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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최적화광고
운영가이드



신개념광고솔루션

매출최적화광고출시

* 광고수익률 (ROAS) :지출한광고비대비광고를통해발생한전환매출의비율
* 판매자님이기재하는목표광고수익률은시스템이입찰가를결정하기위한참고자료로적용될예정이며, 입력하신목표광고수익률을 보장하지않는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고 매출 최적화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합 지원

광고수익률 입력

광고 운영 수단인 광고수익률과
광고 예산 직접 입력

목표광고수익률

광고예산

%

원

쉬운 시작과 운영

쿠팡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최적화된 운영

*

매출 증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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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입력하신 목표 광고수익률과 광고 예산을 기반으로,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해 자동
으로 최적화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광고 솔루션입니다.

•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상품에 맞는 키워드*와 노출 지면의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운영되며, 입찰가까지도 자동으로 최적화 적용됩니다.

• 광고 상품의 매출 증대 지원은 물론, 효율 높은 상품의 더 높은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매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노출 매칭되는 ‘스마트 타겟팅’ 의 키워드 선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는 기존 광고 방식과 다릅니다

입력한 목표 광고수익률을 기반으로 상품부터 키워드, 노출, 입찰가까지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광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운영원리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1.1 ‘매출최적화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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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률(%)
ROAS(Return on Ad Spend)

= 광고를통해발생한전환매출

지출한광고비
X 100

광고수익률 (ROAS)란?
목표 광고수익률은 광고비 투자로 인해 얼마의 광고 전환 매출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100만 원 투자하여, 그 광고로 인해 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때 광고수익률은 300% 입니다.
광고를 집행한 후 내 광고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광고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는 광고 등록 시점에 목표로 하는 광고수익률을 입력하여 광고의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입력한 목표 광고수익률과 광고 예산에 따라 자동 최적화 운영되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고 솔루션입니다.

상품에 맞는 키워드와 노출 지면은 물론, 입찰가까지도 매출 증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자동으로 적용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 판매자님이기재하는목표광고수익률은시스템이입찰가를결정하기위한참고자료로적용될예정이며, 입력하신목표광고수익률을 보장하지않는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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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출최적화광고’꼭이렇게시작해보세요!

기간설정
‘종료일 없음’을 선택하시는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캠페인이 집행되어 성과가 최적화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적화 소요 기간:  약 7~14일

목표광고수익률
설정

상품의 가격/이익 등을 고려한 적정 광고수익률을 입력합니다.
•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제안 광고수익률을 참고하여 목표 광고수익률을 설정해 보세요. 
• 신규 광고주인 경우 가격/수익 등을 고려하여 광고비 대비 얻고자하는 목표 매출을 산출한 후,

보수적인 광고수익률을 설정하여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목표 광고매출 ÷ 광고비 = 광고수익률)

예산설정
최초 목표 광고수익률에 따라 소진되는 광고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자별 예산’을 선택하여

지출 가능한 최대 일 예산을 설정하세요. 
캠페인당 최소 권장 예산: 3만 원 이상

상품선택
캠페인 내에 목표 광고수익률이 동일한 상품을 선택하여 등록하세요.
효과적인광고운영을위해, 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상품 효율 지수’ (효율 좋은 상품이 충분히
선택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기능과 ‘광고효율 UP’ 상품(효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는 한 상품을 한 캠페인에만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중복 광고중’ 기능 참고)

(효율적인광고운영을위한최소권장사항)

11페이지 참고



1.3캠페인진행중에도꼭확인하세요! 
진행 중인 캠페인이 최소 권장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광고 관리 페이지에서 한 눈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산 / 상품 / 목표 광고 수익률 등 각 항목별 현황을 효율 지수로 확인하고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된 권장 값을
참고하여 캠페인을 개선해 보세요.

