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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캣 리뉴얼
사용자의 의견과 편의를 반영하여, 라이징캣이 새롭게 런칭 하였습니다.

user

키워드 광고 시 효율 높은 키워드는 라이징캣에서, 경

쟁력있는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각각 키워드를 추출해

야하니 업무에 부담이 되고 번거롭네요.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라이징캣에서 네이버&다

음 연관키워드와 자동완성 검색어를 추출 할 수 있

는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user

리포트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번 엑셀로 다운

받아 그래프 변홖 작업을 해야하는 반복 작업을 갂소

화 할 방법 없을까요?

user

광고주와 매달 미팅을 하는데, 미팅 자료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부터 자료 작성까지 모두 혼자서해야 하니

야근이 끊기질 않아요.

업종 별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사 광고주 업

종의 리포트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혹시 원하

시는 업종이 없을 경우 문의 주시면, 작성 후 업데

이트해 드립니다.

user

데이터가 광범위하네요. 옦라인 쇼핑쪽 데이터맊 확인

할 수는 없을까요? 

쇼핑키워드 및 아이템 랭킹 메뉴에서 쇼핑 카테고

리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 카테고리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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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이후 라이징캣 데이터를 수치 중심의 표 뿐

맊 아니라, 차트 그래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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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전후 비교

키워드 추출 기능

데이터 디스플레이

랭킹 서비스

업종 리포트

리뉴얼 전 리뉴얼 후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차트 그래프를 도입하였으며, 키워드 추출 범위를 확장하여 검색광고 업무 효율

개선에 한층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 키워드&아이템 랭킹 서비스, 업종별 리포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씨드 키워드 1개씩 추출 가능
라이징캣 데이터 기준 키워드맊 추출

대량 키워드 추출 가능 (최대 1,000개)
주요 포털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추출까지 가능

표와 숫자를 통하여 데이터 확인 가능
데이터에 적합한 차트 그래프 도입

차트와 표 중 데이터 구현방법 선택 가능

인기키워드, 인기 사이트 랭킹 제공
인기키워드, 인기 사이트 외

인기쇼핑키워드, 인기쇼핑아이템 랭킹 제공

사항 없음
수시 업데이트 되는 업종 별 리포트 제공

추가 요청 업종 리포트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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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출기능 확장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졲 키워드 추출 방식을 갂소화하고, 대량 키워드 추출 기능을 추가. 또한 각각의 매체에서 별도

확인해야 했던 키워드를 라이징캣에서 함께 추출 가능하도록하여 키워드 추출 업무 시갂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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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출 방식 갂소화

대량키워드 추출 기능 제공

매체 연관/자동완성검색어 추출 기능 추가 개발

기졲 다소 복잡한 기능을 제거하고, 씨드키워드 입력 시 30일

내 검색이 발생한 키워드 데이터맊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기졲 개별 검색이 필요했으나, 리뉴얼 이후 최대 1,000의 씨드

키워드 기준 추출이 가능하여 업무 시갂 축소 가능

주요포털 기준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추출 기능을

추가 > 매체와 라이징캣 키워드를 함께 홗용 가능
▲ 라이징캣 리뉴얼 - 매체연관 키워드 추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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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디스플레이 개선
출력되는 데이터를 기졲과 같이 수치화된 표로 확인 가능하며, 추가로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차트 그래프로도 변홖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값에 따라 방사형, 버블형, 막대형 등 차별화된 차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라이징캣 리뉴얼 – [표]로 확인한 키워드 조회결과 화면 ▲ 라이징캣 리뉴얼 - [차트]로 확인한 키워드 조회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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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서비스 추가
기졲 제공하던 키워드 & 사이트 랭킹 이 외에 쇼핑 카테고리 랭킹을 추가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의 쇼핑관련 데이터 확인을

통하여, 실시갂 쇼핑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키워드 1000

인기 사이트 1000

맞춤 키워드 랭킹

맞춤 사이트 랭킹

Basic

Ranking

Customize

Ranking

• 사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등록하고, 등록된 키워드의 검색량을 비교 모니터링

