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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프로세스



4단계의 프로세스로 광고 집행

광고집행프로세스

회원 가입 광고비 충전 광고 세팅 보고서 확인광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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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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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로그인페이지

1. 회원가입하기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광고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클릭 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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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STEP. 01 약관동의

1. 약관모두동의
▪ 필수 약관동의 사항들로 모두 동의해야 다음단계 진행 가

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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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인증

1. 휴대폰 인증하기
▪ 인증 버튼 클릭 시 인증창 팝업을 통해 담당자의 휴대폰번

호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 단계 진행 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인증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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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중복확인 완료된 아이디

STEP.02 본인인증 시 입력된 이름

STEP.02 본인인증 된 휴대전화번호

STEP. 03 회원정보입력

1. 회원 정보 입력
▪ 아이디는 영문, 숫자, 영문+숫자만 생성이 가능하며, 반

드시 중복확인을 진행하세요.

▪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발송 되니, 정확한 이메일로
입력하세요.

▪ 전화번호는 담당자 직통번호 or 대표번호를 입력하세요.

▪ 담당자명 및 휴대폰번호는 STEP2에서 인증된 정보가 자
동반영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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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완료된 번호
STEP. 03 회원정보입력

1.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 폐업된 사업자번호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등록
증으로 첨부하세요.

(입력한 정보와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광고계정이 보류처리 되어 광고진행을 할 수 없습니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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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판매상품정보

1. 판매상품 정보 입력
▪ 판매사이트 선택은 광고주님께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체크바랍니다. (중복체크 가능)

▪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여
러 개 입력바랍니다.

▪ 광고주님의 판매상품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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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가입완료

1. 로그인 하기
▪ 클릭 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1 : 회원가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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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충전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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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광고비충전위치

1. 광고비 충전 (상단 고정)

▪ 상단 고정바로 모든 화면에서 광고비 충전 버튼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광고비 충전 팝업창이 열립니다.

2. 광고비 충전 / 쿠폰 등록

▪ 홈화면 광고비 요약에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광고비 충전 팝업창이 열립니다.

▪ 하단 ‘쿠폰 등록‘ 버튼 클릭 시 충전 팝업창의 결제수단이

쿠폰등록으로 자동 선택 됩니다.

3. 충전하기

▪ 상단 메뉴 ‘충전관리‘의 충전금 현황 페이지에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광고비 충전 팝업창이 열립니다.

4. 쿠폰등록

▪ 클릭 시 충전 팝업창의 결제수단이 쿠폰등록으로 자동 선

택 됩니다.

1

2

[홈화면]

[충전관리 > 충전금 현황]

3 4

※ 쿠폰이란?

프로모션 등에 참여 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광고비 입니다.

해당 쿠폰은 환불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되지 않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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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팝업창_카드충전

1. 충전수단 [신용카드]로 충전하기

▪ 신용카드 충전 시 충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하단 금액버튼 클릭으로 간편하게 충전금액 입력이 가능

합니다.

2. 충전 신청하기

▪ 금액을 입력 후 클릭 시 해당 금액 결제를 위해 PG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PG 결제시스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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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팝업창_1회성가상계좌

1. 1회성 가상계좌로 충전하기

▪ 1회성 가상계좌 입금을 위해서 충전할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하단 금액버튼 클릭으로 간편하게 충전금액 입력이 가능합니다.

2. 충전 신청하기

▪ 이용 약관 동의 후 발급 받으실 은행 및 입금자명을 입력해주시

면 1회성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 가상계좌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입금 후 약 3분 후 시스템에 반영되며, 1회성 가상계좌는 3일

동안 유효하며, 1회 입금 후 재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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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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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팝업창_고정가상계좌 (추후개발예정)

1. 고정가상계좌 발급받기

▪ 가상계좌 입금을 위해서 최초 1회 발급 신청을 해야 합

니다.

▪ ‘가상계좌 발급받기’ 팝업창을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은

행을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 발급 후 광고주님의 고정가상계좌가 생성됩니다.

▪ 발급 후 광고센터에서 따로 충전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충전금 입금하면 약 3분 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발급된 가상계좌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상황으

로 변경이 필요하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 발급된 가상계좌 확인

▪ 발급 신청 후 충전수단[가상계좌]로 선택,시 가상계좌 번

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단고정바에서도 로그인 후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

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17

[등록된 가상계좌가 있을 경우]
2

[등록한 가상계좌가 있을 경우_상단고정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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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팝업창_쿠폰충전

1. 쿠폰등록 하기

▪ 광고주님이 가지고 계신 쿠폰번호 16자리 입력해 주세요.

▪ 충전신청 시 해당 쿠폰의 금액이 무상충전금으로 충전되

며 충전된 쿠폰은 ‘쿠폰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록된 쿠폰 내역 확인하기

[위치 : 충전관리 메뉴 > 쿠폰관리]

▪ 등록된 쿠폰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쿠폰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까지 모두 사용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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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충전하기팝업창_ 자동충전(카드) (추후개발예정)

1. 자동충전 등록하기
▪ 광고비 충전 팝업창 상단의 [자동충전 등록]버튼 클릭 시

자동충전 관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자동충전 페이지 (최초 미등록 상태)
▪ 버튼 클릭 시 자동충전 설정 팝업창이 열립니다.1

2

※ 자동충전 이란?

계정 잔액 부족으로 인한 광고 노출 중단 또는 노출 중단이

예상되는 특정 잔액 이하로 도달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신

용카드로 사전에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

입니다.

광고가 노출 중단 전에 광고비가 자동으로 충전될 수 있도

록 돕는 보조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광고 중단으로 인한 광

고주님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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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충전하기팝업창_ 자동충전(카드) (추후개발예정)

1. 자동충전 약관
▪ 자동충전 최초 진행 시 자동충전 약관에 동의가 필요합니

다.

▪ 모두 동의한 후 자동충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자동충전 설정
▪ 자동충전 설정 시 사용여부, 1회 충전금액, 월 충전 한도

액,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회 충전금액은 1회 충전될 때 충전할 금액입니다.

▪ 월 충전 한도액은 해당 월 동안 충전될 수 있는 한도액 입
니다.

(월 충전 한도액이 초과 됐을 시 광고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충전 카드등록
▪ 자동충전을 진행할 카드를 등록을 위해 PG 결제 시스템

으로 이동됩니다.