효율적인광고운영을위한최소권장사항

* 그룹효율지수에서제공하는권장값은내부데이터를기반으로제안된값으로실제결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0

캠페인 효율지수



1.3캠페인진행중에도꼭확인하세요! 
설정한 목표 광고수익률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간의 광고 성과를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광고 수익률이 함께 제공되니, 제안 광고수익률을 참고하여
조정해보세요. 
* 캠페인 자동 중지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중지 기준 수익률도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광고운영을위한최소권장사항

* 단, 자동중지기능은현재테스트중으로일부광고주만확인가능합니다.

0

간편 목표 광고수익률 조정



①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3만원 이상의 예산 설정을 권장합니다. 
최소 권장 예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 노출이 너무 적어 광고를 통한 매출 전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 최소 권장 예산인 3만원이 제안됩니다. 

② 보다 효과적인 매출 최적화를 위해서는 일예산 제안 권장 값을 참고해주세요. 
일 3만원 이상의 예산이 설정되었으나 높은 광고 성과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더 높은 매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예산 수준을 제안합니다. 
광고 상품의 카테고리 노출량 및 기존 광고 성과를 기반으로 일예산 값이 제안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예산 증액 시
높은 수준의 매출 전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캠페인진행중에도꼭확인하세요!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별 맞춤 예산 제안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해 보세요. 

효율적인광고운영을위한최소권장사항

간편 예산 조정

* 기존광고성과를기반으로한일예산제안기능은현재테스트중으로일부광고주를대상으로제공됩니다.                                                                                                                 * 일예산제안은내부데이터를기반으로제안된값으로실제결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0



1.4 ‘매출최적화광고’ 등록지원기능

11

제안 광고수익률 광고효율 UP,
상품 등록 달성률

중복 광고중,
매출최적화광고로 복사

기존 집행 광고의 평균 광고수익률 및 선택한 상품의
카테고리 평균 광고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 광고수익률이 제안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충분한 구매

전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노출됩니다.
만약 제안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제안 광고수익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을 고려한 보수적인 광고수익률로
목표값을설정하여시작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한 상품이 등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장 기준에 가까울수록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없는 신규 상품의 경우엔 지수
변화가없을수있습니다.

선택한 상품이 이미 다른 캠페인에 등록되어 광고 운영
중임을안내드리는표시입니다.
동일 상품을 다른 캠페인에 중복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광고 효율을 위해 한 상품은 한 캠페인에만 등록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등록상품 중, 구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표시됩니다.

기존 수동 성과형 광고 캠페인을 ‘매출 최적화 광고’로
간편하게복사하여등록할 수있으며, 7페이지의최소 권장
사항을 참고하시면 복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6

캠페인 5

캠페인 4

캠페인 3

캠페인 2

캠페인 1

701,292 원

1,300,325 원

323,004 원

361,011 원

309,899 원

301,003 원

2,602,635 원

5,356,689 원

1,104,867 원

2,305,958 원

2,729,559 원

1,099,534 원

100,000 원

200,000 원

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371.12%
목표 350%

411.95%
목표 400%

342.06%
목표 382%

638.75%
목표 621%

880.79%
목표 865%

365.29%

1.5 ‘매출최적화광고’성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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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와보고서를통해 ‘매출최적화광고’캠페인의광고성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테이블 설정으로 보고 싶은 데이터를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1.6매출최적화광고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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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최적화광고’를통해어떻게매출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나요?
광고등록한상품을쿠팡알고리즘에의해, 직접입력하신목표광고수익률과광고예산을기반으로 상품에맞는노출지면,키워드,입

찰가가 최적의조합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운영됨으로써매출증대효과를지원하도록광고가집행됩니다.

실제광고수익률이목표광고수익률을 초과하면광고가중단되나요?
광고시작후발생한실제광고수익률이캠페인생성시입력한목표광고수익률보다높을경우에도,광고는중단되지않고예산에맞게

계속진행됩니다.입력한광고예산이상으로소진되지않습니다.

