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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advertisers utilize sponsored search in search engines since customers want to find relevant information on 

their purchases from the search engines. Many factors have influences on price per click of the sponsored search. 

These influences are different based on the types of keywords such as search/experience or prominent/specific. 

However, differences of the influences have not been studied well. Thus, this study want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the influences according the type of keywords. One month data of keyword advertising were collected from Naver. 

The influences of search number, click through rate, and competition on price per click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keywor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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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통한 B2C 거래 규모가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성장세 한 유지되고 있다[14]. 큰 

규모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  마켓들도 운 되고 있지만, 20  심의 부

업형태의 소규모 창업에서 삼사십  이상의 자 업

형태의 창업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2]. 다양

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존재하고 많은 쇼핑몰을 쉽

게 방문하여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

에,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부분이 검색엔진을 통

해 쇼핑몰을 찾아 방문하게 된다[4, 6, 7, 10, 13]. 따

라서 쇼핑몰 운 자들에게는 키워드 고(검색

고, 검색 키워드 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마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검색 고를 기본으

로 활용하며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운   

리 같은 부가 인 마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7, 

10, 13]. 검색 고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에서 심

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요하게 활용되고 

있다[3, 12].

인터넷 쇼핑몰의 마  활동에 키워드 고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키워드 고 시스템

이나 입찰에 활용되는 방식에 한 연구 보다 키

워드 고 활용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1, 5, 15, 

16, 22]. 고의 노출 치[15, 16]나 고 과  방식

[1]에 따른 키워드 고의 성과들이 연구되었으나, 

검색엔진에서 많이 활용하는 클릭당 과 (Cost Per 

Click) 방식에서 고 단가에 미치는 향요인들

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

진의 키워드 고 단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키워드 유형별로 향요인과 미치는 정도

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 다. 키워드 유형

으로는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행 에 향을 미

치는 탐색재와 경험재로 구분하여 향요인을 비

교하 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표 키워드와 

반 로 조회수가 은 세부 키워드의 향요인을 

비교하 다. 제 2장에서 련 연구를 검토하 으며,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제 4장에서

는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분석결과를 제시하 으

며, 제 5장에서 분석결과에 해서 토의하 다.

2. 문헌 연구

키워드 고는 부분의 검색엔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23]. 고주는 

고하려는 키워드에 입찰하여 고권을 구매하게 

되며, 검색엔진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을 하 을 때 해당 키워드에 연계된 고들이 노출

되게 된다. 사용자가 노출된 고를 클릭하 을 때 

고주는 검색엔진에게 입찰시에 정해놓았던 고

비를 지불하게 된다[17, 23]. 검색엔진은 클릭당 가

격에 클릭 수를 곱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클릭당 가격을 제시한 

고주의 고가 가장 먼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키워드 고가 구매 의향이나 인터넷 사

이트 랜드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있으며[9], 검색 고에 한 정주의  태도가 

인터넷 검색 고 노출 정도에 향을 주고 있다[8]. 

사용자들은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는 제품에 한 

여도가 높을수록, 검색어와 고가 더 합할수록, 

검색엔진과 검색 고에 해 호의 일수록 더 많

이 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5].

검색엔진에서의 키워드 고는 크게 Cost Per 

Mille(CPM)과 Cost Per Click(CPC) 방식으로 집

행된다. CPM은 1,000회 노출을 기 으로 미리 정

해진 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CPC 방식은 고

주가 클릭당 지 하기로 약속한 액을 발생한 클

릭수에 비례하여 고 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내 검색엔진들의 고상품은 CPC와 CPM 방식

을 혼용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 고는 부분 

CPC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도연, 임규건, 이

철[1]은 CPM과 CPC 방식의 성과를 비교하 다. 

CPC 방식이 CPM 방식보다 클릭률(Click Through 

Rate)이 1.3% 높게 나타났으며, 고당 클릭단가

가 약 51원 렴한 것으로 악되어 CPC 방식이 

CPM 방식에 비해 고효과와 고비용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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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나의 키워드에 한 고는 구 이나 네이버