▪ 카드 등록 후 자동충전 설정이 완료되며 완료 시점으로부
터 광고비 상태가 ‘잔액부족’이 되기 직전 설정된 자동결
제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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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2 : 광고비충전

자동충전관리_자동충전등록후 (추후개발예정)
[위치 : 충전관리 > 자동충전 관리]

1. 자동충전 카드 등록/수정하기
▪ 등록된 자동충전 카드를 수정하는 버튼으로 클릭 시 PG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됩니다.

▪ 카드 등록 시점으로부터 다음 충전 시 수정된 카드로 결
제됩니다.

2. 자동충전 설정 수정하기
▪ 클릭 시 자동충전 설정 팝업창으로 이동됩니다.

▪ 자동충전 설정 항목인 사용여부, 1회 충전금액, 월 충전
한도액, 사용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자동충전 설정값 확인
▪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자동충전 설정값을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 월 누적 충전횟수 및 월 누적 충전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4. 자동충전 변경 및 결제이력
▪ 자동충전으로 결제됐을 때나 자동충전 카드 및 설정을 수

정했을 경우 시간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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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STEP 3

22



광고 세팅 프로세스

STEP 3 : 광고세팅

상품 조회 캠페인 생성 그룹 생성 키워드 등록

✓ 광고 진행할 상품코드 입력

✓ 해당 상품코드 연동 여부 확인

✓ 캠페인 예산 및 일정 설정 ✓ 그룹 예산 및 일정 설정

✓ 제휴몰 선택

(단, 상품코드 선택 완료 시 해당
제휴몰 자동 선택)

✓ 상품 관련 키워드 등록

✓ 최대 100개 등록 가능

키워드 입찰

✓ 키워드 최대 입찰가 및 자동
입찰 설정

23

※ 캠페인/그룹 이란?

① 캠페인

캠페인은 광고 집행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의 캠페인에는 다수의 광고 그룹이 포함되며, 예산 및 노출일정 전략을 설정하여 다수의 광고그룹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룹

그룹은 광고를 할 제휴몰이 지정되며, 하나의 그룹에는 다수의 키워드가 포함됩니다.

같은 그룹에는 1개의 제휴몰의 상품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룹은 예산 및 노출일정, 노출요일/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제휴몰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광고등록버튼위치

1. 광고 등록 버튼
▪ 모든 메뉴에 좌측 상단에 [광고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 클릭 시 광고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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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1단계 : 상품조회

1. 제휴몰 선택

▪ 광고 진행할 제휴몰을 검색을 통해 선택합니다.

▪ 제휴몰 선택 시 해당 제휴몰의 연동 방법 확인 가능합니다.

2. 상품코드 조회

▪ 상품코드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시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일 경우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확인사항

1. 상품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시 다른 상품에 광고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 제휴몰 연동방법을 통해 연동 진

행 후 최소 1시간~ 최대 1일 후에 연동이 완료됩니다.

3. 대량등록

▪ 2개 이상의 상품코드 광고 등록 시 대량등록을 통해 광고 등록

이 가능하며, 클릭 시 대량등록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4. 상품정보 확인

▪ 2번에 입력된 상품코드가 연동이 완료된 상품일 시 상품 이미

지, 상품명, 대표가격,상품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5. 저장하고 다음 STEP으로 이동

▪ 상품이 정상적으로 조회된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합니다.

6. 취소

▪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며 광고등록 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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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1단계 : 상품조회

(제휴몰스마트스토어선택시)

1. 제휴몰 ‘스마트스토어’의 업체명 선택

• 제휴몰 ‘스마트스토어’ 선택 시 계정의 사업자번호와 동일한

‘스마트스토어‘ 업체(업체명으로 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

다.

•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의 스마트스토어 업체명을 선택

해 주세요.

2. 상품코드 조회

▪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 상품코드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시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

는 상품일 경우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확인사항

1. 상품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시 다른 상품에 광고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

시 확인 바랍니다.

2.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 제휴몰 연동방법을 통해 연동

진행 후 최소 1시간~ 최대 1일 후에 연동이 완료됩니다.

3. 상품정보 확인

▪ 1번에 입력된 상품코드가 연동이 완료된 상품일 시 상품 이

미지, 상품명, 대표가격, 상품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

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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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1단계 : 상품조회 (제휴몰쿠팡선택시)

1. 상품코드 조회

▪ 제휴몰을 ‘쿠팡’ 선택 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코드 및 로켓배송 여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상품코드 및 로켓배송 여부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시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일 경우 광고 진행이 가능합

니다.

※ 확인사항

1. 상품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시 다른 상품에 광고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다나와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 제휴몰 연동방법을 통해

연동 진행 후 최소 1시간~ 최대 1일 후에 연동이 완료됩니다.

2. 상품정보 확인

▪ 1번에 입력된 상품코드가 연동이 완료된 상품일 시 상품

이미지, 상품명, 대표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

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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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몰별 연동방법 및 상품코드 확인방법

제휴몰별로 연동방법은 가이드 p59 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휴몰별로 상품코드 확인방법은 가이드 p71 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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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2단계 : 캠페인만들기

1. 캠페인 선택

▪ 기존 등록된 캠페인을 선택하거나 신규 캠페인을 생성합

니다.

▪ 신규 캠페인 생성 시 등록된 캠페인명과 동일하게 입력하

실 수 없습니다.

2. 기간설정 선택

▪ 기간은 제한없음 또는 시작 및 종료날짜 설정을 할 수 있

습니다.

3. 예산설정 선택

▪ 예산은 제한없음 또는 하루예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전단계로 이동

▪ 캠페인 만들기에 등록한 모든 입력 값이 삭제되어 이전 단

계로 이동됩니다.

5. 저장하고 다음 STEP으로 이동

▪ 모든 입력사항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후 다음 단계 진행 가

능합니다.

6. 취소

▪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며 광고등록 전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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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3단계 : 그룹만들기

1. 그룹 선택
▪ 기존 등록된 그룹을 선택하거나 신규 그룹을 생성합니다.

▪ 신규 그룹 생성 시 등록된 그룹명과 동일하게 입력하실 수 없습니
다.

▪ 기존 그룹 선택 시 제휴몰이 다를 경우 선택되지 않습니다.

2. 기간설정 선택
▪ 기간은 제한없음 또는 시작 및 종료날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요일/시간설정 선택
▪ 요일/시간은 제한없음 또는 노출 요일/시간대 설정을 할 수 있습니

다.

