썸네일이미지
성인, 금융/보험 업종의 썸네일이미지는 심사 반려 처리됩니다. 

병의원 업종은 [추가제목, 부가링크] 유형을, 
금융/보험, 성인 업종은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유형을 등록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장소재 가이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확장소재 가이드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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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등록

Q. 동일한 소재(문구)를 다른 광고 그룹 간에 사용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소재는 [캠페인 > 그룹 > 새 소재 > 우측의 등록된 소재 선택] 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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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확장소재는 최대 몇 개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A.광고 그룹당 10개, 각 타입별로는 2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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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등록

Q. 확장소재 등록 시 추가 과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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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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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썸네일이미지 유형의 경우 등록 이미지의 제한이 있나요?

A.썸네일이미지 유형은 450*450 픽셀 이상의 JPG, PNG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용량은 이미지 별 10MB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장소재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소재 가이드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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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관리

Q. 확장소재별로 ON, OFF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네. 확장소재별 자유로운 ON/OFF가 가능합니다.
확장소재는 [다이렉트> 광고관리 > 캠페인 > 확장소재]에서 타입을 선택하시면 등록하신 타입별로
ON/OFF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Q. 과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확장소재는 기존 Kakao 키워드광고와 노출 영역은 동일하나, 
기존 소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노출할 수 있는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텍스트 문구)에 추가 문구와 링크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키워드광고와 동일하게 클릭당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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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관리

Q. 과금 영역은 어디인가요?

A.클릭이 가능한 모든 영역이 과금 영역입니다. 
과금 되는 확장소재 영역에는 [추가제목, 부가링크, 가격테이블, 썸네일이미지,말머리]가 해당됩니다.

Q. 확장소재 노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확장소재의 경우 수정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확장소재에 '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내용을 불러와서
새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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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성과

Q. 보고서에 직/간접 전환수, 전환액이 제공되는데, CTS설치를 하면 전환 트래킹이 가능한가요?

A.네, 전환추적설정(CTS)를 설치하면 확장소재 전환 측정이 가능합니다. 
클릭스 보고서에서 광고 성과 지표를 확인해주세요. 

'광고운영 보고서' 화면을 통해 확장소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보고서' 화면에서 필요한 보고서를 원하는 조건으로 생성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소재의 일자별 확장소재, 캠페인, 그룹, 혹은 소재 단위로
기간과 확장소재 타입별 노출수, 클릭수, 평균클릭비용, 전환율 등 주요 성과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내용은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추적설정(CTS) 설치 전의 지표는 확인이 어려우며, 
설치 상태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환추적설정(CTS)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추적설정(CTS) 바로가기 : https://adplus.biz.daum.net/materia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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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광고 성과

Q. 대량 업로드가 가능한가요?

A.대량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대량업로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https://twg.daumcdn.net/clix/guide_book/065757bcafe228606ceae8f31a304912?download

Q. 확장소재의 키워드별 실적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나요?

A.확장소재의 키워드별 실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캠페인 단위의 키워드별 실적은 [보고서 > 다운로드 보고서] 에서 '조회항목 :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운영 보고서'에서 기간별, 확장소재별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클릭비용, 총비용, 
전환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보고서'에서 '조회항목 : 확장소재'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기간 내 확장소재별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클릭비용, 총비용, 전환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회 항목별 '다운로드 보고서' 의 '보고서 예약'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장소재 플랫폼 가이드 바로가기 : http://adnetwork.ad.kakaocorp.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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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FAQ

심사

Q. 확장소재의 검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확장소재 검수는 소재, 연결 URL 등 심사 항목 요소들의 연관도에 대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검수 가이드는 키워드광고 가이드를 따르며, 
각 확장소재 타입별 상세 심사기준은 심사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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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확장소재 검수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A.확장소재 심사는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됩니다. 
다만, 품질 및 법적 이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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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Q. 확장소재의 심사 상태가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 노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확장소재가 '심사중' 또는 '등록불가' 상태라도 프리미엄링크에 등록한 소재의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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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확장소재가 '등록불가'인 경우, 재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확장소재 유형은 재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하신 확장소재가 심사가 '등록불가' 처리되었다면, 
반려 사유 확인 후 등록 기준에 맞게 확장소재를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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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