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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높은 쇼핑 유저 도달률

YouTube, Google 검색, 


Display, Gmail과 같은


Google의 프리미엄 지면을 통해 


다양한 쇼핑 유저에게 도달

Google 자동화 전략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스마트 자동 입찰 및 캠페인  

확장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캠페인 성과 최적화가 가능

유저 시그널 기반 광고 

유저의 상품 검색 의도와  

상품 탐색 등의 다양한 시그널을  

기반으로 유저에게  

적합한 상품을 노출 

맞춤화된 운영 전략

마케팅 KPI와 부합하는  

최적화 기준을 가지고  

캠페인 운영 및 성과 측정이 가능 
(상품 카테고리, 상품, 마진율, 커스텀 라벨 등)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Google의 프리미엄 지면을 통해 쇼핑 유저 도달률 극대화
유저의 상품 탐색에서 결제까지의 다양한 접점을 커버하는 Google 쇼핑 광고

※ 스마트 쇼핑 캠페인 활용 시 위의 모든 영역에 광고 노출이 되나 일반 쇼핑 캠페인은 Google.com 과 YouTube 검색 결과 영역으로 한정 노출

YouTube

홈피드

Google.com

쇼핑 탭

Google.com

이미지 검색 결과

Google.com

검색 결과 

YouTube

검색 결과

Gmail
Display


Network
YouTube


다음 동영상 영역

광고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유저의 다양한 시그널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 노출
광고 노출 시 유저의 데이터와 시그널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

웹사이트 방문 여부

구매 이력

검색어

전환 가능성

접속 위치

*특정 판매자, 가격, 유명 브랜드에 따른 노출 우선순위는 없음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 쇼핑 캠페인

위메프 마스크 
검색한 적 있음

쿠팡 웹사이트  
방문한 적 있음

쿠팡 마스크 
결제한 적 있음

리마케팅 시그널을  
기반으로 유사한 패턴의 
신규 유저 타겟팅

웹사이트 방문 및  
특정 상품을 보았던 쇼퍼들을  
우선순위로 타겟팅  
(리마케팅 리스트)

*Google 쇼핑 광고는 잠재고객을 캠페인에서 별도 타겟팅하지 않고, Google 계정에 리마케팅 리스트를 세팅하면 자동으로 타겟팅 진행

심심해서 선글라스 
 아이쇼핑 중

새로 산 신발이랑  
가격 비교 중

일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매출을 달성시켜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전략으로 성과 최적화 

스마트 쇼핑 캠페인과 자동화된 잠재 고객 타겟팅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매출 성과 달성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Google 쇼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신규 유저 확보
마케팅 목표에 따라 
신규 고객 확보 및 매출 최적화가 동시에 가능 
*스마트 쇼핑 캠페인에 신규 유저 유입 기능 활용시 가능

세부 목표별 운영
제품 유형, 브랜드, 마진율, 맞춤 라벨, 성과 등  
다양한 기준으로 캠페인 운영 및 분석 가능

쇼핑 광고를 통해 자사몰 웹과 앱으로 
유저를 유입하여 전환 매출 극대화* 
*Google 가이드에 맞게 딥링크 구현 시(Appify), 앱 내 매출까지 포함하여 캠페인 최적화 가능

경쟁사 대비 성과 분석
경쟁사 대비 자사 캠페인의 클릭, 노출 점유율 및  
벤치마크 데이터 확인 가능 

비즈니스 및 마케팅 목표와 부합하는 캠페인 운영과 성과 측정
매출 최적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캠페인 운영 및 분석 가능

매출 최적화

타겟 ROAS와 전환 가치 최대화 

입찰 활용

웹   앱 매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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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쇼핑 광고 

소개



Google 쇼핑 광고 소개

구매 온라인 매장

최적의 스토어 검색 상품평, 이벤트/할인

최적의 가격 검색 상품 가격, 배송비

내게 맞는 상품 검색 상품 사진, 상품 특징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 연관된 쇼핑 컨텐츠

쇼핑 광고는 이미지에 기반하여 유저가 찾는 상품 정보를 제공



Google 쇼핑 광고 소개

마라톤 운동화모든 기기에서 제품 검색 시,  

상품 이미지를 포함한 쇼핑 광고를 게재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과금되며,  

일일 예산 한도 설정을 통해 지출 관리

온라인 전환 추적을 통해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

광고 게재 순위는 CPC 입찰가와  

광고의 품질평가 지수에 기반하여 결정

쇼핑 광고는 검색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Google 쇼핑 광고 소개

따라서 좋은 품질의 피드가 

쇼핑 광고 성과의 핵심

검색 광고와 달리,  

쇼핑 광고는 광고 문구를 작성하거나  

키워드를 선택할 필요 없이,  
상품 피드에 기반하여 광고가 자동 완성

아디다스 오리지널

쇼핑 광고
사진 & 상품 상세정보

기존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검색 광고
키워드 & 텍스트



Google 쇼핑 광고 소개

쇼핑 광고와 검색 광고가 동시에 노출될 경우, 

한 가지 유형의 광고만 노출되는 경우 대비

쇼핑 광고와 검색 광고 동시 노출
소비자의 상품 탐색에서 결제까지의 검색 활동을 매출로 연결

검색 광고
키워드 & 텍스트

쇼핑 광고
사진 & 상품 상세정보

아디다스 오리지널

*Source: Google Internal

83% 구매

73% 장바구니에 추가

웹사이트 방문90%

77% 제품 페이지 방문

75% 브랜드 검색

*쇼핑 광고와 검색 광고의 시너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Google 쇼핑 광고 소개

옆으로 넘겨볼 수 있는 카루셀 형태는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첫 화면에 나타나는 2개 지면은 