4. 예산설정 선택
▪ 예산은 제한없음 또는 하루예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제휴몰 선택
▪ STEP 1  상품조회에서 선택한 제휴몰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1개의 그룹에는 무조건 1개의 제휴몰만 운영가능 합니다.

6. 이전단계로 이동
▪ 그룹 만들기에 등록한 모든 입력 값이 삭제되어 이전 단계로 이동

됩니다.

7. 저장하고 다음 STEP으로 이동
▪ 모든 입력사항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합니다.

8. 취소
▪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며 광고등록 전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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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4단계 : 키워드등록

1. 키워드 검색
▪ 진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된 키워드를 추천해드립

니다.

▪ 검색 기능 중 ‘등록된 키워드 포함’ 선택 시 우측 3번에 등록된 키
워드를 포함하여 검색됩니다.

▪ 검색 기능 중 ‘검색키워드 포함한 키워드만 보기’ 선택 시 검색 키
워드를 무조건 포함한 키워드만 검색됩니다.

2. 키워드 선택
▪ 광고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추가]버튼 클릭 시 3번으로 자동 입력

됩니다.

▪ 추천 키워드의 평균 CPC, 월 예상 조회수, 월 예상 소진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상품코드에는 동일 키워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12341234 상품코드에는 ‘마스크‘ 키워드 1개만 등록 가능하며 ‘마스크‘ , ‘마스크
‘ 2개 이상은 등록 불가합니다.)

3. 추가 된 키워드 확인 및 직접입력
▪ 키워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개의 키워드를 추가 및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따라 일부 등록 불가한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4. 이전단계로 이동
▪ 키워드 등록에 등록한 모든 입력 값이 삭제되어 이전 단계로 이동

됩니다.

5. 저장하고 다음 STEP으로 이동
▪ 모든 입력사항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합니

다.

6. 취소
▪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며 광고등록 전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1

2

3

30

4 5 6

http://adsmart.kr/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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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5단계 : 키워드입찰

1. 순위별 입찰
▪ 선택한 키워드의 노출 희망순위와 최대 입찰가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시 현재

시점에 입력한 노출 순위로 도달하기 위한 적정 입찰가를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최대입찰가 입력
▪ 해당 키워드의 최대 입찰가를 입력합니다. (VAT제외)

▪ 입력한 최대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는 과금 되지 않습니다.

▪ 최소 입찰가는 110원이며 10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3. 예상순위 계산
▪ 입력한 최대입찰가로 예상되는 노출 순위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 6위 이후의 순위는 미노출로 표시 됩니다.

4. 자동입찰
▪ 해당 키워드 자동입찰을 설정 기능으로 자동입찰 사용 시, [희망순위, 한도액]을 설정해

주셔야 하며 한도액은 ‘현재 희망순위 입찰가‘ 보다 여유 있게 설정 권유 드립니다.

▪ 자동입찰 일괄적용 클릭 시 자동입찰 팝업창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5. 경쟁현황
▪ 해당 키워드의 입찰 경쟁현황을 알려주며 입찰한 상품명, 상품 가격 및 현재 입찰 순위

를 알 수 있습니다.

6. 이전단계로 이동
▪ 키워드 등록에 등록한 모든 입력 값이 삭제되어 이전 단계로 이동됩니다.

7. 광고 만들기
▪ 모든 입력사항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후 광고가 생성됩니다.

8. 취소
▪ 등록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며 광고등록 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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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팅 5단계 : 자동입찰

1. 자동입찰 설정

▪ 자동입찰 사용여부, 희망노출순위, 한도액 설정 후 자동입

찰이 적용됩니다.

▪ 희망노출순위에 유지되기 위해 설정된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가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3 : 광고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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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찰 이란?

키워드의 희망 노출순위와 한도액을 설정하면, 설정된 한도액 내에서 자동

으로 광고를 입찰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입찰을 통해 광고가 순위밖으로 밀려날 때 마다 입찰을 하는 번거로움

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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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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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 – 전체캠페인/전체키워드

1. 등록된 광고 리스트
▪ 등록된 광고에 대해서 전체 > 캠페인 > 그룹 순으로 확인 가능합

니다.

2. 전체 광고 정보 요약
▪ 전체 광고에 대해 요약 정보 확인 및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3. 전체 캠페인 보기
▪ 등록된 모든 캠페인 정보를 확인 및 캠페인별로 ON,OFF,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캠페인 내 그룹이 존재할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4. 전체 키워드보기
▪ 등록된 모든 키워드 정보를 확인 및 키워드별로 ON, OFF, 삭제가

가능합니다.

5. 입찰가 변경
▪ 선택된 키워드에 대해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입찰가 변경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6. 전체 키워드 필터 기능
▪ 키워드 상태/캠페인/그룹에 따라 필터가 가능합니다.

▪ 1번째 전체 필터 항목은 ON, OFF, 노출순위 1위~6위, 미노출 이
있습니다.

▪ 캠페인/그룹 필터는 등록된 캠페인/그룹만 필터 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입찰 여부
▪ 키워드별로 자동입찰이 설정된 키워드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두면 해당 키워드에 설정된 희망순위 및 한도액이 표시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4 : 광고관리

2

3

[광고관리 > 전체 캠페인]

[광고관리 > 전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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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 – 특정캠페인/특정광고그룹

1. 특정 캠페인 보기

▪ 해당 캠페인에 등록된 광고그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그룹별로 ON, OFF,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그룹 내 키워드가 존재할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2. 특정 광고그룹 보기

▪ 해당 광고그룹에 등록된 키워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키워드별로 ON, OFF, 삭제가 가능합니다.

▪ 선택된 키워드에 대해 입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키워드 그룹이동

▪ 선택된 키워드에 대해 다른 광고그룹으로 이동이 가능합

니다.

(단, 선택된 키워드의 제휴몰과 이동할 그룹의 제휴몰이 불일

치할 경우 이동이 불가합니다.)

4. 키워드 상품코드 변경

▪ 선택된 키워드에 대해 상품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상품코드 변경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4 : 광고관리

1

2 3 4

[광고관리 > 특정 캠페인]

[광고관리 > 특정 광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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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 – 상품코드변경

1. 상품코드 검색

▪ 상품코드를 변경할 키워드의 제휴몰은 자동 선택되며, 변

경할 상품코드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시 연동여부를 확

인합니다.

