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광고 소재 만들기



1
2
3
4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넣기 

시간을 두고 광고 소재 테스트하기

Google Ads 
광고 소재 권장사항

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작은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

이 가이드는  Google Ads의 검색, 쇼핑, 디스커버리, 앱, 디스플레이, 지역, 동영상 

액션 캠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소재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광고 소재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을 위한 캠페인 설정 가이드 도 확인해보세요.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광고 소재 만들기

효과적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마케팅 성과를 높이세요.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10498850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광고 소재 만들기

소비자는 브랜드에 가장 원하는 점으로 유용함을 

꼽았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78%가 광고는 브랜드가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각 광고 경험은 잠재고객과 상호작용할 때 브랜드의 매력적이고도 유용한 면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광고 소재의 품질은 캠페인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시선을 사로잡는 카피, 몰입감을 주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 매력적이고도 잘 구성된 애셋은 캠페인 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광고 소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Google Ads 광고 소재와 관련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권장사항을 하나의 가이드에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각 광고 소재 요소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애셋의 조합으로 캠페인 실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브랜드와 함께 일하는 Google의 Creative 
Works 팀으로부터 통찰력 있는 의견을 얻어 효과적인 광고 소재의 기본 요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는 기존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작업이나 다음 캠페인을 

위한 효과적인 애셋을 마련하고자 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유용하게 참고하여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이고도 잘 구성된 애셋은 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잔느 펠리칸(Suzanne Pellican), 
Google Ads 사용자 경험 부문 부사장



1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
(CTA) 넣기



명확한 CTA가 없는 경우 잠재고객은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목에는 눈에 띄는 CTA를 삽입하고 

잠재고객의 관심분야, 검색 또는 잠재고객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페이지와 관련된 명확한 

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넣기1

트렌디한 안경 둘러보기



개인화된 캠페인은 설명은 

개인화되지 않은 캠페인 설명에 

비해 목표 달성 측면에서 최대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개인화된 캠페인 제목은 

개인화되지 않은 캠페인 제목에 

비해 목표 달성 측면에서 최대 1.3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광고 • www.ecostylehomegoods.com/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브랜드 이름을 눈에 띄게 표시 
애셋 전반에 걸쳐 브랜드 이름을 눈에 

띄게 표시하면 잠재고객이 내 비즈니스를 

빠르게 인지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환 목표에 맞게 CTA를 설정 

예를 들어 판매량을 늘리고 싶다면 

설명 또는 광고 제목에 제품 이름과 

함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클릭 유도 

문구를 삽입합니다. 

친환경 프린트

개인화된 문구를 실험해보세요

광고문안에 '당신의'와 같이 개인화된 단어를 사용하면 잠재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넣기1

숲 도시 풍경 해변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친환경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다양한 테마별 
프린트와 프레임을 살펴보세요. 모든 프레임 아트 25% 할인 행사가 진행 
중.  배송료와 취급 수수료 무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강조 

광고 제목과 설명에 프로모션, 배송 관련 정보, 서비스와 함께 다양성, 

가격,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홈 데코레이션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넣기1

광고 • www.ecostylehomegoods.com/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아웃도어 가구 예술작품 러그

환경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다양한 실내/실외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나만의 홈 데코레이션을 만들어보세요. 신제품 2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며 배송료와 취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신제품  2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며 배송료와 취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제목에 혜택을 명시하면 광고 효과가 최대 

38% 증가: 혜택이 명시된 광고 제목은 명시되지 

않은 광고 제목에 비해 캠페인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4

설명에 혜택을 명시하면 광고 효과가 최대 

27% 증가: 혜택이 명시된 설명은 명시되지 않은 

설명에 비해 캠페인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5



가능한 경우 광고 확장을 추가하세요

파티오 테이블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CTA) 넣기1

광고 • www.ecostylehomegoods.com/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숲 도시 풍경 해변

EcoStyle | 지속 가능한 홈 데코레이션

지구에도, 나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아웃도어 데코레이션 아이템과 가구로 나만의 아웃도어 
휴식 공간을 꾸며보세요. 모든 파티오 세트  2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며 배송료와 취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아웃도어 가구 분수

전화번호 : (555) 537-9275

8km ∙ 사우스사이드 ∙ 타운센드 
레인

동영상 광고의 경우 텍스트, 애니메이션, 

음성 해설 등을 이용하여 CTA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7332837


2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많은 애셋을 제공할수록 자동화를 통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조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테마 범위를 좁혀서 광고그룹을 

구성하고 매력적인 광고 애셋을 

활용하여 더욱 관련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고객의 액션을 유도하세요.

