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파워링크

해당 내용과 연관한 클릭초이스 광고가

네이버 통합검색 페이지,

통합검색 외 서비스 페이지,

다양한 검색 파트너사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

해당 내용과 연관한 클릭초이스 광고가

네이버 지식 iN, 블로그, 웹툰 등의 네이버 내부 페이지,

네이버 검색광고와 제휴를 맺고 있는 콘텐츠 파트너 페이지에 

노출



! 모바일 검색 '노출 안 함'을 설정한 경우
▶ 이는 네이버 모바일 웹(m.naver.com) 검색 결과에 
노출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PC 버전 보기를 할 경우 광고주님의 광고가 노출가능

검색매체

▶ 1페이지
 질의 별로 최대 3개~5개의 광고가 노출

▶ 2~5페이지
 최대 3개의 광고가 노출

모바일 네이버 통합 검색

파워링크

11번가 공기청정기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LG전자 렌탈접수 ...
170가지. 고객맞춤 ...

월간 십일절! 오늘 단 하루, 오전 11시
부터 매 시간 최대 90% 파격 할인!

99.999%의 초순도 청정으로 미세먼지
걱정 끝! 삼성큐브 7단계의 청정 시...

LG케어솔루션. 공기청
정기렌탈 6개월면제, ...

m.11st.co.kr

www.samsung.com/sec/

lgmall.kr/

공기청정기 관련광고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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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매체

▶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영역 광고 → 최대 10개까지 노출

▶ 노출여부는 그룹전략에서 설정 가능

▶ 위치특성상 광고 주목도가 매우 높음

파워링크 ‘공기청정기’

워너비 플러스 LG전자 5% 최대 3만원 할인

공기청정기, SKT 멤버십9개월면제, 전제품특가할인, 사은품추가증정, 만원할인

공기청정기 설치비 0원 고객맞춤모델추천 전국빠른설치 사은품 OK 각종할인혜택

우리집에도 라돈이 있다고? 세스코에어에서 무료상담받고 라돈 공기청정기로 걱정 끝!

무선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청정! 코드 없이 사용하는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 코드리스

www.11st .co.kr/ lgelectronics

www.magic-mal l .co.kr

the.cowaymal l .co.kr

www.cesco.co.kr

www.cuckoomal l .com/

관련 광고입니다.

11번가 X LG 공청기

SK 매직공기청정기 공식사이트

공기청정기 더코웨이몰

라돈? 돈 워리! 세스코에어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몰



비즈사이트 ‘공기청정기’

무선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청정! 코드없이 사용하는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 코드리스

공기청정기, 등록비 전액지원, 가정, 사무실, 기업할인, 단체할인, 제휴카드 할인

LG전자 공기청정기 케어솔루션 / 본사설치관리 / 특별사은품 / 10개월 요금무료

공기청정기, 등록비 전액지원, 기업할인, 단체할인, 카드할인

1985년 이후 검증되어 온 K.S인증 대형 공기청정기, 사무실, 산업현장, 대중장소

www.cuckoomal l .com/

1566-6695.cowaymal l .co.kr

lg-direct .co.kr

1566-8747.cowaymal l .co.kr

www.bosung.co.kr

관련 광고입니다.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몰

코웨이 공기청정기 전국접수처

LG전자 공식렌탈 다이렉트샵

코웨이 공식인증 전국접수처

보성전자 공기청정기 KS마크

검색매체

▶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에서
파워링크보다 하단에 위치

▶ 최대 5개까지 노출



옥션 G마켓 비비(베스트바이) 롯데아이몰

다나와 인터파크

가자아이 11번가

에누리닷컴 AK몰

검색파트너



콘텐츠 매체

올뉴쏘렌토 직거래 현대...
올뉴쏘렌토, 신차급 100%실매물, 사후 A/S,
업계최초로 10,000km보증

http://hdauctioncar.com/m/

올뉴쏘렌토 KB보증중고차
직거래/경매/공매, 투명한 원금거래, 100%실매
물, 허위매물감정팀, 올튜쏘렌토

http://hdauctioncar.com/m/

국내유일 전국 직거래/착한이율 전액할부/품질 법적보증 쏘렌토 차박

캠핑카제작 구조변경 극한직업, 집시맨, 리얼다큐숨 TV방송업체 맞춤가격 빠른제작기간

클릭1번이면 날짜&장소지정OK! 전국배송! 여행음식/바베큐세트/구이/식사완벽구비!