3배 높은 CTR 성과

깨끗한 상품 이미지와  

쇼핑에 꼭 필요한 정보를 노출해  

전환 가능성이 높은 유저를 

사이트로 유입

i

모두 보기

*유저가 10~15개의 상품을 옆으로 넘겨볼 수 있음

쇼핑 광고는 특히 모바일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



Google 쇼핑 광고 소개

Google.com 쇼핑 탭
2021년 3월 런칭 완료

Google.com 이미지 검색 결과Google.com 검색 결과 

쇼핑 캠페인 광고 노출 위치

YouTube 검색 결과



Google 쇼핑 광고 소개

광고

GmailDisplay NetworkYouTube Watch Page 하단YouTube 홈피드

쇼핑 캠페인 광고 노출 위치
아래 영역은 스마트 쇼핑 캠페인 운영 시에만 노출



Google 쇼핑 광고 소개

전환 매출 극대화 
(타겟 ROAS 세팅 가능)

주어진 예산 내 전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완전 자동으로 입찰 단가 최적화

쇼핑 광고, 
디스플레이 리마케팅 광고 

Google 검색, Google 쇼핑, 검색 파트너 채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mail, YouTube

Negative keyword 사용 불가, 
단일 캠페인으로 운영 권장

스마트 쇼핑 캠페인

eCPC 타겟 ROAS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만 
자동 입찰 형태로 운영,  

소진 광고비에는 큰 변동이 없음

타겟 ROAS에 도달하기 위해 
완전 자동으로 입찰 단가 최적화 

쇼핑 광고

Google 검색, Google 쇼핑, 검색 파트너 채널

Negative Keyword 사용 가능

입찰 방식

운영 방식

광고 포맷

광고 채널

특징

일반 쇼핑 캠페인과 스마트 쇼핑 캠페인

일반 쇼핑 캠페인



Google 쇼핑 광고 소개

Google에 새로 추가된 쇼핑 광고 영역 소개

2021년 3월 런칭 완료

YouTube 상품 리스팅형

광고 런칭

쇼핑 탭 내 

무료 게재 영역

2020년 10월 런칭 완료

‘YouTube 검색 결과’와  
‘YouTube 홈피드'에서 노출 
(스마트 쇼핑 캠페인 운영 시 검색 결과,  

 홈피드 모두에 노출되나 일반 쇼핑 캠페인 
 운영 시에는 검색 결과에만 노출)



Google 쇼핑 광고 소개

신규 유저 확보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쇼핑 캠페인

신규 고객 획득 및 최적화를  
전환 목표로 세팅하여  

스마트 쇼핑 캠페인 운영 가능

“스마트 쇼핑 캠페인 ‘신규 고객 획득’ 기능을 통해 


  신규 고객 22% 더 효율적 획득 및 ROAS 31% 향상 성과 달성”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새로운 시도로 진행한 테스트였는데,  

  결과적으로 신규 회원 확보와 매출 극대화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 조화정 이사 Director, Integrated Media Team of Nike Korea -

신규 고객 획득 
(30일 기간 내)
*기간 내 전체 스마트  
  쇼핑 캠페인 결과 중

2400*
더 효율적인 
신규 고객당 비용 
(vs. 일반 SSC)

22%
더 높은 고객 
평균 전환 가치 
(vs. 일반 SSC)

28%
CTR 

(vs. 일반 SSC)

40%
ROAS 

(vs. 일반 SSC)

31% 2021년 1월 런칭 완료



Google 쇼핑 광고 소개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Co-funded Shopping Ads 

운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통사는 쇼핑 광고 운영을 위한 

광고비를 제조사로부터 지원받고,  

제조사는 쇼핑 광고를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전환 리포트를 확인

Shopping Ads 

with Partner

Merchant Center

Retailer
쇼핑 파트너 캠페인을 통해  

유통사 웹사이트로의 추가 유저 트래픽 확보

Manufacturer Center

Manufacturer
유통사를 통한 쇼핑 광고로 

커버리지 확대

제조사와 유통사가 협업할 수 있는 쇼핑 파트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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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쇼핑 광고 

성공 사례



Google 쇼핑 광고 성공 사례

아리따움 소개 및 캠페인 배경

아모레퍼시픽 대표 뷰티 편집샵으로,  

매출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 쇼핑 캠페인 도입

스마트 쇼핑 캠페인 성과

저마진과 고마진 상품으로 캠페인을 나누어  

스마트 쇼핑 캠페인을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비용 대비 전환 매출 성과 2.2배 개선,  

전환 매출이 +500% 상승하고  

CPC가 -27% 감소하는 등  

퍼포먼스가 크게 개선

Clicks

ROAS

Before After

“스마트 쇼핑 캠페인으로 


  결제 전환 건수     400%,  
          2.2 ROAS,    27% CPC 달성”



Google 쇼핑 광고 성공 사례

“스마트 쇼핑 캠페인 도입 이후


  캠페인 트래픽 40배 증가, 전환율 2.5배, 


  전환수 140배 향상, 웹사이트 유입자의 


  매출 전환율(CVR) 151% 성과 개선”

코오롱몰은 국내 종합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쇼핑몰로 웹사이트 트래픽 및  

전환 효율 성과 개선을 위한  

스마트 쇼핑 캠페인 도입

코오롱몰 소개 및 캠페인 배경

Q4’18 Q1’19 Q2’19 Q3’19 Q4’19

ROAS

Conversion Rate 스마트 쇼핑 캠페인 성과

일반 쇼핑 캠페인으로 확보가 제한적이었던  

트래픽과 전환수를 스마트 쇼핑 캠페인 통해 

트래픽 40배 증대 및 전환 볼륨 140배 증대

스마트 쇼핑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개선된 

매출 퍼포먼스 기록 중이며, 적용 이전  

대비 ROAS 성과 795% 효율 개선



Google 쇼핑 광고 성공 사례

Google 쇼핑 광고 도입 초기부터 스마트 쇼핑  
캠페인을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의 쇼핑 광고  
점유율을 높이며 퍼포먼스를 개선