▪ 연동이 완료된 상품코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상품코드 입력 시,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

시길 바랍니다! (상품코드 오 입력 시 다른 상품이 등록될 수 있

습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4 : 광고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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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 – 광고검색

1. 검색항목

▪ 팝업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검색 항목은 캠페인명, 그룹명, 키워드명, 상품코드로 총 4가지

가 있습니다.

▪ 만약 입력한 검색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검색하고 싶다

면 우측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2. 검색키워드 상태값 변경

▪ 검색한 키워드에 대해 ON/OFF/삭제/입찰가 변경이 가능

합니다.

▪ 키워드를 선택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값이 변경

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4 : 광고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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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확인

STEP 5

38



애드스마트 바로가기STEP 5 : 보고서확인

보고서 (추후개발예정)

1. 용도별 보고서

▪ 날짜별 : 날짜별 전체 성과

▪ 캠페인별 : 일정기간 동안의 캠페인별 성과

▪ 그룹별 : 일정기간 동안의 그룹별 성과

▪ 키워드별 : 일정기간 동안의 키워드별 성과

▪ 상품별 : 일정기간 동안의 상품코드별 성과

▪ 제휴몰별 : 일정기간 동안의 제휴몰별 성과

2. 보고서 조회 설정

▪ 기간 조회는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일별/월별은 해당 기간동안 일별데이터인지 월 합산 데이

터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 조회 결과

▪ 보고서 조회 결과는 용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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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메뉴구성

애드스마트 메뉴 구성도

✓ HOME 화면

✓ 광고 진행사항 요약 및 주요 기
능 노출

전체 캠페인

캠페인A

캠페인B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그룹E

광고등록

대량관리

대량 다운로드

대량등록/수정

전체 키워드

충전금 관리

기간별 내역

소진 내역

충전 내역

환불 내역

환급내역

쿠폰관리

자동충전 관리

세금계산서

날짜별

캠페인별

그룹별

키워드별

상품별

제휴몰별

계정정보

회원정보

업체정보

알림정보

영업권정보

이력관리

서류관리

광고 변경이력

계정 변경이력

검수이력

신청이력

공지사항

FAQ

온라인 문의

바른클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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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HOME 화면

위 잔액으로 약 0일 이후 광고중단이 예상됩니다.

홈화면 구성

[위치 : 상단 애드스마트 로고 클릭]

① 계정의 중요한 정보 상단 알림창을 통해 안내
(계정 보류처리, 잔액부족, 대행 요청, 예산초과)

② 계정 전체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

③ 현재 등록된 광고 상품의 수, 등록된 키워드 수를 전체와

라이브 여부에 따라 표시

④ 현재 광고비 잔액이 표시되며, 계정의 소진속도에 따라

몇일동안 운영가능한지 확인 가능

⑤ 공지사항과 상단 알림에 대해 최신순으로 표시

⑥ 현재 등록된 상품의 제휴몰에 따라 개수 표시

⑦ 애드스마트 이용가이드와 소개서 다운로드

1

3 4

5 6 7

홈화면구성
[위치 : 상단 애드스마트 로고 클릭]

1. 상단 알림창

▪ 계정의 중요한 알림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림 내용 : 계정 보류처리, 잔액부족, 대행 요청, 예산초과)

2. 광고성과 요약

▪ 계정의 전체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

록 표시 됩니다.

3. 광고관리 현황

▪ 현재 등록된 광고 상품의 수, 등록된 키워드 수를 전체와 라이

브 여부에 따라 표시 됩니다.

4. 광고비 요약

▪ 현재 계정 잔액이 표기되며, 남은 잔액으로 광고진행이 가능한

일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잔액부족으로 광고중단 되는 걸 원치 않으신 경우 중단되기 2일

전쯤 충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5. 공지사항 / 광고알림

▪ 공지사항과 광고 알림에 대해 최신순으로 표시 됩니다.

6. 연동제휴몰

▪ 현재 등록된 광고 제휴몰의 상품코드 수가 표시 됩니다.

7. 가이드

▪ 애드스마트 이용가이드와 소개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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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관리메뉴
[위치 : 모든메뉴 > 좌측 상단 2번째 ‘대량관리‘ 버튼]

1. 대량 다운로드 캠페인 선택
▪ 생성된 캠페인 중 선택하여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캠페

인에 등록된 모든 키워드 데이터에 대해 다운로드 가능합
니다.

2. 대량 등록/수정 작업유형 선택
▪ 작업 유형은 총 4가지로 키워드 대량등록, 키워드 입찰가

수정, 키워드 광고코드 수정, 키워드 ON/OFF/삭제 수정
이 있습니다.

▪ 각 유형에 따라 템플릿을 다운받아 템플릿에 맞게 데이터
를 입력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템플릿은 [템플릿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 템플릿에 ‘제휴몰코드 리스트’ 파일은 [키워드 대량등록] 
시에 제휴몰코드 및 상품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반드시 확
인 바랍니다.

3. 대량등록/수정 작업 등록
▪ 작업유형, 작업이름, 파일 업로드 후 버튼 클릭 시 대량등

록/수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 작업 소요시간은 약 5~10분이며 작업량이 많은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대량 작업 신청 목록
▪ 대량 다운로드 및 대량 등록/수정 작업이 신청된 목록이

최신순으로 확인 됩니다.

▪ 작업결과는 다운로드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광고대량관리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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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하기메뉴
[위치 : 충전관리 > 충전금 관리 > 중앙 ‘유상잔액‘ 하단 환불하기 버튼]

1. 환불 신청하기

▪ 유상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클릭 시 환불하기 팝업창을 통해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 요청 시 모든 광고 상태가 중단으로 변경 됩니다.

2. 현금환불 입력항목

▪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충전한 경우에만 현금 환불이 가능

합니다.

▪ 환불 받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환불금액을 입력

해주세요.

3. 현금환불 통장사본

▪ 현금을 환불 받을 통장사본은 등록해주세요.

▪ 통장사본과 2번에 입력한 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

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환불 입력항목

▪ 신용카드로 입금된 충전금은 신용카드 환불이 가능합니

다.

▪ 환불 받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애드스마트 바로가기환불하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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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내역

[위치 : 충전관리 > 충전금 관리 > 4번째 ‘환불내역’ 탭]

1. 환불내역 조회 설정

▪ 기간 조회는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일별/월별은 해당 기간동안 일별데이터인지 월 합산 데이

터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불내역 조회 결과

▪ 조회 설정에 따라 환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환불하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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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메뉴

[위치 : 충전관리 >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수정

▪ 세금계산서 발송 정보 수정사항이 있을 시 ‘정보수정‘ 클릭

하면 계정정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수정된 정보는 익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영됩니다.