의 상품별로 략 5～10개 정도 노출이 된다. 일반

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한 고주의 

고가 제일 상 에 노출되며, 그 다음 고가 하

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상 에 노출된 고가 높

은 클릭률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주들이 상

에 자신의 고가 노출되길 원하고 있다. Agarwal, 

Hosanagar, and Smith[15]은 고 노출 순 가 

고주의 수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고 노

출 순 가 낮아질수록 클릭률은 낮아졌으나, 클릭

하고 방문한 사용자들이 구매로 환하는 구매

환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보 다. 고 노출 

범 나 횟수가 요하지 않고 수익이 요한 고

주에게는 최상 에 고가 노출되는 것이 요하

지 않았다. 반면에 Ghose and Yang[16]는 순 가 

낮아짐에 따라 환률이 낮아진다는 을 발견했

으며, 고를 클릭했을 때 방문하게 되는 웹 사이트

의 품질 수가 높을수록 환률이 높았다. Agarwal, 

Hosanagar, and Smith[15]과 마찬가지로 최상

에 노출되는 것보다 간에 노출되는 것이 수익면

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about and 

Skiera[18]는 구  검색 고의 클릭당 가격 결정에 

고주의 웹 사이트 품질이 고려되기 때문에, 웹

사이트 품질 향상이 고주의 수익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웹 사이트 품질 향상이 미치는 

향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분석이 어렵지만, 

고주는 웹 사이트 품질을 향상시킨 후 고 입찰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재후, 최명길[5]은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 평

가를 해 고 조회수와 고 클릭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클릭률을 추정하기 해 외국어 교

육 련 키워드 1124개의 1개월간 조회수, 검색

고 클릭률, 키워드 자수, 클릭당 고비를 수집

하 으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클릭률을 추정하

는 회귀식을 도출하 다.

3. 연구 가설

검색엔진의 키워드 고 단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키워드 유형별로 향요인과 미

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한 

연구가설을 제 3장에서 제시하 다. 키워드 고 

입찰시에 각 키워드별로 지난 1개월 간의 조회 수, 

클릭률, 평균 클릭당 비용, 1개월 비용, 경쟁기업 

수, 다른 업체의 재 입찰가격과 같은 정보가 주

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경매에 입찰하게 된다. 따

라서 와 같은 정보들이 키워드의 클릭당 단가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나의 키워드에 고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략 5개업체 정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보다 

고를 하려는 업체의 수가 많다면 즉 경쟁이 심

하다면 클릭당 비용은 증가한다[17]. 고비용은 

키워드 고를 클릭한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

므로, 조회 수와 클릭률이 큰 경우에는 높은 고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고주의 략에 따라 조

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클릭률이 높은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와 클릭률

이 클릭당 단가에 복잡한 향을 미치고 있다. 키

워드 고에 과다한 비용지출에 한 우려가 존재

하기 때문에 높은 조회수와 높은 클릭률은 클릭당 

단가에 음의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요인들의 클릭당 단가에 미치는 향

은 키워드 유형별로 상이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들이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키워드의 속성에 

의해서 일수도 있으며 고주들의 키워드 고 활

용 략에 의해서 일 수도 있다. 키워드 유형별로 

미치는 향이 상이함을 분석하기 하여 키워드 

유형을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행 에 향을 미

치는 탐색재와 경험재로 구분하 으며, 한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상품군을 표하는 표키워드

와 반 로 표키워드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하여 

만든 세부키워드의 향요인을 비교하 다. 

탐색재와 경험재는 고객이 제품 구매 이 에 제

품의 품질을 단할 수 있느냐 그 지 않느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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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19, 20]. 탐색재가 제품사용 이 에 정보

를 통해 제품 품질의 단이 가능한 유형이며, 경

험재가 제품의 활용 이후에 품질에 한 단이 가

능한 제품 유형이다.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후기나 

의견과 같은 것이 많이 노출되지 않는 키워드 

고에서는 탐색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경험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보다 정보 탐색을 해 더 많

이 조회되고 클릭될 수 있다. 탐색재와 경험재로 

키워드의 유형을 구분하 을 때 검색엔진 사용자

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행 가 상이하기 때문에 두 

유형으로 구분하 을 때 클릭당 단가에 미치는 

향요인들의 효과가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클릭당 단가에 미치는 향에 키워드 유형의 

조 효과를 가설로 제시하 다. 

H1：탐색재와 경험재로 구분되는 키워드 유형이 

키워드 고의 클릭당 단가와 이의 향요인

들인 조회수, 클릭률과 경쟁업체 수간의 계

에서 조 효과를 갖는다. 