일부 캠페인은 애셋을 3개만 등록하는 것을 추천하는 반면 어떤 

캠페인은 최대 20개의 애셋을 등록하는 것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캠페인 권장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그룹의 예:

유리 제품

베개

덮개

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2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2375404?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154846


텍스트

서로 관련된 여러 개의 광고 

제목과 설명을 포함하여 함께 

표시되었을 때 의미가 

통하도록 하세요.

이미지 

시각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여러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클릭 유도 

문구를 뒷받침합니다.

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2

광고 • www.ecostylehomegoods.com/

EcoStyle | 거실 램프

완벽한 조명으로 조화로운 거실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1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고 제목

EcoStyle | 거실 램프
EcoStyle | 모던 조명

설명

지속 가능한 스타일로 집을 꾸며보세요.  10월 1일까지 

모든 램프를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완벽한 조명으로 조화로운 거실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1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어의 경우 대소문자 사용을 실험하세요

대문자를 사용하면 광고 효과 27% 향상: 

설명에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하면 문장의 가장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작성했을 때보다 캠페인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6



동영상

동영상을 서로 다른 CTA 및 광고 제목과 짝지어 

다양성을 주거나 동영상 광고에 사이트링크 광고 확장을 

추가하여 더욱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 광고를 만드세요.

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2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2375416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선보여 

현실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세요.

다양한 애셋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2

소비자의 64%는 다양성 또는 포용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광고를 봤을 때 

액션을 취한다고 말합니다.8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았을 때 공감을 더 쉽게 

느끼므로 다양한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더 나은 이미지양호한 이미지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에 

비해 캠페인 목표 달성 측면에서 30% 더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7

https://www.thinkwithgoogle.com/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versity-and-inclusion/thought-leadership-marketing-diversity-inclusion/
https://www.thinkwithgoogle.com/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versity-and-inclusion/thought-leadership-marketing-diversity-inclusion/


3작은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



작은 화면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첫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광고 및 동영상 광고

제품에 중점을 둔 구도와 밝고 자연스러운 조명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여 잠재고객이 지금 보이는 광고와 

클릭 유도 문구을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작은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3

CTA: 모든 퍼 블랭킷  25% 할인



오버레이 엘리먼트의 과도한 사용 자제

오버레이 텍스트가 없거나 20자 미만인 이미지는 

효과가 최대 1.2배: 오버레이 텍스트가 없거나 
20자 미만인 이미지는 더 긴 오버레이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보다 캠페인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9

이미지

너비가 1200픽셀 이상인 고해상도 

애셋을 사용합니다.

피해야 할 것 

흐리거나 왜곡되거나 필터가 

과도하게 사용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지에 로고, 텍스트, 

버튼을 겹쳐 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면 이미지 크기의 20%로 

제한합니다.

퀸즈 
케이크

퀸즈 

케이크

3 작은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



3

DIY 
페인트칠 도움말

단계별 
튜토리얼

동영상

그래픽이나 텍스트를 겹쳐 넣는다면 크고 프레임에 맞게 

정렬하여 넣어야 합니다.

또, 작은 화면에서도 광고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밝기 및 

대비를 조절합니다.

DIY 
페인트칠 도움말

단계별 
튜토리얼

작은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



4시간을 두고 
광고 소재 테스트하기



모든 신규 캠페인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애셋을 결정하고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간을 3주 이상 둡니다.

효과가 ‘나쁨’으로 표시된 애셋은 

교체합니다.

애셋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적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애셋을 

삭제하기 전에 대신 사용할 애셋을 

준비합니다.

기존 캠페인의 애셋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나서 시스템이 애셋을 최적화하는 데는  
2~3주가 걸립니다.

변경사항 적용 시 기억해야 할 팁

● 광고그룹의 테마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애셋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를 

전달하려면 애셋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설명 텍스트와 동일한 광고 제목을 피하고 CTA와 관련 없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애셋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효력과 애셋 보고서를 사용하여 광고 소재 요소의 

실적을 추적하고, 고객이 어떤 것에 공감하는지 

알아보세요. 가능한 경우 캠페인 임시 캠페인 및 실험 

정보를 사용하여 광고 소재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고 더욱 

자세한 통계를 확인하세요.

