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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3
디지털비즈니스 개요, 성장과정, 환경, 미디어 변화,

메커니즘, 패러다임

디지털 비즈니스 시스템 3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운영, 기술, 기반)

디지털 마케팅 이해 3 디지털마케팅개요, 소비자행동과 구매의사 결정

디지털 마케팅 전략 3 디지털마케팅 믹스, STP전략, 시장분석, 상황분석

디지털 광고의 개념 및 환경 3
디지털광고개요, 역사, 특징 및 장점, 광고표현방식 및

게제방식

디지털 광고의 종류 3 디지털광고의 유형, 형태별분류 및 분류별 특징

검색광고의 개념 및 특징 개념, 용어, 장단점, 특징

매체 노출 효과 및 평가 기준 광고노출효과 및 산출방법, 용어의 이해

사용자 패턴 분석 및 매체 믹스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패턴 및 매체 믹스의 이해,

경쟁사 이해, 광고 예산

매체별 시스템의 이해 매체별(네이버, 다음 등) 운영시스템 이해

검색광고 시스템
사이트 등록, 키워드발굴, 입찰, 광고소재작성 등 각 사별

검색광고 등록(구매)과정, 노출영역, 노출시기

검색광고 상품
CPC와 CPM(CPT)로 대표되는 상품의 광고비 책정방식,

입찰방식에 대한 이해및 상품의 이해, 포털사 검색광고 상품

검색광고 관리 전략 8

사이트 등록, 키워드발굴, 입찰, 광고소재작성 등 검색광고

등록(구매)과정, 키워드관리, 노출관리, 그룹(캠페인)관리,

광고비용관리 등검색광고 관리(활용) 전략 및 용어 이해

무효(부정) 클릭 관리 부정클릭 관리 및 방지 정책 등

온라인 광고 정책
온라인광고 정책 및 등록기준(공통 및 개별 항목 구분) 및

전자상거래 법률기초

    o 객관식 40문항, 단답식 20문항 / 70점 이상 합격(유형별 40% 미만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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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비즈니스

    및 마케팅

18

(단답식

4문항 포함)

30%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의 이해

414

 □ 세부검정내용

2. 검색광고 실무 활용 40%

24

(단답식

10문항 포

함)

검색광고의 이해

검색광고 기획

검색광고 등록

검색광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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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효과 분석 6

검색광고효과 측정 (클릭률, 구매전환율) 방법 및 광고효과

측정(ROI, ROAS) 방법에 대한 이해, 적절한 광고 마케팅

예산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 사례분석, 로그분석

검색광고 사후관리 4 효과분석을 통한 유지 및 개선 방안

사이트 제작 및 구성 4 사이트 제작 기초 및 구성요소

사이트 구성 전략 4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이트 구성전략에 대한 소개

※ 문항당 배점 : 객관식 1.5점(총 60점 중 24점 미만 과락) / 단답식 2점(총 40점 중 16점 미만 과락)

3. 검색광고 활용 전략

18

(단답식

6문항 포함)

30%

검색광고 효과

랜딩페이지 구성 및 분석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