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광고비로 사용 가능한 총 판매 예치금과 실시간 사용현황 확인

② 등록된 광고 그룹, 검수현황, 반려된 광고에 대한 데이터 확인

③ 전체 광고그룹과 최근 광고 효과가 조회되며, 클릭 시 그룹관리 가능 / 간편등록 그룹은 S 아이콘으로 표시



① 그룹명 수정 : 원하는 그룹명 수정 후 ‘그룹명 변경＇ 클릭▶적용 완료

② 광고전략정보 : 예산수정, 노출수정, 외부매체노출 수정 가능

③ 노출지면 : 노출 희망하는 지면 수정 가능

④ 변경(ON/OFF/삭제)하고자 하는 상품 체크 후 ‘ON/OFF/삭제’ 중 클릭



① 광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키워드 리스트 확인

② 수정이 필요한 키워드 체크 후 ON/OFF/삭제



① 입찰가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 선택

② 입찰가 수정 : 키워드광고 희망클릭 비용 설정 아이콘 클릭

③ 희망클릭비용 입력 후 저장



① 입찰가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 체크박스 선택

② 입찰가변경 버튼 클릭

③ 희망순위기준 입력 후 확인 / 입찰가 기준 입력 후 확인



① 입찰가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 체크박스 선택

② 입찰가 상향/하향 조정 : 키워드 광고 ‘자동입찰설정’ 아이콘 클릭

③ 사용/미사용, 희망노출순위, 최대클릭비용 설정

※ 자동입찰설정 : 노출을 희망하는 순위를 설정하고, 1회 광고클릭당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 입찰금액을 설정하면 금액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입찰해주는 기능



① 지마켓광고센터 광고관리

> 대량수정 버튼 클릭

② 대량수정 템플릿 다운로드

③ 등록할 엑셀파일 조회

(파일명은 특수문자 없이 30자 이내)



sellerID 90 ON Y 1 100

sellerID 90 OFF

• ID

ID는 [광고관리>광고현황>’그룹명선택‘>개별키워드정보]확인가능

• 희망클릭비용

- 숫자만 입력

- 10원 단위로 입력 (최소 90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 입력 가능)

- ~원 or 천 단위 마다 쉼표(,) 기입 불가

• 운영상태

- ON/OFF 둘 중에 1개만 입력 가능 (대소문자 구분 안함)

- 운영상태 OFF : 자동입찰기능이 설정(Y) 되지 않음

• 자동입찰 설정여부

• 자동입찰 희망 노출 순위

1~8위의 희망 노출순위의 숫자만 입력 ex)  1 (O),  1위 (X) 

※ 자동입찰 수정 반영 시간

‘Y’에서 신규로 자동입찰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설정된 자동입찰의 ‘희망노출순위＇혹은 ‘최대클릭비용’을

수정 시 반영되기까지 최대 20분 정도 소요

• 자동입찰 최대 클릭비용

- 숫자만 입력 ex) 100원 (X), 100 (O)

- 단위 표시 쉼표(,) 없이 입력 ex) 1,000 (X), 1000 (O)

- 10원 단위로 입력 ex) 102 (X), 110 (O)

※ 최소 90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로 입력



필수 입력 항목 부족

아래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등록 실패

- 자동입찰설정여부 : N인 경우

▶ ID｜희망클릭비용｜운영상태 확인 필요 (필수항목)

- 자동입찰설정여부 : Y인 경우

▶자동입찰희망노출순위｜자동입찰최대클릭비용 확인

- 운영상태 OFF일 경우, 자동입찰 설정여부 Y 등록 시 엑셀 수정 불가

품절상품입니다. 상품의 상태가 품절인 경우 등록/수정 실패

유효하지 않은 값 입력 자동입찰 희망 노출순위 1~8 이외의 숫자 or '~위' 단어 포함되었는지 확인

잘못된 키워드 ID 잘못된 키워드 ID 입력 시 대량수정파일 업로드 불가능

중복 입찰 신청
- 동일 키워드 ID & 동일 희망클릭비용 & 운영상태 ON/OFF : OFF 적용

- 동일 키워드 ID & 다른 희망클릭비용 & 동일 운영상태 시 : 낮은 희망클릭비용 적용



① 광고 관리하고자 하는 ‘간편그룹명’ 클릭

② 희망클릭비용 설정 아이콘 클릭 후 희망입찰가 입력하여 수정



① 간편등록에 추천된 키워드(리포트에서 확인) 중 제외를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 후 추가

② 등록되어 있는 제외 키워드를 확인하고 사용을 원할 경우, X버튼을 클릭하여 제외 키워드 리스트에서 삭제 가능

- 제외 키워드는 그룹 당 10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제외 키워드 추가 시 10분 이내에 광고 노출에서 제외되며 시스템 상황에 따라 반영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 등록된 제외 키워드 삭제 시, 해당 키워드가 재 추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 추천까지 시간이 될 수 있으니 제외키워드 등록.삭제를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