캠페인 운영 4개월 만에 첫 달 대비 

매출 전환 건수 78%가 상승하고,  

유저 유입이 1.7배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

스마트 쇼핑 캠페인 성과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정보부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자사몰로 유저 유입 및  

전환 매출 성과 개선을 위해 스마트 쇼핑 캠페인 도입

오늘의집 소개 및 캠페인 배경

Sep19 Oct19 Nov19 Dec19 Jan20

유저 유입

비율 대비 효율

Activate SSC

“스마트 쇼핑 캠페인 운영 4개월 만에


  첫 달 대비 매출 전환 건수 78% 상승,


  유저 유입 1.7배 증가”



4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Google 판매자 센터 쇼핑 피드Google 쇼핑 정책

쇼핑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계정 검수
최초 검수

정책팀에서 직접 검수 후

정책 위반 시 피드 활성화 불가

- 예시 - 

온라인 구매 불가 웹사이트 정책상 

판매 불가한 상품 (성인 용품, 무기) 

민감한 개인 정보 요구  

웹사이트 보안 문제 (https)

정책 검수

Google 쇼핑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정 or 상품이 있는지를 검수

피드 &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검수 통과가 필수

계정 & 상품 검수 
주기적인 검수 진행

자동 검수 (Google 봇 크롤링) 및 직접 검수 후

정책 위반 시 이메일 발송 및 GMC 진단 탭에서 경고 메시지 노출

- 예시 - 

온라인 구매 불가 상품 

웹사이트 보안 문제 

민감한 개인 정보 요구 

결제 완료 불가

정책 검수

0~7일 내 
계정 중지

- 예시 - 

성인 용품 판매 

무기, 불꽃놀이 판매 

멸종 위기종 판매

정책 검수

즉시 
상품 중지

- 예시 - 

상품 불일치 

상품 상태 문제 

언어 문제 

배송 문제

품질 검수

28일 내 수정하지 
않으면 계정 중지

- 예시 - 

이미지 퀄리티 문제 

재고 정보 불일치 

상품 가격 불일치

품질 검수

28일 내 수정하지 
않으면 상품 중지

계정이 중단되면 수정 이후 매뉴얼 검수 요청이 필요하고


그 외의 경우는 유예기간 마지막 날 자동으로 크롤링 및 업데이트 진행

Google 쇼핑 검수 프로세스 안내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특정 소프트웨어(결제 시스템)로 인한 결제 에러가 없어야 합니다. 에러 발생 시 정책 위반이 됩니다.

로그인, 비로그인 관계없이 쇼핑 광고에서 보이는  

최초 상품 가격과 랜딩 페이지에서의 상품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유저가 랜딩 페이지에서 옵션을 변경하여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저가 광고 클릭 이후, 결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페이지는 안전한 https 형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SSL) 처리가 되지 않은 사이트는 

Google 쇼핑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제 단계까지 본인 인증 프로세스가 없어야 합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모두 집행 불가합니다.

광고 클릭 이후의 상품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장바구니 등의  

결제로 넘어가기 위한 액션 버튼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전화 구매, 픽업하기 등  

구매가 아닌 버튼만 구현 시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집행 조건 추가 설명

Google 쇼핑 광고 집행 조건 6가지

배송 지역 한정 상품 진행 불가합니다.누구나 온라인 결제 및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로 구현해야 합니다.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모두 28일간의 유예기간 부여

계정 중지

상품 중지

계정 / 상품 중지 여부

상품 가격이 피드와 랜딩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검수 통과 불가

오버레이 이미지, 워터마크 등이 있을 경우 검수 통과 불가

광고주의 재고 상황과 피드 내 재고 상황이 반드시 일치

배송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

쇼핑 광고 타겟팅 국가와 피드 상품 정보의 언어가 반드시 일치

결제가 가능한 상품 페이지로 반드시 구성

피드에 업로드된 상품과 랜딩 페이지의 상품이 반드시 일치 
여러 상품이 (드롭 다운) 하나의 랜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수 통과 불가

한국은 ‘원' 사용

중고 상품의 경우 필히 피드에 내용 반영

추가 설명품질 검수 내용

상품 가격

이미지 퀄리티

재고

배송

T 언어

랜딩 페이지와 상품 불일치

화폐 단위

상품 상태

상품 랜딩 페이지가 아닌 경우 

품질 검수 통과 조건 9가지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국내 모든 지역에 배송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쇼핑 집행 불가합니다. (예: 경기지역, 서울지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셀러 및 상품 등록은 모두 금지합니다.

렌탈, 대여, 서비스, 쿠폰, 여행, 티켓, 구독, 지역상품

공식 인증이 없는 비타민, 보조제, 약 모두 금지합니다. (예: 스쿠알렌, 멜라토닌, DHEA, 에페드라 등)

불꽃놀이, 폭죽, 스파클라

모조품, 가품 및 공식 인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합니다. (예: 특정 명품, 브랜드 상품 등)

모든 성인 용품 및 관련 상품은 금지합니다.

스쿠알렌(상어알), 가오리 가죽 제품 모두 금지합니다. (스쿠알렌 성분은 대부분 화장품에 포함)

담배, 전자담배, 알코올 성분 음료, 술, 마약 관련 상품은 모두 금지합니다. 