키워드 고를 활용하는 고주들은 목 에 따라 

체로 두 가지 략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익성 보다는 고의 노출 회수를 높이는 략이

다. 랜드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을 둔 고

주들이 활용하는 략이며, 이 경우에 주로 활용

되는 키워드가 표키워드이다. 컴퓨터를 매하

는 고주의 경우에는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컴퓨터’는 많은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고가 노출되는 회

수를 증 시킬 수 있다. 반 로 수익성을 요시

하는 소규모의 업자라면 표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는 략을 취할 수 있다. 컴퓨터 

매자의 경우 ‘제일싼컴퓨터’나 ‘ 가컴퓨터’와 같

이 표키워드를 심으로 자신의 상품과 연계된 

설명들이 추가된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세부키워드는 표키워드에 비해 조회수는 

으나 세부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들이 고를 클

릭하는 클릭률은 표키워드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출 회수와 클릭하는 사람의 총 수를 높

이는데 활용하는 표키워드와 클릭률을 시하는 

세부키워드의 경우에는 클릭당 단가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향 정도가 상이할 것이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클릭당 단가에 미치는 향에 키

워드 유형의 조 효과를 가설로 제시하 다.

H2：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로 구분되는 키워드 

유형이 키워드 고의 클릭당 단가와 이의 

향요인들인 조회수, 클릭률과 경쟁업체 수간

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갖는다. 

4. 자료  분석

제 3장에서 제시된 가설의 검증을 하여 2012년 

5월 네이버 키워드 고 메뉴에서 네이버에서 정의

한 분류별로 키워드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키워드 정보를 수집한 분류는 <표 1>과 같으며, 

수집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총 20개의 분류

별로 1,000개의 키워드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융/보험, 꽃/이벤트 분류에 해서는 총 키워

드가 997개 밖에 없기 때문에 총 19,994개의 키워

드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이  복되는 키

워드를 제거하여 총 19,817개의 키워드에 한 정

보를 분석에 활용하 다.

네이버에서 키워드 고에 등록된 고유한 키워

드의 숫자나 유의미한 조회수를 가진 키워드의 숫

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가 악하기 

어려운 자료 이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키워드의 

수가 체 키워드 집합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

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 2>처럼 연구에 

활용된 변수가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분류체계하의 모든 분류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기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가

능하다고 단된다. 

수집된 체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회귀

분석식을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으로 



온라인 키워드 고 시장에서 고 단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61

<표 1> 키워드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IT/텔 콤

IT수리/ 리서비스, IT 시스템/ 

솔루션, 웹호스 /사이트 제작, 

콘텐츠서비스, 통신서비스 매/홍보

건축/인테리어 건축/설계/토목, 인테리어

가정/생활
가구, 생활 서비스, 생활용품, 

애완동물, 운송
결혼/출산/육아

결혼정보/ 개, 웨딩상품/컨설 , 

출산/유아동용품, 출산/육아 련 서비스

건강/미용

건강보조식품, 병/의원, 

의료기기/의료용품 매, 의약품, 

화장품/미용 어

교육/취업
교육/취업정보, 교육지원, 교재/용품 매, 

학교, 학원/학습

융/보험
융/보험기 , 융/보험 매, 

재테크정보
꽃/이벤트 꽃, 이벤트

스포츠/취미

강습/ 로그램, 

/취미정보/커뮤니티, 시설운 , 

용품 매/임

문화/미디어

기타문화/오락시설, 문화상품 매/ 매 

서비스, 연계기획/ 술단체, 온라인 

서비스, 출 사, 홍보/커뮤니티

부동산 공인 개, 부동산정보포털, 분양, 임 산업기기 부품 매, 산업기기 매

성인

성인용품 매, 성인콘텐츠, 

역할 행/채 , 유흥업소, 

유흥업소 구인구직

식품/음료

식당/출장요리/음식배달, 

식품/음료 랜드홈페이지, 

식품/음료자재제조/ 매, 식품/음료 매

여행/교통 숙박시설, 여행/교통정보, 여행사 의류/패션잡화
원단/패 릭/부자재 매, 의류/잡화수선, 

의류/패션잡화 매

인쇄/문구/사무기기
맞춤/ 매용품제작/ 매, 

문구/사무용품, 사무기기, 인쇄소
자동차

터카, 자동차용품/서비스, 

자동차정보/커뮤니티, 매/리스

문 서비스
경 / 융컨설 , 고/홍보, 기타 

서비스, 디자인제작, 번역/통역
자/가 생활가 , 컴퓨터/주변기기, 특수용도

<표 2> 수집정보

수집정보 설명 비고

키워드 키워드, 해당 분류( 분류별 1,000개) 19,817개

월간 조회수

(SearchNumber)