www.kind-car.com

blog.naver.com/aceshop1

www.foodjang.com

쏘렌토차박 친절한카

쏘렌토차박 전문업체 해나름

뒷짐지고가는 편한여행 푸드장



콘텐츠 매체

KBS, YTN, JTBC방영 1~5층 넓은공간, 하나카드 교보생명 제휴, 보호단체운영

시츄 컴투펫동물병원, 1년무상진료, 50%할인행사, 24시영업, 전견종보유

거품없는 가격, 양심판매, 만족도100%후기평점9.9점, 최대60%할인분양

www.dogmaru.co.kr

com2pet.com

www.pet-moa.co.kr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시츄전문 도그마루

시츄 컴투펫

시츄 30년전통! 펫모아

강아지전문 아이러브독

이벤트 강아지분양시 최대50%할인

강아지, 프리미엄/고퀄리티 강아지전문,
역시 분양은 아이러브독이 옳다!

http://www.theilovedog.com모바일



콘텐츠 매체

외국인 VIP 지인선물! 자연스런 나무결이 묻어나는 한국의 멋, 이매탈!

유아,유치,초등용 만들기재료 쇼핑몰, 종이 나무 꾸미기재료 이매탈

만들기재료 공예재료 유치원용품 꾸미기재료 환경구성용품 판매

http://www.koreasang.co.kr

http://makecenter.kr

http://mungukorea.cafe24.com

이매탈 대표 명가 박씨상방

고객만족 이매탈 만들기센터

이매탈문구코리아

N Pay

N Pay

이매탈 대표 명가 박씨상방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외국인 VIP 지인선물! 자연스런 나무결이 묻어
나는 한국의 멋, 이매탈!

http://www.theilovedog.com모바일

이매탈 만들기센터

즐거운 만들기재료가 있는곳
유아,유치,초등용 만들기재료 쇼핑몰, 종이 나무
꾸미기재료

http://www.theilovedog.com모바일 N Pay



콘텐츠 파트너

! 파워링크 콘텐츠 네트워크 광고
파워링크 콘텐츠 네트워크 광고는 일정한 콘텐츠 내에 특정 키워드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므로 회사는 해당 콘텐츠가 고객님의 사이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고객님의 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페이지에 고객님의 사이트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파트너

KBS미디어 뽐뿌 조선닷컴 동아닷컴

알바천국 iMBC

한경닷컴 경향신문

중앙일보 클리앙

일간스포츠 부동산써브





광고 노출 영역을 네이버 쇼핑으로 확장하고,

구매자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여

광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워드형 검색광고 상품

광고 상품 안내

쇼핑검색광고 특징

어떤 상품을 광고할 수 있나요?

네이버 쇼핑 홈에서 카테고리 확인하기

쇼핑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노출 가능

! 디지털/가전, 여행/문화,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의 

상품이 광고 노출 가능



Mobile PC

네이버 쇼핑검색(PC/모바일) 결과 페이지의  ‘상품 리스팅’ 영역 (상단 4~5개)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철제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 앵글 다용도실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655원

배송비 무료

18,500원

메탈 수납 철제 선반

구매 831 · 리뷰 1,644 · 찜 650

선반i 광고

네이버 랭킹 순 N Pay

브랜드

키워드추천 단수

재질

형태 옵션 더보기

연관   철제선반   벽선반   수납선반   원목선반   이케아선

선반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철제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 앵글 다용도실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567원

배송비 무료

18,900원

슈랙 무볼트 조립식 철제
앵글 선반 슈랙01

구매 243 · 리뷰 67 · 찜 92

슈랙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655원

배송비 무료

18,500원

메탈 수납 철제 선반

구매 831 · 리뷰 1,644 · 찜 650

선반i 광고

PC

봄 카라 브이넥 벨트 롱 원피스

35,50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인기상품 재입고! 새로운색상 추가!

등록일 2018.12.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박데렐라

체리벨 캐시미어 니트 셔츠 롱 원피스

39,00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여성의류 전문쇼핑몰

등록일 2018.12.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여신제이

[헤지스] 레이디스 스트랩 울 니트 원피스

205,39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등록일 2018.09.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LF mall

[MSGM] SILVER SPANGLE DRESS(SILVER)(MGM92FRDR005SV)

i 광고 1,080,000원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신규가입시 5% 쿠폰

등록일 2018.11.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한스타일

쇼핑몰선택 상품타입(전체) 40개씩 보기네이버쇼핑 랭킹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순

전체 11,317,984 가격비교 948,084 네이버페이 6,510,585 백화점/홈쇼핑 869,456 핫딜 17,069 쇼핑윈도 198,504