무기화될 수 있는 모든 유사 상품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예: 비비탄, 새총, 표창, 스피너, 전동건 등)

추가 설명

계정 중지

계정 중지

아이템 중지

아이템 중지

아이템 중지

계정 중지

아이템 중지

아이템 중지

아이템 중지

아이템 중지

주기적인 리뷰시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계정 중지

최초 리뷰시

배송 제한 상품

가짜 셀러

무형 상품

약, 건강 제품

폭발물 

가짜 상품

성인 용품 

멸종 위기종 상품

담배, 술, 마약

총, 칼, 도끼

금지 품목

Google 정책 위반 품목 10가지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판매자 센터정확한 제품 정보 업로드 쇼핑 광고

Google 판매자 센터(GMC)에서 상품 피드를 업로드 및 관리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MC 계정 로그인 후 업체 정보(Business Information)에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한국 쇼핑 광고의 경우 필수)

GMC 페이지: https://merchants.google.com

[참고] GMC 계정 생성 도움말

여러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사이트 소유권 인증 

1. 웹사이트에 HTML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2. GMC에서 보이는 HTML 태그를 홈페이지 사이트의 <head> 와 처음 <body> 사이에 삽입합니다.  

3. Google Analytics 추적 코드를 head 섹션에 삽입합니다. 
[참고] 웹사이트 URL 인증 도움말

GMC 우측 상단      클릭 후 계정 연결(Account linking)에서 
연동하고자 하는 Google Ads 계정 ID를 입력하여 연동 신청합니다.
Google Ads 계정 내 ‘연결된 계정’에서 해당 GMC의 연동 신청을 승인합니다.

제품(Products)     피드(Feeds)에서 상품 피드 추가 후 국가/언어 정보 기입합니다.

피드 이름 기입 및 업로드 방식 선택 후 각 방식별 요건에 맞도록 피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GMC 계정 생성

웹사이트 인증 및

소유권 주장

GMC-Google Ads

계정 연동

상품 피드 업로드

Google 판매자 센터(GMC) 계정 생성 및 연동을 위한 5단계

* � � � � .

https://merchants.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176793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188924?hl=ko&ref_topic=3163841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하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 확인되지 않음

소유권 주장되지 않음!

인증됨

소유권 주장됨

웹사이트 인증 및 소유권 주장하기

http://www.******.***

URL 인증 및 소유권 주장 방법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000-00-00000

000-00-00000

GMC-Google Ads 연동하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id

title

link

image_link

brand

adult shipping

description

price

product_type

availabilitygtin

mpn

condition

Shopping Ads

Product Feed

뛰어난 품질의 상품 피드는 쇼핑 광고 성과의 핵심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나이키 에어맥스 97
Title

Nike
Brand

나이키 에어맥스 97 
화이트(올흰) 

921826-101, 남성

Description

123
Id

258,720 KRW
Price

www.example.com/item123
Link

www.example.com/images/123.jpg
Image Link

in Stock
Availability

KR:::9900 KRW
Shipping

9504000059446
Gtin

Mens > Tops
Product Type

New
Condition

H2G2-42
Mpn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P115
Title

Yamaha
Brand

야마하 P-115 88건반, 14음색, 
14W, 192 동시발음, 
1326*295*163mm, 
화이트/블랙, 11.8kg

Description

456
Id

642,540 KRW
Price

www.example.com/item456
Link

www.example.com/images/456.jpg
Image Link

Out of Stock
Availability

KR:::0 KRW
Shipping

0614141123452
Gtin

Toys > Baby > Music
Product Type

Used
Condition

00638HAY
Mpn

필수 피드

*참고: Google 쇼핑 정책 도움말

Google 쇼핑 광고 피드 구성 요소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52112?visit_id=1538716375738-8059925794510374645&rd=1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Option 2

Shopping Content API

Option 1

Files

T </>
XML

Option 3

GMC Feed Rule

Google 상품 피드

타사 상품 피드 Google 상품 피드

Google 쇼핑 광고에 필요한 피드를 제작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Merchant Center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쇼핑 광고에 필요한 피드를 제작

Google 피드 별도 업로드 & 타사 피드 연동

Option 1

Files

T </>
XML

Option 3

GMC Feed Rule

제품이 1만 개 미만인 경우

Google Spreadsheet

상품 수가 많지 않은 경우  

Google Sheets 작성을 통해서 피드 제출

가격 및 재고 변동 상황을  

Google Sheets에서 바로 수정해서  

피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가능

.txt 파일, .xml 파일 

SFTP을 통해 예약 전송하여 
업로드 일정 설정 가능

대부분의 경우

파일 업로드 방식, 타사 Feed Rule 연동

T </>
XML

API를 통해 연동하기

Option 2

Shopping Content API

Shopping Content API를 개발하여,  

광고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GMC로  

상품 정보를 바로 송출

오픈마켓 등 사이트 내에

매우 다양한 셀러가 있는 경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Option 1

Option 2

Option 3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상품 피드 파일 업로드 방식

=

Google Sheets

=

=

Text (Tab Delimited Format)

id

1427

1708

1429

1428

price

28500

24500

1390

2390

title

익스트림 크림

인트로 세럼

에센스 미스트 80ml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

T

=

=

XML (RSS 2.0, Atom 1.0)

<g:id>TV_123456</g:id>

<g:title>LG 22” LEDTV </g:title>

<g:condition>used</g:condition>

<g:price>159.00 USD</g:price>

<item>

XML
</>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Option 1

Option 2

Option 3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1

google feed 1

google feed 2

제품 피드 버튼

기본 정보의 판매 국가, 언어, 대상 위치 설정
2

3
이름 및 입력 방법의 예약된 가져오기 설정

4
설정의 사이트 트래픽이 낮은 새벽 시간대로 설정

“예약 가져오기”를 통해 상품 파일-피드 자동 업데이트하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Option 1