예시1) 1월20일 정보수정을 한 경우, 1월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

월 초에 발행되며 발행 시 수정된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됩니다.

예시2) 2월1일 정보수정을 한 경우, 1월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

월 초에 발행되며 발행 시 수정되기 이전의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

니다.

단, 2월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3월 초에 발행할 때 수정된 정보로 세

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조회 설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항목 ‘보기‘ 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를 이

미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1

46

※ 세금계산서 정책

1.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영업일 기준) 입력된 계정정보로 매월 10

일 이전에 자동 발행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해당 월에 유상충전금에서 소진된 금액에

대해 1장으로 발행됩니다.111-11-11111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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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정보메뉴

[위치 : 계정관리 > 계정정보 > 회원정보]

1. 회원정보 변경하기

▪ 회원정보 변경 클릭 후 비밀번호 확인하여 일치할 시 회원

정보 수정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비밀번호/휴대폰번호 변경하기

▪ 비밀번호와 휴대폰번호는 팝업창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

다.

▪ 휴대폰번호는 인증절차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3. 담당자정보 변경하기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해당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

다.

▪ 수정 후 반드시 하단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사항

이 반영됩니다.

4. 탈퇴하기

▪ 탈퇴하기 팝업창을 통해 탈퇴 사유 입력 후 가능합니다.

▪ 충전금 잔액이 0원이 아닐 경우, 탈퇴가 보류될 수 있으며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한 이후 탈퇴 처리가 정상 처리 됩니

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1

2 4

3

47

http://adsmart.kr/


업체정보메뉴

[위치 : 계정관리 > 계정정보 > 업체정보]

1. 업체정보 변경하기

▪ 업체정보 변경 클릭 후 비밀번호 확인하여 일치할 시 업체

정보 수정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업체정보 변경하기

▪ 모든 항목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필수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입력된 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정보가 불일치할 경

우, 검수 기준에 따라 계정 상태가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

다.

▪ 수정 후 반드시 하단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사항

이 반영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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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1 알림정보메뉴

[위치 : 계정관리 > 계정정보 > 알림정보]

1. 알림정보 변경하기

▪ 애드스마트에서 발송되는 알림 리스트로 ON, OFF 가능

합니다.

▪ 수정 후 반드시 하단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사항

이 반영됩니다.

※ 알림 종류

모든 알림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단, 카카오톡이 없으신 분들은 문자로 발송됩니다.)
1) 계정 잔액 부족 알림 : 광고 충전금이 부족할 시 알림

2) 계정 잔액 1일전 : 평균 1일 소진광고비를 계산하여 잔액 광고비로 운영할 수 있

는 예상 소진일을 계산하여 1일이 남아 있을 때 알림

3) 광고비 일정 잔액 도달시 알림 : 설정한 금액에 잔액 광고비 도달시 알림

4) 광고비 자동 충전 알림 : 자동충전을 설정한 광고주님의 한에 자동충전 시 알림

5) 캠페인/광고그룹 하루예산 부족 알림 : 캠페인/광고그룹에 일 예산 설정 시 해당

예산에 도달하여 자동으로 광고가 중단됐을 때 알림

6) 키워드 검수 결과 알림 : 키워드 검수 결과 보류됐을 경우 알림

7) 정보수정 검수 결과 알림 : 업체정보 수정 시 검수 결과 보류됐을 경우 알림

8) 1:1 문의 답변 완료 시 알림 : 남기신 1:1 문의 답변이 완료됐을 경우 알림

9) 이벤트/프로모션 안내 수신 : 이벤트/프로모션 정보를 선택한 방법으로 발송

10) 심야시간 알림 : 22시~8시까지 시간에도 알림을 받고 싶을 경우 ON, 원치 않을

경우 OFF (단, 심야시간에 발송되야 하는 알림이 있는데 심야시간 OFF로 발송되

지 않은 경우 8시 이후로 재발송 되지 않습니다.)

49

http://adsmart.kr/


영업권정보메뉴

[위치 : 계정관리 > 계정정보 > 영업권정보]

1. 영업권정보

▪ 애드스마트 공식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는 대행사명이 표기

되며, 대행사 없이 직접 운영하는 광고주는 ‘직접운영 광고

주’로 표기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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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메뉴_광고변경이력

[위치 : 계정관리 > 이력관리 > 광고 변경이력 탭]

1. 광고 변경이력 검색설정

▪ 키워드 검색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조회는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

습니다.

2. 광고 변경이력 항목

▪ 항목별로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상세 설명
✓ 광고 중단/재개 : 광고가 재개에서 중단으로, 중단에서 재개로 변경 됐을 시 어떤 광고

가 변경됐는지 상세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광고 ON/OFF :  광고가 ON에서 OFF로, OFF에서 ON으로 변경 됐을 시 어떤 광고가

변경됐는지 상세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입찰가 변경 : 키워드 입찰가 변경 됐을 경우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상품코드 변경 : 키워드의 상품코드가 변경 됐을 경우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

니다.

✓ 예산 변경 : 전체/캠페인/광고그룹의 예산이 변경 됐을 경우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시간/요일 변경 : 캠페인 기간, 광고그룹 기간, 시간/요일이 변경 됐을 경우 전, 후에 대

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3. 광고 변경이력 내역

▪ 광고주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변경이력에 대해 확인이 가

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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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메뉴_계정변경이력

[위치 : 계정관리 > 이력관리 > 계정 변경이력 탭]

1. 계정 변경이력 항목

▪ 항목별로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상세 설명

✓ 로그인 : 로그인 시 로그인 IP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 시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업체정보 : 업체정보 수정 시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알림정보 : 알림정보 수정 시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영업권정보 : 영업권이 변경 됐을 시 전, 후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합

니다.

2. 계정 변경이력 내역

▪ 계정 변경이력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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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메뉴_검수이력

[위치 : 계정관리 > 이력관리 > 검수이력 탭]

1. 검수이력 검색 설정

▪ 키워드 검색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조회는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

습니다.