적정목표광고수익률은어떻게계산할수있나요?
1)기존광고(수동성과형광고)운영이력이있는기존광고주

2)기존광고(수동성과형광고) 운영이력이없는신규광고주

최근 14일 이내 운영한 기존 광고의 광고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광고수익률(%) = 광고매출 ÷ 광고비 × 100 (광고 매출은 ‘직접+간접’ 전환 매출* 을 모두 포함한 총 전환 매출입니다.)

* 직접전환매출:고객이특정상품의광고를클릭한후14일이내에클릭한상품을구매한총금액
간접전환매출:고객이특정상품의광고를클릭한후14일이내에동일판매자의다른상품을구매한총금액

상품의 가격,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광고비 투자 대비 얻고 싶은 목표 매출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해당 매출을 광고수익률 계산 공식에 대입해 목표 광고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10만 원을 투자하여 광고 전환 매출 50만 원이 목표인 광고주의 경우 목표 광고수익률은 500%가 됩니다. (50만 원 ÷10만 원 X 100 = 500(%))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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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광고등록프로세스

캠페인 설정

상품 선택

광고유형 설정

STEP 1

STEP 2

STEP 3

매출 최적화 광고 수동 성과형 광고

등록 상품 중 선택

이름,예산,기간 설정

목표 광고수익률 입력

완료

키워드 유형 선택

..
.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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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설정

상품 선택

광고 유형 선택

목표 광고수익률

1

2

① 캠페인 이름
• 캠페인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 30자 이내 입력

② 탄력 일예산 설정
• 광고에 사용할 일 예산을 입력해 주세요. 
• 미소진 광고비를 예산이 부족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됩니다. 
• 예산은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 억 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캠페인별 예산은 최소 3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③ 캠페인 기간
• 광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 종료일 없음 : 광고를 중지하기 전까지 꾸준히 광고가 노출됩니다.
• 특정 기간 : 프로모션 등 광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하세요.

3

2. 1 캠페인설정 : 광고캠페인이름, 예산, 광고기간을설정합니다.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캠페인 설정

상품 선택

광고 유형 선택

2. 2 광고상품설정 : 광고로노출할상품을조회/ 선택합니다. 

1

A B

C

① 광고그룹 이름
• 광고 상품 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30자)

② 광고 등록할 상품 검색
• 상품 목록 및 검색을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효율UP] 상품을 쉽게 확인/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상품 선택
• 상품 추가 : 개별 상품 선택
• 모든 옵션 선택 : 해당 상품의 여러 옵션을 일괄 선택

예시) 동일 모델 운동화 230, 235, 240 size 모두 선택

2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판매 상품 중, 
광고 진행 시 구매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한 상품이 이미 다른 캠페인에 등록되어
광고 노출 중임을 안내하는 표시 입니다. 
광고 효율을 위해 한 상품은 한 캠페인에만
등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B

C

A

• 상품 선택 시 죄측 상품 선택창에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서플라이어허브에서 등록하는 로켓배송 상품은 SKU ID 로 검색 가능합니다.
• 광고 진행 시 아이템위너 상품만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위너가 아닌 경우에도

광고 등록은 가능하며 아이템위너 변경 시 자동으로 광고로 노출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한 상품이
등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장기준에
가까울수록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없는 신규 상품의 경우엔
지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표 광고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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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2.3광고유형설정 – ‘매출최적화광고’ or ‘수동성과형광고’중선택

수동 성과형 광고매출 최적화 광고

입력한목표광고수익률기반
의자동최적화운영으로예산
이 소진되어, 매출 증대 효과
를최우선으로하는광고주

특정 키워드의 선택적인
노출이나, 입찰가를 직접
입력하여 세부적인 광고
운영을 희망하는광고주



2.3.1광고유형설정 –매출최적화광고 (목표광고수익률입력)

1

* 지나치게 높은 광고수익률 입력 시 해당 성과 달성을 위해 알고리즘이 입찰가를 낮추게 되며, 이 경우 광고로 노출되지 않아 예산이 소진되지 않음과 동시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 최초 목표 광고수익률 설정 시 적정 수준의 광고수익률 입력을 권장하며, 일정 기간 동안 캠페인을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목표 광고수익률 값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수동 성과형 광고매출 최적화 광고

