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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광고 소재 권장사항 가이드

다음은 관련성이  높고, 구체적이고 , 매력적이며  강력한 텍스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세부 
권장사항입니다 . 

권장사항 

● 반응형 검색 광고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광고 그룹 및 
키워드와  관련 있는 다른 텍스트 광고의 기존 
광고 제목과 설명을 사용해 보세요.
○ 이 권장사항을  따른 광고주는  반응형 

검색 광고의 클릭수가  최대 10%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하나의 광고 그룹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 
다양한 애셋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데 
집중하세요 . 
○ 반응형 검색 광고는 최대 3개의 광고 

제목과 2개의 설명을 조합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Google 
시스템에서는  중복되는  텍스트를  나란히 
표시하지  않습니다 .

검색과의 높은 관련성
광고 텍스트의  키워드는  고객이 찾는 대상과 광고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

팁: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어떤 결과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결과 페이지에 표시될 
내용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 제목을 2~3개 더 
제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키워드의  동의어 , 
키워드가  포함된 문구를 순서를 바꿔 표현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제목에 최대 문자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짧은 
제목과 긴 제목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 
Google 머신러닝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관련 
광고를 조합합니다 .

● 의미가 다른 제목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전화하기 ’, ‘지금 문의하기 ’, ‘매장 
방문’ 등이 모두 클릭 유도문안에  해당하므로  
의미가 다른 애셋(서비스 , 기업, 프로모션  
이름 등)을 더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제목과 설명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샘플입니다.

광고 그룹의 키워드가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



검색 광고 소재 권장사항 가이드

제품 또는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나요? 어떤 기능이 있나요?

해결하는 문제 및 이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가치를 
더하고 , 
문제를 해결하고 , 고객의 삶의 질을 높여주나요? 

팁: 편안한, 고급스러운, 쾌적한 등 이점을 설명하는 다양한 형용사를 테스트해 보세요.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면 강조하세요 .



검색 광고 소재 권장사항 가이드

슬로건 및 소개말
간결하고  눈에 띄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

팁: 주요 단어/문장 첫 단어 대문자 표기, 구두점, 상표 기호 등 브랜드 표시 방식을 
활용하세요. 

클릭 유도문안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나요? 긴박감을  더하세요 .

팁: 고객이 광고 그룹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 전체 구매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정의 초반에서는 제품/비즈니스의 주요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뢰

고객이 나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색 광고 소재 권장사항 가이드

인벤토리 및 상품 구성
어떤 카테고리 , 옵션, 상품 구성을 제공하나요?

지원 및 고객 서비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비용은 얼마이고  지원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보증 또는 보장
어떤 보증을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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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및 환불
어떤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  각 비용은 얼마인가요? 

반품은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격 책정 및 수수료
가격, 세금, 처리/기타 수수료

팁: 고객이 광고 그룹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 전체 구매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매 시점에 가까워지면 가격을 강조합니다. 

인센티브 및 할인
수치화된/수치화되지  않은 할인 및 특가 정보



반응형 검색 광고(베타)

결제 세부정보
어떤 결제 방법이 지원되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업체보다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수상 이력, 평가, 리뷰
수치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 및 리뷰

팁: 고객이 내 회사에 대해 남긴 후기를 살펴보고 광고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는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광고 솔루션입니다 중소기업 소유자든 대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든 도달범위와 관련성 확실한
성과를 보장하는 를활용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참조하세요

및 로고는 의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회사명 및제품명은 해당 업체의 상표일 수있습니다

http://ads.google.com/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