2. 검수이력 필터 설정

▪ 검수결과(승인/보류), 검수구분(신규, 수정, 재검수), 캠페

인명(등록된 캠페인명), 그룹명(등록된 그룹명)에 따라 필

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검수이력 내역

▪ 키워드 등록 및 수정(상품코드 변경), 사후검수 시 진행된

모든 키워드 검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수이력 보류사유

▪ 검수결과를 클릭하여 보류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

인 가능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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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메뉴_검수이력(대량)

[위치 : 계정관리 > 이력관리 > 검수이력(대량) 탭]

1. 대량 검수이력 검색 설정

▪ 작업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간 조회는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

습니다.

2. 대량 검수이력 필터 설정

▪ 검수구분(신규, 수정)에 따라 필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대량 검수이력 내역

▪ 대량 키워드 등록 및 수정(상품코드 변경) 시 진행된 모든

키워드 검수 이력을 작업명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

니다.

4. 대량 검수이력 상세 내역

▪ 작업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상세 내역으로 이동됩니다.

▪ 해당 작업에 등록한 모든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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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메뉴_신청이력

[위치 : 계정관리 > 이력관리 > 신청이력 탭]

1. 신청이력 필터 설정

▪ 신청구분(회원가입, 업체정보 변경, 서류등록), 신청결과

(신청완료, 승인완료, 승인거절)에 따라 필터 조회가 가능

합니다.

2. 신청이력 내역

▪ 모든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했던 첨부파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신청이력 거절사유

▪ 결과 클릭하면 거절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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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관리메뉴

[위치 : 계정관리 > 서류관리]

1. 최근 등록된 서류

▪ 가장 최근에 등록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류등록

▪ 클릭 시 서류등록 팝업창이 열립니다.

▪ 서류 등록 시 서류선택(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3. 서류 내역

▪ 등록된 서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클릭하면 등록한 서류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서류 내역 거절사유

▪ 결과 클릭하면 거절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합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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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메뉴

[위치 : 고객센터 > 공지사항]

1. 공지사항 검색 설정

▪ 공지사항 제목, 내용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공지사항 내역

▪ 등록된 공지사항을 최신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FAQ 메뉴

[위치 : 고객센터 > FAQ]

1. FAQ 검색 설정

▪ FAQ 카테고리에 따라 필터 검색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제목, 내용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FAQ 내역

▪ 등록된 FAQ를 확인 가능합니다.

▪ FAQ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고객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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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메뉴_온라인문의

[위치 : 고객센터 > 온라인 문의]

1. 온라인 문의 검색 설정

▪ 공지사항 제목, 내용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기

▪ 클릭 시 온라인 문의 팝업창이 열립니다.

▪ 문의유형, 제목, 문의내용은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첨부파

일은 선택적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3. 온라인 문의 내역

▪ 등록된 문의의 최신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급한 문의 건은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이용해주세요)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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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메뉴_바른클릭위원회

[위치 : 고객센터 > 바른클릭위원회]

1. 바른클릭위원회 FAQ 내역

▪ 등록된 바른클릭위원회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애드스마트 바로가기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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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스마트 바로가기광고대행서비스

60

광고대행서비스이용하기

애드스마트와 공식 계약을 맺은 검색광고 전문 대행사를 통해

광고 등록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공식대행사

는 애드스마트 FAQ로 확인 바랍니다.)

공식대행사를 통하여 광고 대행을 진행해도 별도의 비용이 청구

되지 않습니다.

1. 대행사 초대메일을 통해 가입하기

▪ 공식 대행사를 통해 애드스마트 초대메일이 발송되면, 

해당 메일 링크를 통해 가입 시 자동으로 대행사가 설

정됩니다.

2. 이미 가입한 경우, 광고 대행 요청 승인/반려 하기

▪ 이미 가입한 경우, 대행사에서 초대메일 발송 시 애드

스마트를 로그인하면 팝업창이 열립니다. 팝업창 하단

대행 승인/반려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선택하시지 않으

면 자동으로 영업권이 직접운영으로 설정됩니다.

[대행사 초대메일 - 미가입 광고주]

1

[대행사 초대메일 - 가입 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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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동및상품코드가이드



애드스마트 바로가기연동가이드요약

스마트스토어
1. 다나와 입점 가입서 작성 (노출관리 > 노출 서비스 관리 > 가격비교 서비스 연결 > 다나와 입점 가입서 작성)

2. 상품 등록/수정 시 다나와 노출 허용하기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 > 가격비교사이트설정 변경)

11번가
1. 제휴마케팅 대행 동의하기 (회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 기본정보 > 하단에서 2번째 ‘제휴마케팅 대행 동의‘ 항목 ‘동의‘ 체크)

쿠팡
1. 19,800원 이상 상품은 모두 자동 노출 (쿠팡의 경우 다나와 노출 동의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쿠팡 고객센터에 요청에만 다나와 노출이 제한됩니다.)

위메프
1. 상품 등록/수정시 제휴채널 등록여부 허용하기 (상품메뉴 > 상품조회 > 등록된 상품 체크 > 하단 부가정보 ‘제휴채널 등록여부 변경’ 클릭 > 신청 체크)

티몬
1. 가격비교 대행서비스 동의하기 (우측 상단 아이디 클릭 > 나의 정보 확인 > ‘정산 정보’ 항목에서 ‘가격비교 대행서비스 동의여부’ 동의 체크)

인터파크
1.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서비스 동의하기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정보수정 > 서비스 이용 동의 >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서비스 ‘동의’ 체크)

그외
1. 해당 제휴몰 판매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타
제휴몰

62

http://adsmart.kr/


애드스마트 바로가기제휴몰별연동가이드_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바로가기

STEP 1. 다나와 입점 가입서 작성

좌측 노출관리 메뉴 > 노출 서비스 관리 > 가격비교 서비스 연결(상

단 왼쪽에서 3번째) > 다나와 사용함 버튼 클릭 > 다나와 입점 가입

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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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스토어 바로가기

STEP 2. 다나와 노출 허용하기

① 상품관리 > 상품 등록 > 최하단 노출채널 > 가격비교 사이트 등

록 > 다나와 체크

②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 > 상품 좌측 체크박스 체크 > 가격비

교사이트설정 변경 > 다나와 체크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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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바로가기

다나와 제휴채널 노출 허용하기

회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 기본정보 > 하단에서 2번째 ‘제휴마케팅 대행 동의‘ 항목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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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바로가기