19

2



2.3.1광고유형설정 –매출최적화광고 (목표광고수익률입력 -세부설정)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20

쿠팡상품광고운영이력이없는신규광고주쿠팡상품광고운영이력이있는기존광고주

목표 광고수익률 입력시 제공되는 제안 광고수익률을 참고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운영한 기존 광고의 광고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광고수익률(%) = 광고매출 ÷ 광고비 × 100
- 대시보드 및 광고보고서에서 상세 데이터 확인 가능
- 광고 전환 매출은 직접+간접 전환 매출(14일)* 모두 포함

목표 광고수익률은 기존 광고수익률 +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품의 가격, 이익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광고비 대비 얻고 싶은 목표 매출을
정한 다음, 아래 공식에 대입해 목표 광고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광고 매출 ÷ 광고비 × 100 = 광고수익률
- 예시) 광고비 10만원을 투자하여 광고 전환 매출 50만원 목표인 경우

목표 광고수익률은 500%가 됩니다. (50만원÷10만원 × 100 = 500%)

목표 광고수익률은 공식으로 산출된 광고수익률 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나치게 높은 목표 광고수익률 설정 시, 해당 성과 달성을 위해 알고리즘이 입찰가를 낮추게 되며 예산 소진 및 광고 노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광고 캠페인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목표 광고수익률 값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시면 더 높은 매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매출 최적화 광고는 설정한 예산 내에서 입력한 목표 광고수익률을 참고하여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최적화합니다. 

때문에 약 7일 ~ 14일까지 최적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최적화 기간 이후에는 광고수익률이 최적 수준으로 안정화됩니다. 이 때 예산을 늘리면 더 높은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상품을 추가하거나 목표 광고수익률을 조정해 보면서 전체 매출과 광고 효율을 보다 정교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직접전환매출:고객이특정상품의광고를클릭한후14일이내에클릭한상품을구매한총금액/ 간접전환매출:고객이특정상품의광고를클릭한후14일이내에동일판매자의다른상품을구매한총금액



2.3.1광고유형설정 –매출최적화광고 (캠페인등록결과화면)

등록한 캠페인 정보
확인 가능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매출 최적화 광고

250%
21



2.3.2광고유형설정 –수동성과형광고 (자동키워드)

1

2

* 자동키워드선택후입찰가입력시실시간연결되는자동키워드와비검색영역노출에대해해당입찰가가적용됩니다.
* 제안입찰가는등록시점기준으로이전 7일동안클릭이발생한유사상품의평균 CPC 입찰가입니다.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수동 성과형 광고매출 최적화 광고

22



2.3.2광고유형설정 –수동성과형광고 (수동키워드)

1

2

3

4

• 수동키워드와 비검색 영역 노출에 대해 해당
입찰가가 적용됩니다.

② 입찰가 입력

• 키워드 등록 창에 직접 희망 키워드 입력

③ 직접 입력

① 수동 성과형 광고 – 수동키워드 선택

• 쿠팡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 목록에서 선택

④ 연관 키워드 선택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키워드 등록 :
③ 직접입력 or ④ 연관 키워드 선택 두가지 방법 가능
(동시 선택 가능)

캠페인설정 상품선택 광고유형설정

수동 성과형 광고매출 최적화 광고

23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대시보드분석 보고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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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시보드로성과확인하기

4

① 상품광고 성과 요약
• 광고 성과를 요약하여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지표 추가하기와 조회기간 변경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성과 그래프 지표 선택
• 한번에 하나의 지표를 선택하여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로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를 선택해 주세요

③ 다운로드 버튼
• CSV 다운받기: 그래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csv)로 다운로드
• PDF 다운받기: 그래프를 PDF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 차트 인쇄: 화면의 그래프를 인쇄