Option 2

Option 3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Google API Client Library 

For Python (v1.3.1)

Product Database
Your Python Application 

or Website

Google Ads

Google Merchant Center

Google Content API For Shopping (v2)

https://developers.google.com/shopping-content/

쇼핑 컨텐츠 API를 활용하는 방식

https://developers.google.com/shopping-content/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Option 1

Option 2

Option 3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가이드: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topic/6324338?hl=ko&ref_topic=7294998

id

title

link

image_link

condition

brand

adult

shipping

id

title

link

image_link

condition

brand

adult

shipping(추가 작업 필요)

N사 v3 GMC

description

price

product_type

availability

gtin

mpn

title

price_pc

category_name1 >  
category_name2 >  
category_name3 >  
category_name4

예: ‘in stock’

barcode

N사 v3

manufacture_define_number

GMC

피드 규칙을 활용해 타사 피드를 Google 피드로 변환하는 경우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topic/6324338?hl=ko&ref_topic=7294998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Option 1

Option 2

Option 3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availability 속성의 값에 주문 가능하다는 의미의 
‘in stock’이라는 값을 일괄 적용하기

예시 2 availability in stockSet to

4

5

description 속성에 대한 값을 title 속성 값에서 
가져오기 

4

5

예시 1 description titleSet to

Feeds 페이지에서 피드의 규칙 만들기

1
2

3

Feeds Rules Create Rules

피드 규칙(Feed Rules)을 통해 타사 피드 연동하기



Google 쇼핑 광고 시작하기 

쇼핑 피드

Google 판매자 센터

Google 쇼핑 정책

서비스 설정 및 배송비 추가도구 배송 및 반품 배송 서비스 추가 버튼 클릭

1

2
3

4

5

계정에서 배송 정보 설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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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새 캠페인 추가       목표 중 판매 선택       캠페인 유형 중 쇼핑 선택

1. 새로운 쇼핑 캠페인 만들기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123456789 -

매출 전환 추적을 하고 있을 경우,  
마케팅 목적에 따라 스마트 쇼핑 캠페인과  
표준 쇼핑 캠페인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  
*캠페인 차이점은 17페이지 참고

Google Ads와 연동된 GMC 계정 선택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 선택       캠페인 하위 유형 선택

2. GMC 계정 및 상품 판매 국가 선택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표준 쇼핑 캠페인 스마트 쇼핑 캠페인

123456789

광고그룹 설정

표준 쇼핑 캠페인의 경우 최소 향상된 입찰 전략(eCPC) 이상 사용 권장 & 타겟팅 국가 대한민국 설정

3. 입찰 전략 및 일일 예산, 네트워크, 기기, 타겟팅 국가 설정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4. 제품 그룹 설정하기
모든 제품 (All Products) 자동 생성 및 그 외 제품 그룹 추가 생성 가능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쇼핑 캠페인 광고 그룹

Key Part

제품 그룹 1

제품 그룹 2

제품 그룹 3

하위 제품 그룹 1 하위 제품 그룹 2 하위 제품 그룹 3

하위 제품 그룹 1 하위 제품 그룹 2 하위 제품 그룹 3

하위 제품 그룹 3하위 제품 그룹 1 하위 제품 그룹 2

‘제품 그룹’을 활용한 성과 최적화를 추천
제품 그룹의 세팅에 따라서 쇼핑 캠페인 최적화 방향성이 결정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제품 유형

카테고리

브랜드

상품

맞춤 라벨

분류 기준

위 속성들 외에, 다른 기준으로 상품들을 분류하여 그룹을 세분화하길 원할 경우 (예: 시즌별, 판매량 별, 마진 별)

GMC 피드에 라벨링 작업이 필요 (최대 5개까지 가능)

특정 제품의 ID

입찰가를 특별히 다르게 하길 원하는 특정 상품이 있는 경우 (예: 신제품 런칭)

피드에 반영되어 있는 각 제품의 제조 브랜드

유사 제품군 안에서 브랜드 별 가치가 크게 다를 경우 활용 가능

Google의 상품 분류 기준

자체 카테고리 기준이 없는 경우 활용에 용이

해당 분류 기준 사용을 추천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속성 

피드에 반영되어 있는 자체 분류 기준 (예: 생활 가전     주방 가전     냉장고)

제품 그룹은 최적화 기준 및 광고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



Google 쇼핑 캠페인 시작하기

상품 분류 기준
Products

Custom Label 0

베스트셀러
Product Type Level 1

패션
Product Type Level 1

여성 패션

Product 
Type Level 2

아우터
Product 

Type Level 2

원피스
그 밖의 모두

A 
Brand

그 밖의 
모두

C 
Brand

그 밖의 
모두

B 
Brand

그 밖의 
모두

성과(판매량, 마진 등) 기준
Performance Hybrid

상품 분류 성과 기준

Custom  
Label 1

High Margin
Custom  
Label 1

Low Margin
그 밖의 모두

123 
Item ID

그 밖의 
모두

345 
Item ID

그 밖의 
모두

234 
Item ID

그 밖의 
모두

Product 
Type Level 2

여성
Product 

Type Level 2

남성
그 밖의 모두

베스트 
셀러 

Custom 1

그 밖의 
모두

High 
Margin 

Custom 2

그 밖의 
모두

D 
Brand

그 밖의 
모두

제품 그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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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쇼핑 광고

최적화



Google 쇼핑 광고 최적화

3단계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
“피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3단계

스마트 쇼핑 캠페인
“모든 걸 머신러닝과

  자동화에 맡긴다”

2단계

타이틀 최적화
“기존에 있는 


상품 정보 수정 가능하다”

