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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단계

2

정보 검색 시점 
광고 노출 시점

Right Audience
사용자는 ‘관심’이나 ‘필요’ 단계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때문에, 정보 검색 시점은 연관된 광고를 노출할 Right Time이고, 

정보 검색으로 관심을 드러낸 사용자는 광고의 Right Audience가 됩니다.

관심.필요 단계

1

Awareness / interest 
needs

Right AudienceRight Time
광고 노출 시점 관심을 드러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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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예시 화면
(예시) ‘페이’에 관심있는 사용자가 ‘페이’를 검색한 후 즉시, 관련된 광고를 노출

관심 키워드 검색 
‘페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가 ‘페이’검색

1 2 3

관련 광고 노출 
‘페이’검색 후 즉시 관련 광고 노출

사용자 반응 
‘카카오페이’ 사이트 방문

PC 검색 시점에 즉시 노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Right Audience)에게, 키워드에 맞는 광고를 

검색 후 즉시(Right Time)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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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MA 예시 화면

관심 키워드 검색 
‘페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가 ‘페이’검색

1 2 3

사용자 반응 
‘카카오페이’ 사이트 방문

Mobile 검색 시점에 즉시 노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Right Audience)에게, 키워드에 맞는 광고를 

검색 후 즉시(Right Time) 노출합니다. 

관련 광고 노출 
‘페이’검색 후 즉시 관련 광고 노출

(예시) ‘페이’에 관심있는 사용자가 ‘페이’를 검색한 후 즉시, 관련된 광고를 노출



높은 사용자 반응률
KMA(Keyword Matching AD)는 Right Time에 Right Audience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 높은 사용자 반응률을 보입니다.

PC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KMA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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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m.KMA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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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ing AD 
광고 효율 증대

Targeting AD + non-Targeting AD
KMA(Keyword Matching AD)는, Targeting AD와 non-Targeting AD를  

함께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과 도달률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

KMA 
Targeting AD

일반DA 
non-Targeting AD

KMA 타겟 키워드 추출 및 쿼리 확인 
기준 : 전월(1일~말일) 키워드 쿼리 기준 

업종 및 구간별 쿼리 기준

KMA 광고 노출 영역 mix 
PC KMA : 초기배너, 뉴스250, 미디어250 

m.KMA : m.TOP/ m.뉴스/m.미디어/m.카페

A

B

A+B
non-Targeting AD 
도달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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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믹스 
KMA는 PC 지면으로 자율믹스 가능 

m.KMA는 Mobile 지면으로 자율믹스 가능



광고 도달률 확대
KMA(Keyword Matching AD)는 PC와 Mobile 집행이 모두 가능 하기 때문에 

마케팅 계획에 따라, Audience Coverage  확대를 위한 동시 집행 또는 디바이스 선택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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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집행 가능

Mobile 집행 가능



동영상 광고 가능
KMA(Keyword Matching AD)는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광고는 PC KMA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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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예시 화면
(예시) ‘개봉영화’ 검색 후 즉시, 관련 동영상 광고 노출

관심 키워드 검색 
‘개봉영화’검색

1 2 3

관련 동영상 광고 노출 
‘개봉영화’검색 후 즉시, 관련 동영상 광고 노출

사용자 반응 
관련 동영상 재생



KMA 패키지 집행 단가

업종 패키지단가 
일반형

패키지단가 
동영상형

기준쿼리 집행기간

그룹 1 
금융, 수송, 커머스, 통신기기, 통신망 

교육, 가전, 관공서, 기업PR, 패션, 

화장품, 보건용품

그룹 2 
가정용품, 관광청, 부동산건설, 

서비스, 식음료, 제약

그룹 3 
병의원

그룹 4 
게임

그룹 5 
영화

5천만원 6천만원 80만 4주

3천만원 3천 6백만원 40만 4주

5백만원 6백만원 40만 1주

3천만원 3천 6백만원 300만 1주

5천만원 6천만원 120만 2주

02

PC 패키지 집행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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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단가 기준쿼리 집행기간

4주

KMA 패키지 집행 단가
Mobile 패키지 집행 단가표

그룹 1 
수송, 식음료, 게임, 영화, 서비스, 금융

그룹 2 
커머스, 통신기기, 통신망, 교육 

가전, 관공서, 기업PR, 패션, 화장품 

가정용품, 관광청, 부동산 건설, 서비스 

제약, 병의원, 컴퓨터

업종

3천만원 50만

2천만원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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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패키지 집행 유의 사항

집행  
기간

월요일~일요일 기준 4주 집행 (주중 시작 불가)1

보장  
쿼리수

키워드 추출 시점 기준, 전월(1일~말일) 쿼리2

업종 및 광고주와 연관된 키워드만 사용 가능 

ㄴ경쟁사 키워드 및 관련 일반명사 가능

집행중 키워드 변경 불가

키워드  
가이드

3

성인 타겟팅 필수 업종 진행 불가 

성인 인증이 필요한 키워드 진행 불가 

ㄴ음란성 키워드,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키워드, 불법류 키워드 등

집행  
불가

4

PC 초기 배너의 시급제 광고가 집행중일 경우, 시급제 광고 우선 노출기타5

10 / 1003 KMA 패키지 집행 유의 사항



Thank You

Copyright���������	
��������������������  2016.���������	
��������������������  kakao���������	
��������������������  all���������	
��������������������  rights���������	
��������������������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