네이버 사용자가 최근 한달 간 

해당 키워드 조회 수

평균：2939.30

최고：1,017,450(갤럭시 노트)

월평균CTR

(클릭률, CTR)

최근 한달간 해당 키워드의 고 

클릭율(네이버 워링크 기 )

평균：6.87%

최고：100%(무주 탈샵, 1회 노출에 1회 클릭)

경쟁 황

( 고업체수, Competition)

해당 키워드에 고를 등록 인 

고주의 수

평균：39.15

최고：203(다이어트)

월평균PPC

( 고단가, 클릭당단가, PPC)

최근 한달 간 워링크에 노출된 

고의 클릭당 평균 비용 

평균：1,783.65

최고：29,952(이쁜이 수술)

월 평균 클릭수
최근 한달간 워링크에 노출된 고

의 평균 클릭 수

평균：134.51

최고：29,495.9(반티)

월 평균 상비용
최근 한달 간 고효과에 기반한 

월 평균 상비용

평균：156,774.96

최고：29,251,700(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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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Robust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474.633
(15.888)***

503.659
(16.743)***

283.783
(7.709)***

SearchNumber
-0.004
(-5.712)***

-0.004
(-5.817)***

-0.023
(-8.037)***

CTR
-33.676
(-13.690)***

-27.690
(-10.827)***

-50.544
(-13.892)***

Competition
22.386
(37.389)***

25.199
(-38.738)***

39.095
(45.658)***

Search
-292.272
(-10.541)***

209.586
(3.520)**

SearchNumber×
Search

0.021
(7.447)***

CTR×Search
35.312
(7.358)***

Competition 
×Search

-23.111
(-19.591)***

 0.108 0.117 0.144

주) *** p-value < 0.001.

분석하 다.

    

         

다 상  검증을 한 VIF 값이 모두 1근처이

고 자기상  검증을 한 Durbin-Watson 테스트

(1.3921, p-value < 0.01)와 Breusch-Godfrey 테스

트(1897.944, p-value < 0.01)를 통과하 다. 이분

산 검증을 한 Breusch-Pagan 테스트에서는 통계

량이 1215.99이고 유의수  0.01보다 낮아서 이분

산이 존재하는 것을 악하 다. 따라서 이분산을 

고려한 Robust 회귀분석 방안을 활용하여 결과를 

악하 으며,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에는 R을 활용하 으며, robust 회귀분석은 

R의 robust 패키지를 활용하 다[21]. 조회수와 클

릭당 단가 사이에는 음의 향 계가 유의하게 

존재하고, 클릭률과 클릭당 단가사이에도 음의 

향 계가 유의하게 존재하 다. 고 업체수와 클

릭당 단가사이에는 양의 향 계가 유의하게 존

재하 다. 

<표 3> 분석결과 

종속변수：PPC 계수 표 오차 t 통계량

 456.594 119.424 38.232***

SearchNumber -0.008 0.000 -16.508
***

CTR -24.192 0.985 -24.559
***

Competition 16.344 0.242 67.451***

 0.0865

주) *** p-value < 0.001.

4.1 탐색재와 경험재

탐색재와 경험재에 련된 키워드 구분이 조회

수, 클릭률, 고 업체수가 클릭단가에 미치는 

향의 조 변수 역할을 한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하여, <표 1>에 제시된 키워드 분류 에서 IT/

텔 콤, 자동차, 자/가 을 탐색재로 설정하 으

며 교육/취업, 스포츠/취미, 문 서비스를 경

험재로 설정하 다[19, 20]. 검색재와 경험재로 구

분된 각 세개의 분류에 속한 모든 키워드들을 

검색재 키워드와 경험재 키워드로 간주하 다. 제 

4.1 에서 회귀분석 시에 이분산이 존재하 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obust 회귀분석을 활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으며, Search는 

탐색재 키워드를 1로 경험재 키워드를 0으로 입력

한 Dummy 변수이다. 모형 1은 제 4.1 에서 수행

한 조회수, 클릭률, 고업체수가 고단가에 미치

는 향 분석을 본 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가지

고 다시 한번 수행한 결과이다. 제 4.1 과 마찬가

지로 조회수, 클릭율은 음의 향 계를 고 업

체수는 양의 향 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Dummy 변수인 Search를 추가한 모형이

다. Search도 유의한 음의 향 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악되었다. 모형 3은 모형 2에 Search

와 조회수, 클릭률, 고업체수와의 상호작용 변수

를 추가한 것이다. 세개의 상호작용 변수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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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악되었으며, 탐색재에서 조회수가 

높으면 고 단가에 양의 향을, 탐색재에서 클

릭률이 높으면 고단가에 양의 향을 미친다. 

