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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되며, 글이 많지만 직접 해보시는건 3분도 채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 비에스디벨이 오셋팅,특이사항,이슈 등 점검해드리오니 안심하십시오.
*잘못 클릭,셋팅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히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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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가입 및 API 인증

1. 디벨 회원가입 진행
-디벨 홈페이지를 통해 ‘디벨계정’을 생성한다.

2. 디벨계정에 API 인증
- 생성된 디벨계정에 자동입찰관리 할 광고계정의 네이버API를 인증한다.
- 공식API 인증은 네이버 광고계정만 해당하며, 각 3가지 API값을 ‘공백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네이버API정보는 홈페이지내 ‘사용방법 -> 네이버 -> Step.2’ 페이지를 참조
* 다음카카오는 홈페이지내 ‘사용방법 -> 카카오’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를 참조.

3. 자동입찰 관리계정 선택
- API인증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만 홈페이지 내 ‘입찰관리’ 카테고리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입찰관리 페이지에서는 API인증을 받은 광고주계정만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다수의 광고계정을 한 개의 디벨계정으로 관리할 경우, 추가광고주계정 -> 디벨에 API인증한 광고주계정으로 이관 또는, 작업권한을 부여.
* 이관은 광고주측에서 꺼려할 경우가 있어 작업권한을 권장함 (작업권한 부여방법 클릭)

* 작업권한 받은 후 한 개의 디벨계정으로 입찰관리 접속 예시 (다수 광고계정 일괄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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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고설정값 동기화 (이하, 광고설정)
1. 광고센터의 설정값을 디벨에 불러온다. *동기화
- 좌측상단에 ‘광고동기화’를 클릭하여 구동한다.
* 동기화시 네이버서버,광고그룹,키워드 상태에 따라 동기화완료시까지 5~10분가량 요구된다.

2. 동기화완료 후 노출매체 설정
- 광고그룹 클릭 후 상단에서 PC, MO 노출매체를 선택하여 준다.
* 디벨의 기본셋팅값은 PC로 되어있다.

3. 노출지역 선택,설정
- 노출매체 우측에서 ‘순위확인지역’의 설정값을 선택하여 준다.
* 디벨의 기본셋팅값은 서울로 되어있으며, ‘서울 = 전국노출’ 기준이다.
* 디벨은 21.04 자동입찰업계 최초로 도,시단위를 넘어 구단위로도 순위조회가 가능하다.

4. 입찰시작
- 3번까지 진행하였을경우 입찰시작을 눌러 자동입찰을 구동한다.
* 자동입찰이 구동되며, 새로고침(F5)을 통해 ‘마지막 입찰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입찰 순서 무작위)
* 자동입찰 구동 후 필히 ‘상태 : 정상’ 확인할 것!

*참고기능 : 순위만 업데이트
- 입찰가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키워드의 ‘현재순위만 불러오는 기능’
* 관리팀 등이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주로 쓰는 기능
* 순위만 불러오기 때문에 입찰가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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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S Devel설정 (이하, 디벨설정)

1. 키워드별 희망순위 설정 (시간/요일별 세부전략 설정가능)
- 키워드별 희망하는 순위를 텍스트박스에 입력한다. (우측 작은 빨간박스)
* 입력 후 사이트내 공백을 클릭하면 자동저장되며, 별도 확인 안내메세지 등 노출되지 않음.
* 그룹단위로 일괄설정시 ‘일괄버튼’을 누른 후 ‘지정되지않은 시간의 순위설정’ (좌측 큰 빨간박스 : 시간/요일별 희망순위 설정도 가능)

2. 키워드별 입찰가한도 설정
- 순위 위주의 전략설정시 입찰가한도는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초기에는 100,000원가량으로 설정 후 순위가 잡히는 시점에 입찰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재설정한다.

3. 키워드별 가감액설정
- 자동입찰시 디벨프로세스가 입찰가를 상,하향 조정하는 단위(원)를 뜻한다.
* 디벨에서 입찰가별 권장하는 가감액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카톡을 통해 요청하여 참고한다.
* 가감액은 낮을수록 희망순위에 도달 후 고정비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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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입찰 정상구동 확인 (로그확인)

1. 마지막입찰일시 및 입찰로그 확인
- 마지막입찰일시는 새로고침(F5)을 통해 확인하며, 키워드클릭시 상세 입찰로그 확인이 가능하다.
*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의 자동입찰 2일치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 BS Devel은 자동입찰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자동입찰중인 키워드들을 표시할 수 없다. (서버속도확인)

⑤ 자동입찰 셋팅 점검요청 (최종)

1.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비에스디벨이 24시간 쉬지않고 관리해드리겠습니다.
- 셋팅을 모두 완료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셋팅값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드립니다.
- 이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발생시 담당자님께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List : 이하 5가지]
1. 비딩경쟁이 심한 메인키워드 자동입찰주기 강화
2. 100원이하 서브키워드 자동입찰off
3. 실제 광고영역내 경쟁사가 없는 키워드 자동입찰off
4. 셋팅오류 등 이슈보고
5. 네이버,다음카카오 광고센터 공지사항 등 특이사항 공유 및 솔루션 업데이트

- 귀사, 실무자님들의 영업이익증대와 능률향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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