다나와 제휴채널 노출 허용하기

① 상품메뉴 > 상품등록 > 최하단 부가정보 > 제휴채널 등록여부

‘신청’ 체크

② 상품메뉴 > 상품조회 > 등록된 상품 체크 > 하단 부가정보 ‘제휴

채널 등록여부 변경’ 클릭 > 신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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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바로가기

다나와 제휴채널 노출 허용하기

티몬 판매자센터 우측 상단 아이디 클릭 > 나의 정보 확인 > 하단 수정 클릭 > ‘정산 정보’ 항목에서 마지막 ‘가격비교 대행서비스 동의여부’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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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바로가기

다나와 제휴채널 노출 허용하기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정보수정 > 6번째(밑에서 2번째) 서비스

이용 동의 >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서비스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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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6364-1369)

갤러리아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410-7737)

SSG.COM, 이마트인터넷쇼핑몰, 신세계몰, 신세

계TV쇼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6714-7973)

현대Hmall, 더현대닷컴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롯데ON 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99-8436)

롯데홈쇼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롯데백화점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771-2500)

CJMALL 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2107-2497/2498/2499)

하이마트쇼핑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833-4670)

롯데마트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2145-8000)

AK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88-2099)

http://adsmart.kr/
http://join.hnsmall.com/main
https://ebiz.galleria.co.kr/Default.aspx
https://po.ssgadm.com/authentication/login.ssg?retUrl=https://po.ssg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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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web.himart.co.kr/login/lgn0101.do
http://partner.lottemart.com/
https://splace.akmall.com/wqxml/loginSpl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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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6486-5000)

Qoo10 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300K 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70-4018-3197)

GS샵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2007-0007)

YES24 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구하다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22-9839) 

동원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88-3745) 

알라딘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44-2514) 

우체국쇼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88-1300)

이랜드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833-6412)

인터파크도서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77-2555)

멸치쇼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77-3074)

바보사랑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44-8885)

아이마켓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2-3708-5678)

http://adsmart.kr/
https://ecs.homeplus.co.kr/main.jsp
https://qsm.qoo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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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thgs.gsshop.com/cmm/login
https://scm.yes24.com/
https://seller-admin.guhada.com/
https://scm.dongwonmall.com/secure/login.do
https://www.aladin.co.kr/scm/wmain_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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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rtner.elandmall.com/
http://tscm.interpark.com/
http://www.about-smelchi.com/
http://partner.babosarang.co.kr/
https://www.imkmall.com/imk_mall/jsp/login/main_log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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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몰바로가기
nsmall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688-7700)

공영홈쇼핑바로가기
공영쇼핑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66-7770)

K쇼핑바로가기
K쇼핑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899-2211)

전자랜드프라이스킹바로가기
전자랜드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666-6490)

한샘몰바로가기
한샘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688-4945)

Aliexpress 바로가기
알리 익스프레스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CJ더마켓바로가기
CJ더마켓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668-1953)

SK스토아바로가기
SK스토아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66-0106)

아트박스바로가기
아트박스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77-9081)

머스트잇바로가기
머스트잇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66-3516) 

테일리스트바로가기
테일리스트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필웨이바로가기
필웨이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44-9192)

쇼핑엔티판매자센터바로가기
판매자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080-130-1000)

골프존마켓바로가기
골프존마켓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544-9963) 

http://adsmart.kr/
http://www.nsmall.com/
https://www.gongyoungshop.kr/
https://www.k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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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ggest.shoppingntmall.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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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캠프바로가기
고캠프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1688-8399) 

http://adsmart.kr/
https://www.goca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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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
상품페이지에 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정보에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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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품페이지에 상품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쿠팡
상품페이지 최상단 바로구매 버튼 하단 쿠팡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하며, ‘-’를 포함한 전체 상품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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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상품페이지에 상품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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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바로 위 딜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파크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이미지 바로 하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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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품페이지에 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에서 확인 가능하며, ‘L’이 포함된 부분만 상품코드값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상품번호 : ‘LO1447373478_1447373479’이면 상품조회 시 상품코드는 ‘LO1447373478’ 입력

상품번호 : ‘PD9145870-LML000004384471_001’이면 상품조회 시 상품코드는 ‘LML000004384471’ 입력

상품번호 : ‘LE1206039603_1233084700’이면 상품조회 시 상품코드는 ’LE1206039603’ 입력

상품번호 : ‘LM8806080009078_001’이면 상품조회 시 상품코드는 ‘LM8806080009078’ 입력

롯데홈쇼핑
상품페이지에 상세정보(페이지본문) 하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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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쇼핑몰
상품페이지 URL[goodsDetail?goodsNo=]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goodsDetail?goodsNo=0010458816]로 확인

NS몰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우측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CJMALL
상품페이지에 혜택/배송(페이지본문 2번째 탭) 상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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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COM
상품페이지에 상품정보(페이지본문) 상단 딜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마트인터넷쇼핑몰
상품페이지에 상품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세계몰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 또는 딜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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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몰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세계TV쇼핑
상품페이지에 구매정보(페이지본문 2번째 탭) 상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GS샵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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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mall
상품페이지 최상단 이미지 아래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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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닷컴
상품페이지 최상단 이미지 아래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쇼핑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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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몰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우측 상품ID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플러스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페이지본문) 최하단 [상품고시정보]에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Qoo10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위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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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K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파크도서
상품페이지 URL[sc.shopNo=0000100000&sc.prdNo=]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sc.shopNo=0000100000&sc.prdNo=346751371]로 확인

고캠프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바로아래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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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상품페이지 최상단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랜드몰
상품페이지 최상단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바로 하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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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상품페이지 URL[Goods/]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Goods/97519270]로 확인

동원몰
상품페이지 최상단 우측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구하다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위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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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상품페이지 URL[ItemId=]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ItemId=263970721]로 확인

멸치쇼핑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위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보사랑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가격 아래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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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켓
상품페이지 최상단 이미지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쇼핑엔티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위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SK스토아

상품페이지에 상품정보(페이지본문) 배너 하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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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상품페이지에 상품이미지 하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K쇼핑
상품페이지에 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필웨이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위 영어를 제외한 숫자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CC4316796068 경우 4316796068로 조회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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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정보(페이지본문) 하단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샘몰
상품페이지 URL[goodsDetailMall.do?gdsNo=]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goodsDetailMall.do?gdsNo=831308]로 확인

테일리스트
상품페이지 URL[product/detail/]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product/detail/20828]로 확인

Aliexpress
상품페이지 URL[ko.aliexpress.com/item/]뒤에 붙어있는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ko.aliexpress.com/item/4001184131520.html]로 확인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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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박스
상품페이지에 상품상세정보(페이지본문) 하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CJ더마켓
상품페이지에 상세정보(페이지본문) 상단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골프존마켓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이미지 우측 상품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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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캠프
상품페이지 최상단 상품명 바로아래 상품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m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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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광고노출이안되고있는여러개의키워드를한번에입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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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네. 가능합니다. 