시간을 두고 광고 소재 테스트하기4

아주 좋음

보통

나쁨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2375404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9142254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201327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318732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318732


마케팅 목표에 따른
추가 광고 소재 관련 팁

인지도: 동영상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면 효과적인 광고 소재에 관한 ABCD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리드 생성

앱 + 모바일 성장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marketing-strategies/data-and-measurement/%EC%9D%B8%EC%A7%80%EB%8F%84%EC%99%80-%EA%B3%A0%EB%A0%A4%EB%8F%84-%EC%A6%9D%EB%8C%80%EB%A5%BC-%EC%9C%84%ED%95%9C-%EC%A0%84%EB%9E%B5-%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ED%8E%B8/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marketing-strategies/data-and-measurement/%EC%9D%B8%EC%A7%80%EB%8F%84%EC%99%80-%EA%B3%A0%EB%A0%A4%EB%8F%84-%EC%A6%9D%EB%8C%80%EB%A5%BC-%EC%9C%84%ED%95%9C-%EC%A0%84%EB%9E%B5-%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ED%8E%B8/


텍스트

제품 이름을 광고 제목과 설명에 

포함하세요.

제품 피드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제공

설명이 포함된 제목, 매력적인 이미지, 최신 

가격, 특별 이벤트(무료 배송, 할인 등), 

제품별 방문 페이지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이미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을 제품 

제목에 추가합니다(브랜드 이름, 크기 등).

마케팅 목표에 따른 추가 광고 소재 관련 팁

트래픽을 온라인 구매로 
전환하기
소매업체라면 Google 판매자 센터에 제품을 

추가하고 계정을 캠페인에 연결하여 

광고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광고 확장을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세부정보를 추가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인 ICONIC은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 제품 피드를 사용하여 광고 
효과를 높였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52112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188924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159060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159060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7332837


이미지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제품 하나만을 보여주는 경우 유의미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을 보여주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밝으면서 대비가 

높은 색상의 클로즈업 샷을 사용해보세요.

트래픽을 온라인 구매로 전환하기

COSMEDIX의 쇼핑 광고뷰티 브랜드 COSMEDIX의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첫 5초 안에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하세요.

요청사항과 혜택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잠재고객이 내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과 CTA를 표시합니다.

트래픽을 온라인 구매로 전환하기

Dr. Squatch의
디스커버리 광고

생활건강 브랜드 Dr. Squatch가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서
제품 피드를 이용한 모습



오프라인 매출 증대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하여 적합한 메시지를 작성하세요.

특정 매장 및 가장 가까운 지점 검색에 관한 세부정보는 근처에 

있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광고문안을 작성할 때 

매장 방문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집중합니다.

매장 밖 수령 및 매장 수령과 같은 유연한 주문 처리 

옵션을 활용해 보세요.

마케팅 목표에 따른 추가 광고 소재 관련 팁

Helzberg Diamonds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세요
매장에서 아름다운 반지 컬렉션을 
살펴보세요.

4.3

매장 쇼핑 ᐧ   매장 밖 수령

오전 11시~오후 7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귀금속 상점

전체 지도 쇼핑 이미지 동영상 뉴스

귀금속 상점
내 주변 · 27분 전 · 지역 선택 

현재 영업 중 최고 평점

Helzberg Diamonds
광고 ·  (86) · $$$$ 

귀금속 상점 ·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매장 쇼핑 · 매장 수령 

영업 중 · 오후 7시에 영업 종료

다이아몬드 다이렉트

귀금속 상점 · 캔자스주 리우드 

매장 쇼핑 · 매장 수령 

영업 중 · 오후 7시에 영업 종료

5  (321) · $$$

4  (86) · $$$$ 

현재 영업 중 최고 평점 방문함

귀금속 상점  

매장 쇼핑 ᐧ   매장 밖 수령

방문한 적 
없음

귀금속 상점 ·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영업 중 · 오후 7시에 영업 종료

Helzberg Diamonds

귀금속 소매업체 Helzberg Diamonds의 지역 캠페인 광고 형식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29574


잠재고객 창출

리드 양식 광고 확장을 사용하여 고객이 광고에서 

직접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응답을 바란다면 질문을 적게, 양질의 응답을 

바란다면 질문을 많이 추가하여 양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케팅 목표에 따른 추가 광고 소재 관련 팁

CDI 대학이 활용한 검색 
광고 리드 양식 광고 확장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9423234


잠재고객 창출

주로 전화 통화를 통해 리드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통화 

광고를 사용하여 전화 통화가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가 

비즈니스에 쉽게 연락할 수 있게 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 

사이트를 방문하기 전에 사용자가 

리드 양식을 제출해야 하므로 

광고문안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로 빠른 답변', '무료 견적' 
등 제공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 넣기

사용자가 광고를 본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클릭 유도 

문구를 사용합니다.