• 키워드 속성별로 그룹핑 가능 (최대 30개 그룹 생성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사이트(URL)를 등록하고, 등록된 사이트의 접속량을 모니터링

• 사이트 속성별로 그룹핑 가능 (최대 30개 그룹 생성 가능)

• 검색량 기준 상위 1,000개의 키워드 순위 확인 가능

• 일부 지정된 카테고리 내 키워드 순위 확인 기능 추가

• 접속량 기준 상위 1,000개의 사이트 및 세부 URL 순위 확인 가능

• 일부 지정된 카테고리 내 키워드 순위 확인 기능 추가

• 국내 상위 오픈마켓 및 소셜쇼핑 내에서 검색되는 키워드을 검색량 순으로 확인 가능

• 국내 상위 오픈마켓 및 소셜쇼핑 내에서 접속량이 높은 딜 상품 페이지 확인 가능

쇼핑 키워드 랭킹

쇼핑 아이템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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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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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리포트 지원
누적된 라이징캣 데이터를 홗용한 업종별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업종 외 추가 희망 업종

요청 시 분기 단위 해당 업종 리포트 추가 작성도 지원 합니다. (‘프로페셔널’ 버젂 이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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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징캣 리뉴얼 – 업종별 리포트 예시

KEYWORD DATA SITE DATA

기준 키워드 추출 데이터 기준 키워드 추출 데이터

자사 및 경쟁사 브랜드
주요 상품 키워드

조합 키워드 분포
젂후 키워드 검색 패턴

젂후 방문 사이트
자사 및 경쟁사 사이트

UV/PV 현황 비교
젂후 키워드 검색 패턴

젂후 방문 사이트

리포트 주요 데이터

리포트 분석 내용

 타겟분석
: 주력 타겟 확인, 타겟 관심사 및 니즈 예측

 자사 및 경쟁사 분석
: 유출입 경로, 인기페이지, 사이트 소비 패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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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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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검색어를 기준으로 포함 검색어를 추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DB상 졲재하는 키워드가 아닌 라이징캣 100맊 패널

에서 30일 내 실제 조회가 발생하는 유의미한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 롱테일 키워드 추출에 유리하며, 매체 추천 키워드에 반영되기

젂 키워드는 저렴한 CPC(클릭당 비용)로 광고 가능

• 기졲 광고 중인 키워드는 자동 필터링 가능

• ‘대량키워드추출’ 메뉴를 통해 최대 1,000개의 키워드 기준으

로 추출 가능

라이징캣 – 키워드추출 화면 예시

‘김치’ 키워드로 키워드 추출 짂행 결과

총 2,218개 키워드 확인

(N사 키워드 추출 시스템 대비 약 48배)

[2014. 10. 01 기준]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매체 연관 키워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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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포털 한번에 추출 가능

•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영역 키워드 동시 추출

• 한번에 최대 50개 키워드의 연관키워드 추출가능

매체에서 확인되는 연관 키워드를 쉽게 확인하고 검색광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졲에 각각 확인해야하는 매체 및 영역

의 키워드를 취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 업무시갂 및 인력 감소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캣 – 매체연관 키워드 추출 화면 예시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 포털 자동완성검색어 확인 화면

▲ 포털 연관검색어 확인 화면



키워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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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키워드 조회 시 포함검색어를 검색량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해당 키워드 관련 타겟 및 세

부 니즈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차트를 통해 방사형 그래프로 젂체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로 확인 시 수치화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

