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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서비스
광고성과향상을위한, 보라포션실행서비스 6

실행능력

차이가

매출을

올립니다

매출증진과 광고비절감 핵심포인트

매일/매주/매월 주기적 키워드 추가

매주키워드확장

핵심성과 키워드의 완벽한 노출전략

365일 24시간 누락없는 목표달성

실시간키워드입찰

낭비되는 광고비, 부정클릭 원천차단

원터치 실시간알림-IP차단-환불신청

원스톱부정클릭차단

통합분석을 통한 직관적 인사이트

네이버/다음/구글/TG/모비온 등

전매체통합분석

광고운영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일간보고 / 주간보고 / 월간보고

빠짐없는정기보고

매출키워드 vs 낭비키워드, 완벽구분

(국제특허등록 :매출키워드발굴SW)

매출키워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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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광고영역

키워드 검색광고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모든 포털매체, PC 및 모바일

통합검색, 브랜드, 컨텐츠검색

쇼핑광고 (상품광고)

쇼핑검색광고, 쇼핑이미지광고

네이버, 다음 등 모든 포털매체

검색-쇼핑-리타겟팅 통합광고

리타겟팅디스플레이

타겟팅게이츠, 모비온, GDN등

방문자 리타겟팅, 장바구니 리

타겟팅, 연관상품 추천타겟팅

타겟팅 디스플레이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블로그

사용자 타겟팅, 관심기반 컨텐

츠 타겟팅, 행동유형 타겟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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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공사례 분석
실제광고주성과향상사례 (1, 2)

“아는”것이

아니라

“하는”것이

능력입니다

CPC유지하며, 유입수올리기 공격적으로매출올리기

실제네이버실적스크린샷 실제네이버실적스크린샷

목표 클릭단가(CPC)높이지않고, 최대한유입증진

전략 1. 키워드확장 (초기대규모, 이후 매주확장)

2. 주요성과(80%) 핵심키워드실시간순위유지

3. 고가키워드부정클릭집중차단

성과 유입수 120%UP + 클릭단가인상율 5% 이내

목표 단기간에, 최대한매출올리기 (광고비 여력 O)

전략 1. 키워드확장 (초기대규모, 이후매주 확장)

2. 매출키워드발굴 / 확장 / 투자 / 순위유지

3. 매출키워드발굴후,공격적인리타겟팅집행

성과 광고수익율(ROAS) 유지 + 매출 500%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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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공사례 분석
실제광고주성과향상사례 (3, 4)

“아는”것이

아니라

“하는”것이

능력입니다

점진적으로, 유입수올리기

목표 보수적인(제한적)예산운영하며,유입수올리기

전략 1. 부정클릭집중차단

2. 고가키워드최대입찰가제한

3.키워드확장 (저가세부키워드, 매주지속확장)

성과 클릭단가를낮추면서, 유입수 30% 증진

잠자는매출깨우기

목표 쇼핑몰런칭초기, 광고비유지하며매출 올리기

전략 1. 매출키워드발굴 / 확장 / 투자 / 순위유지

2. 핵심매출키워드관련쇼핑카테고리확장

3.매출키워드발굴후,공격적인리타겟팅집행

성과 광고비유지하며, 목표광고수익율(400%) 달성

실제네이버실적스크린샷 실제네이버실적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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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라포션 3단계
정보 – 전략 – 운영 3단계역할분담

정보제공

1600광고주
빅데이터

전략설정

광고주 &
광고마케터

광고운영

인공지능
관리시스템

1600광고주 220억광고운영 집단지성

전략설정을 위한인사이트제공

365/24 무중단인공지능 광고운영

키워드확장/자동입찰/부정클릭/분석/보고

광고주의사업에 대한전문성

광고마케터의 광고에대한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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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라포션 경쟁력

경험이많은광고주님들은, 잘알고계십니다.

중요한것은, 아는것보다, 제대로하는것입니다.

실행능력

인공지능광고운영시스템을

365일 24시간무중단운영하여

모든계획을철저하게실행, 관리합니다

집단지성

1600광고주 220억운용에서

집단지성성공전략을찾아

광고운영의인사이트로활용합니다

매출증진

매출증진을가장중요한가치로두고

매출키워드발굴솔루션을포함한

매출증진전략들을실행합니다



같이, 성공을, 보라

㈜보라포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4-4 (3층)

홈페이지 borapotion.com

광고문의 1661-7030

front@borapotion.com

bora Solutions

매출키워드 발굴 솔루션 (국제특허)

성과연동 키워드 자동확장 솔루션

검색광고 실시간 자동입찰 솔루션

부정클릭 원터치관리 솔루션

통합실적 분석 및 자동보고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