④ 조회 기간 선택
• 어제 / 최근 7일 / 최근 30일 / 지난주 / 지난달 중 선택하거나

직접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정 가능)

1

2 3



대시보드분석 보고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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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시보드로성과확인하기

지표명 지표설명

집행광고비 조회 기간 동안 광고가 클릭되어 발생한 광고비

광고전환매출 고객이 조회기간 동안 광고를 클릭한 후, 14일 이내 해당 광고상품을 주문한
금액(직접 전환)과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주문한 금액(간접 전환)의 총합

전체매출 조회기간 동안 쿠팡에서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매출

노출수 조회기간 동안 광고로 등록된 상품이 고객에게 노출된 수의 총합

클릭수 조회기간 동안 광고로 등록된 상품을 고객이 클릭한 수의 총합

클릭률(%) 노출수 대비 클릭수의 비율(클릭수/노출수*100)

전체판매수 조회기간 동안 쿠팡에서 고객이 구매한 판매자의 상품 수량

광고전환판매수 고객이 조회기간 동안 광고 클릭 후, 14일 이내 해당 광고상품을 구매한
수량(직접 전환)과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구매한 수량(간접 전환)의 총합

광고전환주문수 고객이 조회기간 동안 광고 클릭 후, 14일 이내 해당 광고상품을 주문한
횟수(직접 전환)와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주문한 횟수(간접 전환)의 총합

광고수익률(%) 광고비 대비 광고 전환 매출의 비율(광고 전환 매출/광고비*100)

전환율(%) 클릭수 대비 광고 전환 주문수의 비율(광고 전환 주문수/클릭수*100)

① 성과 지표 선택 / 추가
• 보고 싶은 성과 지표를 선택/추가하여 맞춤형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1



27

3.2 광고보고서로성과확인하기
ㅣ 서플라이어허브 / WING > 광고관리 > 광고보고서 > 쿠팡 상품광고

① 보고서 기간
• 지난주 / 지난달 혹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기간 구분
• 기간 합계 혹은 일별로 구분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캠페인 선택
• 클릭 후 목록에서 원하는 캠페인을 선택하세요

④ 보고서 조회
[보고서 생성하기] 클릭 시 좌측에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원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챠트 보기 : 원하는 지표의 그래프 및 요약 챠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  광고 보고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대시보드분석 보고서분석



대시보드분석 보고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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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고보고서로성과확인하기
ㅣ 서플라이어허브 / WING 

광고관리 > 광고보고서 > 쿠팡 상품광고 > 일별 보고서 > 챠트 보기

1
2

3

① 챠트 선택
• 캠페인 결과를 일별 추세 / 항목별 추세 / 항목별 성과 / 파이 챠트 중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② 지표 선택
•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테이블
• 일별 합계 / 모든 항목 / 챠트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키워드별 광고 성과 데이터는 [모든 항목]선택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영역이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는 ‘비검색 영역’의 광고 결과 입니다.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4.1광고수정하기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광고수정하기 –캠페인 광고수정하기 - 상품

기존광고(수동성과형광고)캠페인을‘매출최적화광고’로간편하게복사할수있습니다.

* 복사기능이용시기존광고캠페인은계속광고가유지됩니다.복사한매출최적화광고캠페인만광고운영을희망하시는경우기존광고캠페인은광고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30

캠페인 6

캠페인 5

캠페인 4

캠페인 3

캠페인 2

캠페인 1

701,292 원

1,300,325 원

323,004 원

361,011 원

309,899 원

301,003 원

2,602,635 원

5,356,689 원

1,104,867 원

2,305,958 원

2,729,559 원

1,099,534 원

100,000 원

200,000 원

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371.12%
목표 350%

411.95%
목표 400%

342.06%
목표 382%

638.75%
목표 621%

880.79%
목표 865%

365.29%

복사기능이용시, 운영가이드7페이지의최소권장
사항을참고하시면효율적으로광고를시작하실수있습니다

(효율적인광고운영을위한최소권장사항)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광고수정하기 –캠페인 광고수정하기 - 상품