2단계

“스마트 자동 입찰

 적용 가능하다”

제품그룹 tROAS

1단계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

“피드 수정 불가하다”

1단계

“캠페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품그룹 eCPC

피드 최적화

캠페인 최적화

쇼핑 광고 단계별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Mission 1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쇼핑 금지 품목 상품 필터 작업

성인 상품 및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작업

안정된 랜딩 페이지 구현

광고주와 상품에 대한 잘못된 표기 금지

웹사이트 기능 유지 및 안정성 유지

비승인 상품에 대한 재검토 요청

워터마크, 프로모션 문구 제거

가격 및 구매 가능 여부 업데이트

Google 크롤링 허용

*비승인 상품이 많을수록, 유저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듬

승인율 높이는 방법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상품 승인율을 높여 최대한 많은 상품을 유저에게 노출시키기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피드 규칙 활용 보조 피드 활용 기본 피드 업데이트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google_feed

google_feed

피드 규칙을 활용하여 위반 상품 제거하기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

특정 단어가 타이틀에 포함된 상품을 제거하는 예시 특정 상품의 타이틀을 아이디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예시

피드 규칙 활용 보조 피드 활용 기본 피드 업데이트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피드 규칙을 활용하여 위반 상품 제거하기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피드 규칙 활용 보조 피드 활용 기본 피드 업데이트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보조 피드를 활용하여 기존 피드의 상품 정보 업데이트 하기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피드 규칙 활용 보조 피드 활용 기본 피드 업데이트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위반 품목 제거 후 기존 피드 업데이트 하기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상품의 특징 및 유저가 알고 싶어 할 

상품의 정보를 잘 조합하여 

타이틀로 만드는 것이 핵심

유명 브랜드의 경우,  

타이틀에 브랜드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가 핵심, 쇼핑 광고에서는 상품 타이틀이 핵심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의류

가구

소비재

가전

도서

카테고리

아디다스 여성 트레이닝복(Size 55)

GNC 메가 코엔자임 Q10, 50mg, 60캡슐

이케아 스톡홀름 의자 세트, 갈색, 4인용

LG전자 올레드 AI ThinQ 55인치 TV

용의자 X의 헌신 추리소설, 히가시노 게이고

예시추천 방법

브랜드 성별 상품 타입 추가 정보(색상, 사이즈, 재질)

브랜드 상품 타입 추가 정보(무게, 개수)

브랜드 상품명 추가 정보(사이즈, 무게, 수량)

브랜드 상품 타입 추가 정보

도서명 도서 카테고리 작가 

포괄적인 상품 단어 포함 권장 
(예시: “신발”, “골프클럽”, “베란다”)

노출 최적화 상품의 표현하는 특정 단어 포함 권장 
(예시: “에너지 효율등급”, “30캡슐", “라벤더 샴푸”)

CTR 최적화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구현되는 상품 타이틀 예시

*eBook은 쇼핑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021년 쇼핑 정책 가이드)



피드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패션 제품에서 중요한 피드 속성값

색상, 패턴, 소재, 사이즈, 성별,  

연령, 상품 상세 설명, 커스텀 라벨

가전제품에서 중요한 피드 속성값

색상, gtin, 상품 카테고리, 할인가 적용 날짜,  

브랜드명, 사이즈, 상품 상세 설명, 제품 상태, 커스텀 라벨 

단계 : Google 정책 위반 상품 관리1 단계 : 타이틀 최적화2 단계 : 상품 카테고리별 최적화3

카테고리별로 다른 중요한 상품 정보



캠페인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Mission 2 



캠페인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제품 카테고리별로  

별도의 CPC 입찰 조정이  

가능한 것이 강점

다만, 스마트 입찰 방식이 아니므로,  

부지런한 모니터링과  

단가 조정을 진행해야 

꾸준한 퍼포먼스 유지가 가능

단계 : 제품그룹      eCPC1 단계 : 제품그룹      tROAS2 단계 : 스마트 쇼핑 캠페인3

제품 카테고리를 eCPC 입찰로 관리하기



캠페인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제품 그룹 최대CPC

123

1,234,000/일

단계 : 제품그룹      eCPC1 단계 : 제품그룹      tROAS2 단계 : 스마트 쇼핑 캠페인3

스마트 자동 입찰로 효율적인 쇼핑 캠페인 운영하기



캠페인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Everyday Quotes

wished it to be for any fish that swam there.


Others let them drift with the current and


sometimes they were at sixty fathoms when


The fishermen thought they were at a


hundred.

But, he thought, I keep them with precision.


Only I have no luck any more. But who


Knows. Maybe today. Every day is a new


day. It is better to be lucky. But I would


rather be exact. Then when luck comes you

Display NetworkSearch Gmail

광고

스마트 쇼핑 캠페인 활용 시 전환 매출 30% 이상 추가 확보 가능

단계 : 제품그룹      eCPC1 단계 : 제품그룹      tROAS2 단계 : 스마트 쇼핑 캠페인3

스마트 쇼핑 캠페인으로 쇼핑 유저 도달과 퍼포먼스 2가지를 한 번에 잡기

YouTube



캠페인 최적화 단계별 도장 깨기

로고 짧은 광고 제목

*Source: Google Internal

캠페인 최적화 관련 추가 Tip
스마트 쇼핑 캠페인 세팅 시, 동영상 소재를 추가하면 GDN 영역에서의 전환이 1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Google 쇼핑 광고 최적화

쇼핑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

깨끗한 상품 이미지, 최적화된 타이틀이  

광고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입찰과 스마트 쇼핑 캠페인!

광고주의 피드, 캠페인이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캠페인 퍼포먼스 극대화의 핵심!

