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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국내 최고 입니까?
케이벤치 & 보드나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리뷰 미디어입니다

1일 방문자 총 10만이상의 전문미디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잘나간다는 그 곳과 방문자 순위, 직접 비교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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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컨텐츠나 네이버 메인에 뜨지 않습니다
2014년 개편으로 네이버는 메인에 컨텐츠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보신적 있으십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케이벤치와 보드나라 컨텐츠 모두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로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 메인 테크/차에서 서비스됩니다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제, 소비자의 90%는 검색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광고를 통해 얻은 느낌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심이 생긴 제품/브랜드가 있을 때

소비자의 90%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검색해본다
친구에게 물어본다
잡지에서 확인한다
점원에게 물어본다
전화로 문의한다



소비자의 70%는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소비자는 70%는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어떤것이 먼저 나오는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검색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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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해보십시요
네이버 검색시 1페이지에 반드시 기사가 검색되는 미디어는

케이벤치 & 보드나라 뿐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기사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검색개편, 웹문서 검색의 중요도는 +⍶입니다
네이버는 2014년 검색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웹문서 검색의 빈도와 중요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구글식 오픈 크롤링 기술이 대거 도입되어 중요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만 그럴까요? 구글에서도 검색 해봤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 구글

네이버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결과는 어떨까요?



검색하면, 검색됩니다
소비자의 90%는 상품을 구매하기전에 반드시 검색해봅니다

어디서든 검색하면 반드시 나오는 미디어는 케이벤치 & 보드나라 뿐입니다

요행이 아닌 최고의 개발자와 오랜시간 연구 투자한 결과 입니다



네이버 Daum Nate Google 뉴스검색은 기본입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는 기본입니다

모든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되는 미디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쇼핑 컨텐츠 연동도 기본입니다
가격비교는 소비자의 기본 행동 패턴입니다

소비자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나와, 옥션 등에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봅니다

따라서 쇼핑 컨텐츠 연동도 이제는 기본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케이벤치 16년, 보드나라 13년의 전문가들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여러분의 제품 소개와 평가를

누구나 필요할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 되었으니까요

구분 케이벤치 보드나라 패키지

1회 컨텐츠 계약 상담 요망 상담 요망 패키지 할인

월 정기 컨텐츠 계약 추가 할인 추가 할인 패키지 할인

분기 정기 컨텐츠 계약 추가 할인 추가 할인 패키지 할인

연단위 정기 컨텐츠 계약 추가 할인 추가 할인 패키지 할인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이현수 선임기자

E-mail : ad@bodnara.co.kr
           ad@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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