하지만, 탐색재에서 고 업체수가 많아지면 고

단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탐색

재와 경험재에 련된 키워드로의 구분이 조회수, 

클릭률, 고 업체수가 고 단가에 미치는 향

에 조 효과를 갖는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4.2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의 고 단가  련 

요인들이 미치는 향의 차이를 악하기 한 가

설 2를 검증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표키워드

와 세부키워드를 설정하 다. 표키워드는 각 키

워드 분류에서 조회수가 많고 하나의 상품을 표

하는 키워드를 선정하 다. 20개 분류에서 

192개의 표키워드를 선정하 으며 <표 5>에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의 를 정리하 다. 세부

키워드는 선정된 표키워드의 앞과 뒤에 추가

인 단어가 붙여있는 키워드를 선정하 으며 총 

8812개의 세부키워드가 활용되었다.

<표 5>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

분류 표키워드 세부키워드

IT/텔 콤 스마트폰

스마트폰추천, 

스마트폰 지 , 

공짜스마트폰 

가정/생활 이사

원룸이사, 

원룸포장이사, 

학생이사

건강/미용 다이어트

단백질다이어트, 

단기간다이어트, 

연 인다이어트

스포츠/

취미
자 거

픽시 자 거, 

쁜 자 거, 

수입 자 거

의류/

패션잡화
스커트

어 스커트, 

스커트 쁜곳, 

쁜 스커트

수집한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에 한 정보를 

<표 6>에 정리하 다. 

<표 6> 응 표본 t 테스트 결과

변수
표 키워드 
평균

세부 키워드 
평균

t 통계량

조회수 45,843 2,973.8 6.3723
***

클릭률 3.355 6.836 -17.8604
***

고업체수 58.88 38.01 13.3406***

클릭당 단가 2,403.7 1,930.2 4.0106
***

비용 1,622,592 156,692 5.5184
***

주) 
***
 p-value < 0.001.

표키워드의 조회수가 세부키워드보다 많았으나, 

클릭률은 세부키워드가 표키워드보다 높았다. 

표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는 고업체수 평균이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는 고업체수 평균보다 많았

으며, 표키워드의 클릭당 단가가 세부키워드 보

다 비 다. 표키워드의 클릭당 단가가 세부키워

드보다 20% 정도 더 비 지만, 월평균 고주가 지

하는 비용은 표키워드가 세부키워드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이는 세부키워드의 클릭률이 2

배 이상 높지만 표키워드의 조회수가 세부키워

드보다 15배 이상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 Robust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 표키워드)
모형 2 

(세부키워드)


702.663
(3.272)

**
508.929
(24.074)

***

SearchNumber
-0.001
(-1.856)

**
-0.019

(-11.338)
***

CTR
-79.133
(-2.953)

**
-27.424
(-16.404)

***

Competition
18.419
(5.665)

***
20.146
(50.051)

***

 0.126 0.108

주) 
**
 p-value < 0.01, 

***
 p-value < 0.001.

수집된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별로 조회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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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률, 경쟁업체수가 클릭당 단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결과가 <표 7>에 정리되었다. 표

키워드와 세부키워드 모두 <표 4>의 회귀분석 결

과처럼 조회수와 클릭률이 음의 향을 미쳤으며 

경쟁업체수는 양의 향을 미쳤다.

<표 7>에서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에 한 

회귀분석 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두 데이

터집합을 합한 후에 표키워드이면 1, 세부키워

드이면 0을 입력한 Big이라는 Dummy 변수를 추

가하여 두 계수의 차이를 분석하 다. 