상품 승인율을 올려 내가 가진 모든 상품을 

100% 광고로 송출하기!

쇼핑 광고 세션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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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옵션

01. OO회사 여행용 티슈 50매x5팩+보습 티슈40매(증정) | 149개 남음

02. OO회사 순수 소프트 27M-30롤x2팩 | 60개 남음

03. OO회사 데코&소프트 클래식 27M-30롤x2팩 | 88개 남음

04. OO회사 울트라 클린 27M-30롤x2팩 | 93개 남음

05. OO회사 도톰한 프리미엄 25M-30롤x2팩 | 92개 남음

06. OO회사 안심 클래식 키친 타올 [120매-4롤]x3팩 | 89개 남음

4,950원

30,900원

33,500원

33,500원

31,900원

10,500원

상품 중지 원인

피드에 대표 상품 1가지만 상품으로 등록하고 랜딩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나 상품들을 드롭 다운 메뉴 (옵션 선택 기능)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28일 내 상품 중지

피드에 업로드된 상품과 랜딩 페이지의 상품이 일치하지 않아 

정책 통과 불가

Bad
옵션선택

선택

531_서랍장 3단(다크브라운)

532_서랍장 3단(크림화이트)

533_서랍장 3단(마르살라)

534_서랍장 3단(플래쉬그린)

541_서랍장 4단(다크브라운)

25,900원

25,900원

25,900원

25,900원

34,900원

옵션 상품 피드 삭제 후 드롭 다운 메뉴 (옵션 선택 박스)에 있는 

상품들의 랜딩 페이지를 각각 하나씩 구현하여  

1개의 상품에 1개의 랜딩 페이지 구조로 구성하여 피드 제작

동일 상품의 컬러 옵션과 사이즈 옵션은 정책 검수를 통과할 수  

있으며,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것도 정책 통과

문제 해결 방법 

Good

일반 랜딩 페이지



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계정 중지 원인

상품 랜딩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구매 버튼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정 중지

배송 지역이 국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계정 중지

문제 해결 방법 

온라인상에서 결제 자체가 불가한 상품 또는 계정은 

쇼핑 광고 집행이 불가하므로 구매 버튼 및 결제 버튼 활성화

배송 지역에 걸린 상품들의 경우 피드에서 제거

예시: “전화하기” "예약하기" "응모하기"의 버튼만 구현되어 있는 상품이나 

           특정 이벤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로 쓰고 있는 상품

OO몰

목재 교탁(중) 서울지역만 배송 가능 
교탁/학교/학원/강의용/탁상

20% 628,000원
502,400원

무료배송 
3~5일 후 전화/문자로 배송 일정 안내

판매자 : OOO 회사 
택배사 : OO 택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1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한 사이트



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계정 중지 원인

Google 정책상 상품 페이지에서 결제 버튼을 클릭한 이후부터의  

모든 페이지가 https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로 인지하여  

쇼핑 광고 집행 불가

문제 해결 방법 

웹사이트를 http에서 https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수

OO쇼핑몰 -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주의 요함 http://www.******.***

20 S/S [Online Limited] 네이비 경량 프린트 반팔티셔츠

판매가

혜택가

48,000원

24,000원

38.400원

(50%)

추가혜택안내

OO카드 5% 청구할인 (03/01~03/31)

색상

사이즈

수량

구매하기 위시리스트 

095   100   105   110   115   120

선택

쇼핑백 담기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



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상품 중지 원인

유저에게 노출되는 이미지에 오버레이, 워터마크,  
프로모션 텍스트를 포함 (쇼핑 광고 이미지 가이드라인 위배 건)

Internal Feedback Google is Not a Party to the Product Sale

게임기 인기 소형팩  
Game Best item…

₩153,500

OO몰

Free shipping

게임기 본체 
+ 포켓몬스터 피..

₩387,090

OOOO홈쇼핑

Free shipping

(당일발송) 게임기 
+ 인기 소형팩..

₩252,600

OOOO완구

Free shipping

게임기+ 인기 소형팩 + 기본 7종

게임기 본체 
패키지 선물 증정..

₩259,390

OOO몰

Free shipping

게임기 본체 패키지 선물 증정중

게임기 OO의 전설  
시리즈 패키지 세트..

₩182,000

OO쇼핑몰

Free shipping

문제가 발견된 상품을 기준으로 피드에서 제거 작업

Clean Image로 이미지 교체

문제 해결 방법 

Google 판매자 센터(GMC)     설정     자동 개선     이미지 개선 

(개선에 도움이 되나 100%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음)

*가이드: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350

이미지 품질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350


자주 발생하는 정책 이슈

Google 판매자 센터(GMC)     설정     자동 개선     

    상품 업데이트에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 활용  
(모든 상품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피드 업데이트 작업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문제가 되는 상품을 피드에서 제거

문제 해결 방법 

상품 가격과 재고 정보의 피드를 업데이트 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세팅

상품 중지 원인

유저에게 보이는 상품 가격과 재고 정보가 피드에 입력한 값과  

다를 경우 유저에게 잘못된 상품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지

정책 검수팀에서 수동 검수 및 Google 크롤링을 이용하여  

랜딩 페이지에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피드 내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mple

[OO몰]  
강화유리 핸드폰 케이스 (J330)

Item ID

123456789_123456_1

Sampled at

March 19, 2020 7:09:53 AM KST

Value in Feed

3900KRW

Value on Website

100800KRW

[정품][무료배송][고급케이스]

범퍼케이스 핸드폰 2020 
스마트링이 함께! 빼박캔드 ㅇㅈ?