31

4.2광고수정하기–개별캠페인수정
ㅣ 서플라이어허브 / WING > 광고관리 > 캠페인 목록
각 캠페인명에 마우스 오버 시 수정 / 삭제 버튼이 나타나며 [수정하기] 선택 시 캠페인 상세 내용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항목은 캠페인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산, 기간, 목표 광고수익률, 입찰가 등의 캠페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6

캠페인 5

캠페인 4

701,292 원

1,300,325 원

323,004 원

2,602,635 원

5,356,689 원

1,104,867 원

100,000 원

200,000 원

50,000 원

371.12%
목표 350%

411.95%
목표 400%

342.06%
목표 382%

캠페인 4 301,003 원 1,099,534 원50,000 원 365.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광고수정하기 –캠페인 광고수정하기 - 상품

4.2광고수정하기–개별캠페인수정
ㅣ 서플라이어허브 / WING > 광고관리 > 대시보드 캠페인 목록
캠페인 / 예산 / 목표광고 수익률 항목별 효율지수를 통해 진행중인 캠페인이 최소 권장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제공되는 권장값 및 제안을 참고하여 캠페인을 수정해 보세요. 

* 단, 자동중지설정은현재테스트중인기능으로일부광고주만확인가능합니다.

0 0 0



목표광고수익률

광고수익률 광고비소진율 제안 기대효과

목표 광고수익률을 목표 이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을 상향 조정을 제안

예산 증액과 높은 광고수익률로 더 높은 광고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 자동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광고가 최적화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제안

지속적인 자동 최적화로 광고수익률이 목표값에
가까워지도록 운영되면서, 광고 최적화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더 높은 매출 상승 효과를 위해
예산 상향 조정을 제안

목표 광고수익률은 유지하되, 예산을 증액하여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 광고수익률을 낮추거나 상품 추가 제안.
더 많은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권장

조정된 목표 광고수익률 또는 상품 추가로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았습니다

광고비/클릭수 확인 및 목표 광고수익률 하향
조정 제안. 광고비/클릭수가 너무 적은 경우
충분한 예산으로 최적화를 권장*

조정된 목표 광고수익률 및 증액된 예산으로 광고 매
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 광고수익률 하향 조정** 제안.
<제안>
기존 광고주: 수동 캠페인 광고수익률 제안.
신규 광고주: 이익을 고려한 보수적 광고수익률

조정된 목표 광고수익률로 광고 매출 상승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습니다

미소진

100%

미소진

100%

미소진

100%

목표광고수익률

**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일일 예산이 미소진되는 경우는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목표 광고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광고수익률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광고수정하기 –캠페인 광고수정하기 - 상품

4.2광고수정하기 –캠페인(매출최적화광고실행후시나리오별대응가이드)

* 캠페인에 등록된 상품이 많은 경우, 광고 최적화 과정에서 불충분한 예산으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3

초과

도달

미도달



4.3광고추가/삭제하기 –상품

매출최적화광고로복사 광고수정하기 –캠페인 광고추가하기 - 상품

34

ㅣ 서플라이어허브 / WING > 광고관리 > 캠페인 목록 > 광고 그룹 클릭
각 캠페인 그룹명을 클릭하시면, 상품 추가/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상품상품상품상품 01

상품상품상품상품상품 02

상품상품상품상품상품 03

상품상품상품상품상품 04

300,000 원 3,000,00원 1,000,000 회 100,000 회 10.00 % 1,000 회 1.00 %

300,000 원 3,000,00원 1,000,000 회 100,000 회 10.00 % 1,000 회 1.00 %

300,000 원 3,000,00원 1,000,000 회 100,000 회 10.00 % 1,000 회 1.00 %

300,000 원 3,000,00원 1,000,000 회 100,000 회 10.00 % 1,000 회 1.00 %

스마트 타겟팅 이용중인 캠페인은 키워드가
실제 고객 이용 상황에 따라 자동 매칭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키워드 보기] 가 아닌 광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3
삭제하기