<표 7>까지는 R의 robust 패키지에 있는 lobRm 

함수를 사용하여 Robust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

며, <표 8>의 분석결과는 R의 MASS 패키지에 

있는 rlm 함수를 사용하여 Robust 회귀분석을 수

행하 다. 조회수, 클릭률, 경쟁기업의 수가 고 

단가에 미치는 향 모두 표키워드와 세부키워

드에서 차이가 있으며, 조회수는 세부키워드에서 

더 큰 음의 향을 미치며, 클릭률은 표키워드

에서 더 큰 음의 향을 미친다. 경쟁기업의 수는 

표키워드에서 고 단가에 더 작은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Robust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599.769

(19.709)
***

597.669

(19.395)
***

SearchNumber
-0.007

(-9.603)
***

-0.015

(-11.091)
***

CTR
-73.929

(-30.438)
***

-74.517

(-30.476)
***

Competition
36.468

(75.198)
***

37.075

(74.904)
***

Big
-336.192

(-3.648)
*

170.990

(0.8329)

SearchNumber

×Big

0.013

(8.812)
***

CTR×Big
-57.470

(-2.181)
*

Competition×Big
-10.816

(-3.952)
*

따라서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로의 구분이 조

회수, 클릭률, 고 업체수가 클릭당 고 단가에 

미치는 향에 조 효과를 갖는다라는 가설 2는 지

지되었다.

5. 토의  결론

국내 검색엔진의 CPC 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키워드 고의 클릭당 단가에 키워드 조회수, 

클릭률과 고 업체 수가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하 다. 한 고객들의 정보 탐색 행 의 차이

와 고주들의 키워드 고 활용행  차이로 인해 

의 향 요인들이 키워드 유형별로 미치는 향

정도가 상이함을 악하 다. 탐색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은 경험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에 비해 

조회수와 클릭률이 높을수록 클릭당 단가가 하락

하는 경향이 덜 했으며, 경쟁 고기업의 수가 많

을 수록 클릭당 단가가 덜 상승하 다. 표키워

드는 세부키워드에 비해서 조회수가 높을수록 클

릭당 단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덜 했으며, 반 로 

클릭률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클릭당 단가가 하락

하는 경향이 더 심했다. 마찬가지로 표키워드의 

경우 경쟁 고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세부키워드에 

비해 클릭당 단가가 덜 상승하 다.

 키워드 고의 순 에 따른 클릭률, 구매 환률 

분석  이를 통한 수익률 분석에 한 연구나 키

워드 고 경매 방식에 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

어 졌으나, 키워드 고를 활용하는 고주나 키워

드 고를 클릭하는 사용자 에서의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키워드 유형별

로 클릭당 가격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소비자의 

정보 탐색 행태와 련된 키워드 조회수와 클릭률, 

고주들의 키워드 고 활용 략과 련된 경쟁

업체수를 활용하여 요인들의 향력에 차이가 있

음을 보 다. 

고주들은 키워드 유형별로 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으로 탐색재/경험재 혹은 표/세부키워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략이 필요하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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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탐색재의 경우 경험재에 비해 조회수가 많

고, 클릭률이 높으면 고단가가 더 비싸지므로, 

 경우에 해당하는 탐색재 키워드에는 더 높은 단

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키워드는 

경쟁업체 수의 향을 덜 받고 세부키워드는 경쟁

업체 수에 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경쟁업체 수

에 따라서 두 유형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한 입

찰가격 략이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주들은 부분 한 제품군의 고를 해 여

러 개의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를 키워드군으로 

묶어서 키워드 고 입찰  고 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 클릭당 가

격에 미치는 향요인들이 상이하므로 이를 따로 

리할 필요가 있다. 한 탐색재 성격의 키워드

와 경험재 성격의 키워드의 클릭당 가격에 미치는 

향요인들도 상이하므로 키워드 유형에 따라 

고 입찰 략  활용방안을 차별화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순 별로 조회수, 

클릭률, 클릭당 단가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고에 

노출된 5개 키워드 고의 한 달간의 평균 자료이

다. 따라서 순 가 클릭당 가격에 미치는 향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키워드 고 

입찰시에 고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분석에 활

용되었으며 고주가 키워드 입찰에 성공하여도 

수시로 해당 고의 노출순 가 변화하기 때문에 

노출된 모든 고의 평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경매에 입찰하는 고주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수 있다. 

많은 업체들이 검색엔진의 키워드 고에 심

을 가지고 극 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자의 키워드 고 이용행태나 고주들의 활용방

안에 한 깊은 이해가 앞으로 필요하다. 향후 연

구방향으로는 시기별로 조회수나 클릭률이 변화하

는 키워드 고의 특성을 반 하여 고주의 고

산 범 내에서 고 효과 달성을 한 키워드 그

룹 구성방안에 한 제안방안을 악하는 것이 필

요하며, 키워드 고의 가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

여 가격이 다른 변수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효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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