2,900원~

3개 구매

총 상품금액 0원

장바구니 담기 구매하기

OO쇼핑몰

상품명

디자인

기종

무료

배송

상품 정보 불일치 - 가격, 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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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s) 계정

피드

계정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성인용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oogle 판매자 센터(GMC) 계정 생성 시 FAQ 



자주 하는 질문(FAQs) 계정

피드

피드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Error 와 Warnings 알림이 뜹니다. 왜 그런가요?

Errors의 경우, Google 쇼핑 광고를 위한 필수 필드 값 (condition, price)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광고에 게재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계정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Warnings의 경우, 필수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및 기타 필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통 광고 게재나 계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각 속성에 부합하는 값 형식 또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 Shipping 속성의 값은  
KR:::16,000 KRW로 처리

피드 속성 및 업로드 관련 FAQ



자주 하는 질문(FAQs) 계정

피드

판매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대상 위치 쇼핑 광고를

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이트 트래픽이 낮은

새벽 시간대로 설정해 주세요.

Excel(.xls)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재 .xls 또는 .csv 파일 형식의 피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로드 전, 텍스트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하시거나 Google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xml, .txt 파일이 호환 가능하며.  
SFTP 프로토콜을 통한 예약 전송으로 업로드 일정 또한 설정 가능합니다.

피드 속성 및 업로드 관련 FAQ



자주 하는 질문(FAQs) 계정

피드

*shipping의 경우, KR:::2500 KRW 형식으로 입력

id

title

link

image_link

condition

brand

adult

shipping(추가 작업 필요)

N사 v3

id

title

link

image_link

condition

brand

adult

shipping

GMC

manufacture_define_number

title

price_pc

category_name1 >  
category_name2 >  
category_name3 >  
category_name4

ex) ‘in stock’

barcode

N사 v3 GMC

mpn

description

price

product_type

availability

gtin

타사 피드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속성이 다를 경우 이를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사 피드를 연동한 후, GMC 내 피드 규칙 (Feed Rules) 기능을 통해 변환하시면 됩니다.

피드 속성 및 업로드 관련 FAQ



Appendix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의 

시너지



브랜딩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는  
검색 광고     쇼핑 광고 전략



브랜딩 효과 100% 누릴 수 있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검색 광고만 운영하고,  
쇼핑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쇼핑 광고를 운영한다면  
검색 광고 클릭을 받을 확률이

74% 낮아집니다.
*Source: Google Internal

브랜드의 스크린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를 나의 브랜드로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컨버스 척테일러 하이

스크린 점유율과 클릭 점유율을 상승시켜 누리는 브랜딩 효과



브랜딩 효과 100% 누릴 수 있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검색 광고    쇼핑 광고의 브랜딩 효과를 리서치로 검증

Control Group TEST Group 1 TEST Group 2 TEST Group 3

Shopping AdText AdOrganic SERP Text     Shopping Ad



브랜딩 효과 100% 누릴 수 있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브랜드 스위칭 효과

현 경쟁 브랜드 보유자 그룹에게는  
인지 강화    12% 상승을 넘어서  
구매 고려 효과 증가    8%p에 기여함

현재 삼성 제트 보유자 그룹에게는  
추가적인 브랜드 인지 강화 효과에 기여 

   31%p 상승

광고 타입별

검색 광고 노출 시 더 검색해보고 싶은 

의향이 65% 추가 상승

쇼핑 광고 노출 시  

브랜드 인지도    16%p 상승

검색 광고    쇼핑 광고 노출 시  

브랜드 고려도    12%p 상승

브랜드 지표 및 소비자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 검색 광고    쇼핑 광고



브랜딩 효과 100% 누릴 수 있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

쇼핑 광고
사진 & 상품 상세정보

제품 사진

가격 정보

광고 제목

제품 설명 문구
검색 광고
키워드 & 텍스트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쇼핑 광고 전략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 스마트 쇼핑 캠페인 활용 시 위의 모든 영역에 광고 노출이 되나 일반 쇼핑 캠페인은 Google.com 과 YouTube 검색 결과 영역으로 한정 노출

결제와 연관된 유저들을 쓸어 담는 검색과 스마트 쇼핑 캠페인

YouTube

홈피드

Google.com

쇼핑 탭

Google.com

이미지 검색 결과

Google.com

검색 결과 

YouTube

검색 결과

Gmail
Display


Network
YouTube


다음 동영상 영역

광고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거기다, 쇼핑 광고는 리마케팅 

리스트를 기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를 타겟팅 할 수 있지!

사이트 
방문 고객

상품 구매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 둘 다  

tROAS랑 전환 가치 최대화 입찰로 

매출을 직접 최적화할 수 있지!

전환 가치 최대화

tROAS

쇼핑 광고
검색 광고

매출 최적화에 부합하는 입찰 방식과 타겟팅으로 매출 극대화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그럼,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를 함께 활용하여  

타겟 ROAS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얼마만큼의 

결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실까요?

Google에서는 현재 타겟 ROAS를 
유지하면서는 결제 전환수가 늘지 않아요.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검색 캠페인과 쇼핑 캠페인 확장을 통해 결제 유저를 추가로 확보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브랜드와 상품 키워드 
타겟팅

스마트 쇼핑 캠페인

타겟 ROAS

타겟 ROAS 스마트 쇼핑 캠페인

전환수 최대화

타겟 ROAS ½ 수준

브랜드와 상품 키워드 

   일반 키워드

캠페인입찰 전략

테스트 이전 (기존) 테스트 시나리오

캠페인 입찰 전략

검색

쇼핑

기존 검색 캠페인과 쇼핑 캠페인의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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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비 성과

클릭수 132%

결제 전환 117%

클릭점유율 24%

전환당 단가 13%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를 적절한 전략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 전환 확보 가능

온라인 매출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검색 광고 X 쇼핑 광고 전략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