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SONAL 상품 기능별 안내 

Personal product of 
BIGKEYWORD 

퍼스널 상품의 경우 빅키워드 프로그램내에 관심블로그 분석에서 하위 기능들만 사용가능 합니다. 

관심블로그분석 
 

•블로그랭킹 

•블로그유입키워드 추출 

•블로그 URL 추출 

•블로그 검색노출 모니터링 

PERSONAL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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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랭킹 

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 랭킹 

01_블로그 랭킹 조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다른 블로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02_카테고리별 랭킹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별로 파워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밴치마킹이 가능합니다. 

03_해당 블로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의 성격별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4_블로그 순위 변동을 확인하여 블로그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파워블로그의 랭킹과 본인의 블로그 랭킹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product of 
BIGKEYWORD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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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duct of 
BIGKEYWORD_2 

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 유입키워드 추출 

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 유입키워드 추출 

01_검색한 경쟁사블로그나 파워블로그로 유입되고 있는 키워드를 비교, 분석 및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노출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02_추출된 키워드 중 예상검색량, 블로그섹션순위, 블로그 문서량등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3_키워드별 최근 순위에서 날짜별 변동 그래프를 통하여, 유입된 키워드의 노출순위에 대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은 파워블로그나, 경쟁사의 블로그로 유입되는 핵심키워드 추출이 가능하며 
각각의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별로 키워드 변동추이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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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duct of 
BIGKEYWORD_3 

관심블로그분석_ 블로그 URL 추출 

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 URL 추출 

01_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록URL리스트를 통하여, 키워드별 경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_키워드 검색시 검색리스트를 토대로 경쟁사 블로그 파악 및 밴치마킹 블로그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합니다. 

03_키워드별 블로그 URL 추출을 통하여 블로그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04_키워드검색으로 출력된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다음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블로그에 대한 랭킹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를 조회 했을 때, 해당 키워드로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중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고있는 상위 30위의 블로그 리스트가 추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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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duct of 
BIGKEYWORD_4 

관심블로그분석_ 블로그 검색노출 모니터링 

관심블로그분석_블로그 검색노출 모니터링 

경쟁사블로그나 자사의 블로그에서 특정 키워드 및 포스트를 등록하여 실시간 검색노출 순위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01_공략 키워드 및 포스트를 따로 등록하여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별로 

     실시간 순위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02_그룹별로 공략키워드 및 포스트를 지정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및 순위가 하락한 

     그룹의 전략을 빠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03_경쟁사의 키워드 및 포스트를 등록하면, 경쟁사와 자사의 변동 추이를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04_시간별 자동 실시간 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 부재 중에도 변화되는 부분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19 



Business product of 
BIGKEYWORD 

BUSINESS 상품 기능별 안내 
비즈니스 상품의 경우 빅키워드 프로그램내에 경쟁사이트 분석에서 하위 기능들만 사용가능 합니다. 

경쟁사이트 분석 
 

•경쟁사광고 키워드 추출 

•경쟁사광고 URL 추출 

BUSINESS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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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이트분석_경쟁사 광고키워드 추출 

경쟁사이트분석_경쟁사 광고키워드 추출 

경쟁사에서 키워드 광고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키워드 및 세부키워드를 모두 추출할 수 있습니다. 

01_경쟁사에서 진행한 검색광고 키워드 및 6개월간의 예상광고비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02_경쟁사의 PC/모바일 검색광고 키워드를 추출하여 자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_추출된 키워드의 PC 및 Mobile 조회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4_추출된 키워드의 네이버PC 파워링크순위, 다음 PC 프리미엄링크순위, 네이버Mobile 파워링크순위, 

     다음Mobile 프리미엄순위, 네이버/ 다음PPC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duct of 
BIGKEYWORD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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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블로그분석_경쟁사 광고URL 추출 

경쟁사이트분석_경쟁사 광고URL 추출 

특정 키워드를 통해 광고집행의 이력이 있는 도메인 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01_최대 10개까지의 키워드 입력을 통하여 광고집행 이력이 있는 경쟁사 URL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02_출력된 광고주 URL이 네이버 PC/ Mobile, 다음 PC/ Mobile, 랭킹닷컴에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3_키워드 입력을 통해 추출된 URL로 유사도메인, 언더팝업 등의 마케팅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duct of 
BIGKEYWOR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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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상품 기능별 안내 
엔터프라이즈 상품의 경우 빅키워드 프로그램내에 말씀드린 관심블로그 분석/ 경쟁사이트분석뿐 아니라 
황금키워드 찾기의 하위 기능들까지의 모든 기능이 사용가능 합니다. 

관심블로그분석 

•하위기능 모두 사용가능 

경쟁사이트분석 

•하위기능 모두 사용가능 
 

황금키워드찾기 

•바이럴 키워드발굴 

•검색광고 키워드발굴 

ENTERPRISE 상품 

Enterprise product of 
BIG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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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키워드 찾기_바이럴 키워드발굴 

황금키워드 찾기_바이럴 키워드발굴 

블로그에 포스팅시 경쟁이 적으면서도 검색량이 높은 “황금키워드”를 찾아내 단시간에 방문자 유입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01_블로그 마케팅에 효율적인 키워드 발굴을 도와드립니다. 

02_포스팅 순위경쟁이 적고, 검색량이 많아 블로그 마케팅에 적합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3_발굴된 키워드의 포탈조회수와 PPC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4_발굴된 키워드의 블로그 문서량과 통합검색결과 섹션순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5_발굴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단기간에 높은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nterprise product of 
BIGKEYWORD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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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키워드 찾기_ 검색광고 키워드발굴 

황금키워드 찾기_검색광고 키워드발굴 

검색광고 진행시 경쟁이 적으면서 경쟁사가 적은 “황금키워드”를 찾아내 클릭당 단가를 낮으면서, 
방문자 유입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01_효율적인 검색광고 집행을 위한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02_검색량이 많고, 클릭비용이 낮으면서 검색광고에 경쟁업체가 적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03_발굴된 키워드의 네이버PC조회수와 Mobile조회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4_발굴된 키워드의 PPC와 네이버, 다음 키워드광고 경쟁업체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5_히든키워드 발굴을 하여 키워드광고의 전환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duct of 
BIGKEYWOR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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