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보스에서 GDN강의를 진행 중인 조을지 강사 입니다.

아이보스 게시글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DA 성과분석 주요 용어는 기본적으로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지만

사실 용어 자체보단 상호간 유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론을 잘 아는 것과 광고 운영을 잘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때문에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게 빠른 길이며, 올바른 교육을 병행한다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도

대폭 줄어듭니다. 

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작성해도 결국엔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데 깊이 있는 내용을 얻고자 한다면 아이보스에서

진행하는 GDN기초실습 강의 커리큘럼과 후기를 통해 고려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모쪼록 자료의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광고 운영 하길 바랍니다.

GDN 강의: https://goo.gl/G2w9Kb

수강생 후기: http://bitly.kr/lgNF

https://goo.gl/G2w9Kb
http://bitly.kr/lgNF


DA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용어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1. 잠재고객

전환 발생이 가까운 타겟 고객 이전 단계에 위치한 가망 고객들.

2. Query(조회수)

조회수(Query)는 해당키워드가 검색 사용자에 의해 몇 회 조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3. Impression(노출수)

Impression(노출수)은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이다.

4. 유입수

홈페이지를 방문한 횟수를 의미한다. 유입수는 클릭수와 방문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클릭수는 광고를 클릭한 횟수이고, 유입수

는 홈페이지로 유입된 횟수를 뜻하며, 방문수는 세션 단위로 측정한 홈페이지 방문 횟수를 뜻한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종종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값을 지닌다.

5. 클릭수

클릭수는 광고가 클릭된 횟수이다.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6. CPA(Cost Per Action)

CPA(Cost Per Action)는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방문자가 지정된 행위를 할 때마다 차감되는 광고가격책정 방식. 이 때에 지

정된 행위는 주로 구매이지만, 상담신청, 회원가입, 이벤트참가, 다운로드 등을 행위로 지정할 수도 있다.

7. CPC(Cost Per Click)

CPC(Cost Per Click)는 노출에 상관없이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광고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8. CPI(Cost Per Install)

CPI(Cost Per Install)은 광고비를 설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설치당 단가'라고도 한다.

9. CPM(Cost Per Mille)

CPM(Cost Per Mille)은 1,000회 노출에 따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광고가격 책정 방법 중 하나이다. 

가격체계는 각 포털사이트마다 차이가 있다.

10. CPS(Cost Per Sale)

CPS(Cost Per Sale)는 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가격책정 방식으로,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광고비가 소진되는 방식의 광고이다.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11. CTR(Click Through Rate, 클릭률) = 클릭수 / 노출수x 100

CTR(Click Through Rate)은 광고의 노출 횟수 대비 클릭수를 의미하는 말로, '클릭률'이라고 한다. 이는 광고가 고객에게 노출된 횟

수 중 몇 번의 클릭이 일어났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12. 랜딩페이지

랜딩페이지(Landing page)는 인터넷 유저가 광고를 클릭하고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보게 되는 도착페이지이다. 다른 말로는 '연결URL'이라고도 한다.

13. 전환

'전환(Conversion)'은 광고의 실적을 말한다.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은 주로 결제를 전환으로 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업종은

(상담) 신청을 전환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도 회원가입, 장바구니 담기 등의 행동을 전환으로 잡기도 한다.

14. 전환추적기간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후 구매와 같은 전환이 애드워즈에 기록되는 데 걸리는 시간. 기본설정은 30일로 되어 있다.

15. 조회연결전환

고객이 광고를 보기만 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이트에서 전환을 완료할 때 잡힌다.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16. CVR(Conversion Rate, 전환율)

유입된 방문객수 대비 전환된 비율로써 광고의 타겟률 혹은 웹사이트(랜딩페이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전환율 = 전환수 / 유입수 X 100

17. 전환당비용

1회 전환(구매, 가입, 신청 등)시에 발생하는 평균 비용이다.

18. 최대입찰가(MAX CPC)

클릭 1회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치 금액. 실제 과금 되는 CPC와 개념이 다르다.

19. 전환가치

전환 액션에 대한 가치. 전환액션이 판매일 경우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

20. ROAS(Return On Ad Spend)

광고 혹은 마케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광고수익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ROAS(Return On Ad Spend)라고 부른다.

ROAS = (매출 / 비용) X 100%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21. 게재빈도

일정 기간에 순 사용자 한 명이 '1'의 광고 게재순위로 광고를 본 평균 횟수

22. CTA (Call to action)

클릭 유도 장치. 일반적으로 배너광고에서 유저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화면 내 배치하는 요소이다.

23. 쿠키 (Cookie)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전송되어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

사용자 인증 정보를 기억함으로써 웹사이트 내 특정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을 새로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 쇼핑정보, 관심사, 지역 등 사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함

• 사용자에게 개인화 된 광고를 보여주거나 리마케팅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웹분석 데이터 수집 혹은 정보 추적 용도에 사용됨

24. 태그 (Tag)

제 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데이터 수집, 광고 캠페인 타겟팅, 광고 추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성과 분석을 위한 용어 이해

25. 노출점유율

캠페인 혹은 광고 그룹 단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영역 중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 비율

26. 상실노출점유율 (예산) 

예산이 낮기 때문에 실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비율

27. 상실노출점유율 (순위)

입찰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비율

28. 상대 CTR 

광고주의 광고가 게재되는 웹사이트의 상대적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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