예: ''양식 작성', '전화로 문의', '메시지 

보내기' 등 BFGoodrich에서 디스커버리 광고에 
리드 양식 광고 확장을 사용하는 모습

https://www.google.com/url?q=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341403&sa=D&source=editors&ust=1631132181625000&usg=AOvVaw0A3DrRtUot0FH9D4rz_bYO
https://www.google.com/url?q=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341403&sa=D&source=editors&ust=1631132181625000&usg=AOvVaw0A3DrRtUot0FH9D4rz_bYO


텍스트

텍스트를 사용하여 앱의 핵심 기능을 

강조합니다.

애셋별로 차별화된 장점 1개에 집중합니다.

광고 제목과 설명에 대화식 텍스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합니다.

마케팅 목표에 따른 추가 광고 소재 관련 팁

만족스러운
모바일 경험 제공
Google 채널 전반에서 더욱 다양한 모양, 크기, 

위치의 네이티브 콘텐츠로 광고가 표시될 수 있도록 

앱 캠페인에 가능한 한 많은 애셋을 포함하세요.

광고그룹당 텍스트 10개, 이미지 20개, 동영상 애셋 

20개까지를 포함하고, 모바일 게임 광고의 경우 
HTML5 플레이어블 애셋을 20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9981650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9981650


이미지

이미지 애셋의 테두리와 프레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빈 공간은 이미지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소매업체 Walmart의
앱 설치 광고

만족스러운 모바일 경험 제공



소매업체 Walmart의 
앱 설치 광고

동영상

애셋은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길이도 다양해야 합니다

(10~30초).

첫 2~3초 이내에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설치수를 더욱 증대하려면  스토리텔링보다는 인앱 경험과  

브랜드를 강조하세요.

세로 모드(4:5), 가로 모드(1.91:1), 정사각형 

등의 다양한 가로세로 비율을 포함 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이 모두 제대로 표시되게 

하세요.

또한 오디오와 음악을 사용해 브랜딩 및 클릭 

유도 문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꺼짐이 기본값인 인벤토리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막을 삽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모바일 경험 제공



 

Google Ads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 소재를 
최적화하는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보세요.

Google Ads 
권장사항 허브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154846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6154846


1. Kantar, COVID-19 Barometer Global Report(코로나19 전 세계 지표 보고서), 2차, 50개 국가 대상, n=9,815, 2020년 3월 
27~30일에 진행

2. 78,000개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 애셋 전반에 걸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CVR), 
디스커버리 광고(CTR, CVR), 설치 유도 앱 캠페인(IPM), 참여 유도 앱 캠페인(EPM), 동영상 액션 캠페인(VTR)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전 세계 대상, 2020년 

1월~2021년 6월

3. 78,000개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 애셋 전반에 걸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CVR), 
디스커버리 광고(CTR, CVR), 동영상 액션 캠페인(VTR),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VTR)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전 세계 대상, 2020년 1월~2021년 6월 

4.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에 걸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CVR), 디스커버리 광고(CVR), 동영상 

액션 캠페인(VTR),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VTR), 참여 유도 앱 캠페인(EPM)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 전 세계 대상, 2020년 1월~2021년 6월

5.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에 걸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CVR), 디스커버리 광고(CVR),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VTR)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 

전 세계 대상,2020년 1월~2021년 6월

6. Google 내부 데이터, 전 세계 대상, 카테고리: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2020년 1월~2021년 6월

7.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에 걸친 디스커버리 광고(CTR, CVR), 동영상 액션 캠페인(VTR),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VTR), 설치 유도 앱 캠페인(IPM), 참여 유도 앱 캠페인(EPM)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 전 세계 대상, 2020년 1월~2021년 6월

8. Google/Ipsos, 미국 대상, 포용적 마케팅 연구, n=2,987,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만 13~54세의 미국 

소비자 대상, 2019년 8월

9. 78,000개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업체, 금융 카테고리 애셋 전반에 걸친 디스커버리 광고(CTR, CVR),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CTR)의 캠페인 목표 실적 중앙값을 집계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Google 내부 데이터, 

전 세계 대상, 2020년 1월~2021년 6월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