3

2



2.광고등록하기

3.광고성과확인하기

4.광고수정하기

5.FAQ

매출 최적화 광고
운영가이드

1.광고이해하기



분류 질문 답변

목표
광고수익률

목표광고수익률은보장되나요?
아니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목표 광고수익률’과 ‘광고 예산’이라는 운영수단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 달성이라는 광고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 최적화 운영이 되는 광고입니다. 또한 너무 높은 광고수익률은 입찰가를 낮춰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광고수익률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광고수익률을너무높게잡으면어떻게
되나요? 너무 높은 목표 광고수익률을 입력할 경우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광고수익률이목표광고수익률을초과하면
광고가중단되나요? 

광고 시작 후 달성한 실제 광고수익률이 캠페인 생성 시 입력한 광고수익률보다 높을 경우에도 광고는 중단되지 않고 예산에 맞게 계속 진행
됩니다. 입력한 일 예산 이상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광고비

광고비는어떻게과금되나요? 기존 CPC 광고와 동일하게 광고 클릭 발생 시 과금되며, 광고정산은 당월 광고비가 익월 초에 정산 금액에서 광고비가 자동 차감됩니다

과도하게많은광고비가소진되면어떻게하나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광고주가 입력한 광고 예산 내에서 광고가 집행되므로 광고 예산을 초과하여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최초 목표 광고수익률에 따라 소진되는 광고비가 다르고, 광고 최적화 과정에 광고비 소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별 예산’을

선택하여 지불 가능한 최대 일 예산을 설정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캠페인

동일한상품을동시에매출최적화광고와수동
성과형광고에 추가해도되나요?

네,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매출 최적화 광고와 수동 성과형 광고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효율을 위해, 한 상품은 한 캠페인에만 등록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정보는얼마나자주변경해야하나요?
매출 최적화 광고의 경우 캠페인 생성 시 입력된 목표 광고수익률을 기반으로 광고가 최적화 되는데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이 최적화 기간 동안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캠페인 정보를 변경하거나 목표 광고수익률을 수정하는 것은 최적화 기간 이후에
권장 드립니다.

기존의수동성과형광고캠페인을매출최적화
광고캠페인으로 전환할수있나요?

네, 아래 과정을 따라 수동 성과형 광고 캠페인을 매출 최적화 광고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참고)
각 캠페인 우측에 있는 ‘매출 최적화 광고로 복사’ 버튼을 선택한 후, 매출 최적화 광고 캠페인으로 복사하기 위한 기본 정보(예산, 기간,

목표수익률)을 입력합니다.
* 복사기능 이용시, 운영가이드 7페이지의 최소 권장 사항을 참고하시면 효율적으로 광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성과확인
매출최적화광고의성과는어떻게확인할수
있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광고 유형’에 ‘매출 최적화’로 표시됩니다.

상품선택
상품중 ‘광고효율UP’이라고표시된것은어떤의
미인가요?

‘광고효율 UP’이 붙은 상품은 현재 광고주님이 판매 중인 상품 중 광고 등록 시 타 상품 대비 광고 효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입니
다. 이는 각 상품의 클릭률 및 전환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광고할 상품 선택 시 ‘광고효율 UP’으로 표시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 FAQ



바로가기 신청하기 구독하기

쿠팡 광고의 모든 것
ads. coupang.com 

광고 무료 컨설팅
선정 시 최대 5만원 지원

쿠팡 광고 교실
유튜브에서 만나요!

쿠팡 광고 시작하기

새로운 광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Thank You
매출 최적화 운영가이드

https://ads.coupang.com/index.html
https://ads.coupang.com/Cap.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agS8rsQiKEQlbAtKh1mJZA/featured
https://ads.coupang.com/Sta.html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슬라이드 번호 32
	슬라이드 번호 33
	슬라이드 번호 34
	슬라이드 번호 35
	슬라이드 번호 36
	슬라이드 번호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