[광고관리 > 전체 키워드] 메뉴에서 우측 상단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미노출을 선택하면

현재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노출이 안되는 키워드만 필터 됩니다.

해당 키워드를 전체 선택하여 입찰가 변경 버튼을 통해 한번에 입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순서 : 광고관리 메뉴 > 전체 키워드 탭 > ‘미노출’ 필터 선택 > 필터된 키워드 모두 선택 > [입찰가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



Q2.잔액부족으로광고중단이안되려면언제충전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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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자동충전등록을권유드립니다. (추후개발예정)

[충전관리 > 자동충전 관리] 메뉴에서 자동충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충전 최초 등록 시, 약관 동의 후 자동충전 사용여부, 1회 충전금액, 월 한도액, 사용기간(선택)을 설정해주시고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면 광고

비가 ‘잔액부족’ 이 되기 직전 설정된 ‘자동충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단, 월 충전 한도액이 초과됐을 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충전 ‘설정 수정하기’를 통해 한도액 수정 바랍니다.

▪ 순서 : 충전관리 메뉴 > 자동충전 관리 탭 > [자동충전 등록] 버튼을 클릭 > 자동충전 약관 동의 > 자동충전 설정 > 카드등록 해 주세요.

1

2

3

4 5



Q3.자동충전이외의잔액부족으로광고중단을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93

A3. 네. 방법이있습니다.

홈화면 우측 상단에서 ‘광고비 요약’ 잔액 밑에 광고 중

단 예상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중단 예상일은 최근 소진된 평균 광고비를 기준

으로 계산되며, 실제 과금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일 정도 남아있을 때 충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계정관리 > 계정정보 > 알림정보 탭]에서 ‘계정

잔액 1일 전 메시지 수신하기’ 알림을 통해 광고 중단

예상일이 1일이 남았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잔액으로 약 6.1 일 이후 광고 중단이 예상됩니다.

[홈화면-광고비 요약]

[계정관리 > 계정정보 > 알림정보]



Q4. 다나와에광고가노출되지않는데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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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광고가노출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상단알림바를통해쉽게확인가능합니다.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계정 잔액부족, 계정 예산초과(전체/캠페인별/그룹별), 계정보류로 인해 발생됩니다.

해당 이유로 노출이 되지 않을 시 상단 알림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편리한 관리를 위해 알림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알림을 닫으셨더라도 홈화면 하단 좌측에 [광고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상단알림바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애드스마트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계정이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고객센터 번호 : 1661-8200]

계정 잔액이 부족하여 광고가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광고비 충전하기]

계정 예산초과로 광고가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주세요. [광고관리로 이동▶]

A캠페인 예산초과로 광고가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주세요. [광고관리로 이동▶]

A그룹 예산초과로 광고가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주세요. [광고관리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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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 상단 알림바 종류

① 계정보류 : 계정이 보류되면 광고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② 잔액부족 : 광고비가 부족하여 광고가 중단되었습니

다. 광고비를 충전하여 지속적인 광고운영 바랍니다.

③ 계정 예산초과 : 광고주님이 설정하신 전체 광고 예

산이 초과하여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

하여 지속적인 광고운영 바랍니다.

④ 캠페인 예산초과 : 광고주님이 설정하신 캠페인 광고

예산이 초과하여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을 증

액하여 지속적인 광고운영 바랍니다.

⑤ 그룹 예산초과 : 광고주님이 설정하신 그룹 광고 예

산이 초과하여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

하여 지속적인 광고운영 바랍니다.

[잔액부족] 계정 잔액이 부족하여 광고가 …      2021-01-28  

[홈화면 > 광고알림]

[상단 알림바]



Q5. 광고순위가자꾸밀려서광고노출이안될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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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자동입찰을통해광고순위를유지하실수있습니다.

자동입찰 이란, 희망 노출순위에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 최대입찰가 내에서 자동으로 입찰가를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광고 등록 시 키워드 입찰단계에서 자동입찰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광고에 대해서도 입찰가 변경을 통해 자동입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입찰 시 희망노출순위(1~6위)와 최대입찰가(입찰 경쟁 상황에 따라 지정된 희망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변경되는 입찰가의 최대 금액)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정하신 희망노출순위에 안정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최대입찰가를 설정해 주셔야 하며, 입찰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불가피하게

자동입찰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6. 캠페인, 그룹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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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광고주님의광고타입에따라효율적인운영방법소개해드리겠습니다.

Case 1. 상품이 제휴몰별로 다양한 경우

상품별로 캠페인을 구분하고 제휴몰별로 그룹을 나눠 운영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Case 2. 상품마다 키워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싶을 경우

상품별로 캠페인을 구분하고 주요/세부 키워드별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주요키워드는 입찰 경쟁이 심해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키워드로 구성하고 세부키워드는 입찰 경쟁이 크지 않아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키워드로 구성하면 편리하

게 운영 가능합니다.

캠페인

그룹

마스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손소독제

티몬 쿠팡

캠페인

그룹

마스크 손소독제

주요키워드 세부키워드 주요키워드 세부키워드

키워드

마스크
일회용마스크
kf94마스크

···

마스크50개
수술용마스크
유아일회용마스크

···

손소독제
손소독젤

손소독스프레이
···

휴대용손소독제
손소독500ml
일회용손소독티슈

···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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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광고주님의광고타입에따라효율적인운영방법소개해드리겠습니다.

Case 3. 행사 상품과 상시 상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캠페인을 구분하고 행사/상시운영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운영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Case 4. 제휴몰별로 운영하는 상품이 다양한 경우

제휴몰을 캠페인으로 구분하고 제휴몰에서 광고하고 싶은 상품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캠페인

그룹

마스크 손소독제

행사
(티몬)

상시
(쿠팡)

행사
(위메프)

상시
(위메프)

캠페인

그룹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스크 손소독제 샴푸 치약

11번가

청소용품 주방용품



감사합니다

Contact Point

help@nvista.co.kr

166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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