패션의류          스포츠/레저          출산/육아          생활/건강          디지털/가전          가구/인테리어          식품          여행/문화          화장품/미용 

써스데이아일랜드          케네스레이디          라인          로엠          랩          샤틴          ZOOC          아뜨랑스          플라스틱아일랜드          올리브데올리브

롱          미니          미디

시폰          면          벨벳          데님          기모          마/린넨          실크          코듀로이          울          스판덱스          캐시미어          스웨이드          가죽

2만원 이하          2만 ~ 4만          4만원 이상          직접입력

무료배송          오늘출발          카드할인          쿠폰          적립          추가할인

카테고리

브랜드

총기장

주요소재

가격

배송/혜택/색상

원 ~ 원

N 쇼핑 원피스 상세검색 카테고리 더보기 베스트100 몰 전체보기 쇼핑MY

봄 카라 브이넥 벨트 롱 원피스

35,50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인기상품 재입고! 새로운색상 추가!

등록일 2018.12.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박데렐라

체리벨 캐시미어 니트 셔츠 롱 원피스

39,00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여성의류 전문쇼핑몰

등록일 2018.12.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여신제이

[헤지스] 레이디스 스트랩 울 니트 원피스

205,390원i 광고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등록일 2018.09.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LF mall

[MSGM] SILVER SPANGLE DRESS(SILVER)(MGM92FRDR005SV)

i 광고 1,080,000원

패션의류 > 여성의류 > 원피스

신규가입시 5% 쿠폰

등록일 2018.11.

배송비 무료

구매정보

정보한스타일

N 쇼핑 원피스



Mobile PC

네이버 통합검색(PC/모바일) 결과 페이지의  '네이버 쇼핑' 영역 (상단 및 중간 2~4개)

원피스

연관검색어 애니메이션원피스 만화원피스 애니원피스

뷔스티에원피스 원피스애니 롱원피스

‘원피스 ’  상품 10,971,228건

전체상품 브랜드

네이버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구매 전 상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기장 주요소재 패턴

라운드 긴팔 니트 롱
원피스

최저 27,400원

판매처 3

리뷰55 찜 37

라운드 긴팔 니트 롱
원피스

최저 27,400원

판매처 3

리뷰55 찜 37

라운드 긴팔 니트 롱
원피스

최저 27,400원

판매처 3

리뷰55 찜 37

라운드 긴팔 니트 롱
원피스

최저 27,400원

찜 37

메리제인 레이스 이
중프릴카라 원..

최저 43,500원

판매처 2

리뷰13 찜 45

페미닌 언발 자켓 버
튼 하객 원피스..

최저 35,900원

판매처 5

리뷰18 찜 106

.[헤지스] 레이디스 스
트랩 울 니트..

205,390원

광고 LFmall

.[MSGM] SILVER
SPANGLE

1,080,000원

광고 한스타일

적립금 즉시 사용

.[헤지스] 레이디스 스
트랩 울 니트..

205,390원

광고 LFmall

.[MSGM] SILVER
SPANGLE

1,080,000원

광고 한스타일

적립금 즉시 사용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철제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 앵글 다용도실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655원

배송비 무료

18,500원

메탈 수납 철제 선반

구매 831 · 리뷰 1,644 · 찜 650

선반i 광고

브랜드 키워드추천 핫딜

선반

네이버쇼핑 다른 사이트 더보기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2,780원

배송비 무료

76,000원

선반 스피드랙 조립식앵글
다용도 창고 철제 랙

세트구매시 망치증정

스피드랙선반i 광고

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 655원

배송비 무료

18,500원

메탈 수납 철제 선반

구매 831 · 리뷰 1,644 · 찜 650

선반i 광고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

네이버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최신 브랜드 콘텐츠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브랜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광고 상품 안내

브랜드검색 특징

어떤 키워드로 광고하나요?

브랜드검색을 구매하는 광고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호명,

상품명 등의 브랜드 키워드에 한해 브랜드검색 집행이 가능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일반 키워드로는 브랜드검색을 집행할  수 없음

광고등록 전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라이트형

일반 - 이미지 좌측

와이드 메뉴 와이드 썸네일 오토플레이 메뉴 오토플레이 썸네일

일반 - 이미지 우측 썸네일

모바일 프리미엄형

NEW



PC 라이트형

기본-동영상 기본 - 이미지 동영상 특화

일반 

PC 프리미엄형 NEW

UP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 대 행 사 주) 글로벌엠아이지
070 - 7673 - 0315
MASTER@M-MIG.com
http://www.M-MIG.com

■ 연 락 처
■ E-mail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