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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리서치애드

리서치애드는 국내 온라인 상에 노출된 PC Banner, Mobile Banner, Video Ad를 수집하여

광고통계 및 소재 데이터를 제공드리는 전문업체입니다.

구성

광고주를 검색하여 검색된 광고주에 따른 캠페인과 매체 그리고 광고비가 로데이터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주 수는 5개 이하, 10개 이하, 15개 이하 총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주 검색은 리서치애드에 로그인 된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본 상품은 최근 12개월 기간 동안의 리서치애드가 제공드리는 PC Banner, Mobile Banner, Video

Ad에 대한 수치데이터(광고비, 모니터링)와 캠페인 별 소재데이터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 본 서비스는 매월 25일부터 31일까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25일~31일까지 신청된 내용은 익월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고주 사전 검색

‘My Search 광고주 검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광고주 유 무 및 데이터 확인

[일회성 상품 구매 절차 초기화면]

[My Search 광고주 검색 창]



광고주 사전 검색

광고주 검색 후

검색한 광고주 기준 최근 12개월 내 PC, 모바일, 동영상의 데이터가 있는지 필수 확인!!

[광고주 검색 前] [광고주 검색 後]



가입방법

클릭

리서치애드 홈페이지 하단 ‘MY SEARCH’ 메뉴 중 [서비스 구매] 클릭!!



가입방법 STEP.1



가입방법 STEP.2



가입방법 STEP.3

[하단 NCP대행사 관련 체크박스 미 체크 시 안내창 팝업]



사업자 등록증 전달

NCP대행사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mkt@researchad.com 02) 546-9694

계정생성 및 사업자등록증을 전달 후

리서치애드로 전화 노티스

02) 546-9692

알림 확인 후

생성된 계정으로

리서치애드 로그인

기본정보입력란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계정에 대한 최종 승인 확인

계성 생성 후 NCP대행사일 경우 NCP대행사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필히 리서치애드에 전달하여 NCP대행사임을 확인.

STEP.4



[web발신]
로그인 후 사용
하세요.
㈜리서치애드

계정승인

계정승인 이메일 및 문자 확인
리서치애드 담당자가 전달받은 사업자 등록증 및 계정입력 정보를 확인하여 생성된 계정을 정상적으로 승인 시 위와 같이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

STEP.5

[이메일 발송 내용]

[SMS 발송 내용]



참고사항

접속 PC

리서치애드 서비스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PC는 계정 생성 시 등록한 IP에 한해서 접속

가능

검색기간

계정 생성 및 승인 후 로그인 시점으로 24시간 내 광고주 검색 가능

다운로드

-광고 소재물 다운로드는 광고주 검색 기간 동안만 가능

-엑셀 다운로드는 검색기간 동안 [구매내역] 메뉴에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재다운로드 가능





화면 구성

[MY SEARCH 메뉴 검색 前]

MY SEARCH 메뉴를 통해 광고주 검색



화면 구성

[MY SEARCH 메뉴 검색 후]

MY SEARCH 메뉴를 통해 광고주 검색 후 소재 및 로데이터 다운로드



화면 구성

기본정보 메뉴에서 계정 생성 시 입력했던 정보 확인



화면 구성

구매내역 메뉴를 통해 구매한 정보 및 검색한 광고주 등 정보 확인



검색결과

기본정보 메뉴에서 계정 생성 시 입력했던 정보 확인



엑셀

결과페이지의 로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한 화면



소재확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