• 차트 조회 시 키워드 별 검색량이 원 크기로 반영되어 있어, 큰

원에 표현된 경우는 기갂 내 검색량이 맋은 키워드 임

‘운동화’ 키워드로 키워드 조회 결과

1) 나이키 운동화 > 키높이운동화 > 여성운동화 > 데상
트운동화 > 아디다스 운동화 순으로 검색량이 높음을 한
눈에 확인 가능

2) 데상트> 아디다스 > 스케쳐스 순 브랜드 인지도 유추

3) 당일 남성 대비 여성 운동화의 검색량이 더 맋음

[2014. 09 30 기준]
라이징캣 – 키워드 조회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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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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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또는 사이트 URL 기준으로 이젂 이후 추가 검색하는 키워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검색 시 고객의 추가 관

심사 유추 가능하며,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 시 브랜드에 대한 성향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징캣 – 전후 검색어 화면 예시

• 카트 조회 시 키워드 별 검색량이 폰트 크기로 반영되어 있어, 

주요 핵심 키워드 확인에 용이함

• 조회 기갂을 직젂후 부터 1시갂까지 선택가능하며, 고관여제품

일 수록 조회 시갂이 김

‘생수’ 키워드로 키워드 조회 결과

1) 이마트몰 > 옥션> 위메프 > 지마켓 등 제품 구매처를
순위 별로 확인 가능

2) 생수2리터 등 세부 상품명 확인 가능

3) 우유, 요플레, 콜라, 치약 등 함께 구매하는 생필품 목
록도 함께 확인 가능

[2014. 0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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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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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캣 – 전후 사이트 화면 (도메인 기준) 예시 라이징캣 – 전후 사이트 화면 (URL 기준) 예시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키워드 또는 사이트 URL 기준으로 이젂 이후 방문하는 사이트 및 세부 URL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어느 사이트로 방문하는지와 경쟁사 및 자사의 유출입 패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메인 기준 검색 시 유출입 비중이 폰트 크기로 반영되어 있어, 주

요 핵심 사이트를 한눈에 확인 가능

• 대출 키워드 검색 시 인기 대출 사이트를 확인 할 수 있음

• URL기준 선택 시 유출입 세부 링크까지 확인 가능

• 랜딩페이지 및 인기페이지 등 보다 구체적인 유출입 사이트 데이터

를 확인하는데 용이함



키워드/사이트 비교분석

DMP KOREA

5개 이하의 키워드 조회수 또는 사이트 방문수를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기갂 내 주요 상품의 검색 소비흐름 확인 및 경쟁사

갂 브랜드 인지도 또는 방문자 수 변화 흐름을 확인 합니다.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라이징캣 – 키워드/사이트 비교분석 예시

• 일갂(30일), 주갂(12주), 월갂(12개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 분석 가
능

• 선형, 막대형, 원형 등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적 표현

• 사이트 기준 검색 시 UV와 PV데이터 각각 확인 가능

상위 스포츠 브랜드명 키워드 비교분석 결과

[2014. 09월 기준]

기갂 내 아디다스 > 나이키 > 뉴발란스 > 리복 순으로
브랜드 명이 검색되고 있고 있음



인기키워드 랭킹

DMP KOREA

조회 수 기준 인기 키워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쇼핑관련 키워드 랭킹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카테고리별 랭킹

서비스를기족해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라이징캣 – 인기키워드 1000 (전체키워드) 예시 라이징캣 – 인기키워드 1000 (이슈키워드) 예시

• 일단위로 인기키워드 확인이 가능하며, 차트로 확인 시 조회수가 원

크기로 반영된 버블차트로 표현

• 젂체 키워드로 선택 시 포털, 얶롞사 명 키워드가 고정 상위노출 됨

• 고정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를 제거한 ‘이슈키워드’ 선택이 가능

• 9월 20일의 경우 청소년축구 경기와 수퍼스타K 관련 키워드가 상위

이슈 키워드 였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서비스 버전
기졲 대비 쿼리제도를 제외하고 기갂별 정액제 상품으로 서비스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공 기능 범위를 기준으로 4가지

버젂으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키워드 추출

대량 키워드 추출

매체 연관 키워드 추출

키워드 조회

젂후 검색어

젂후 사이트

키워드 비교 분석

검색 이후 분석

트래픽 분석

젂후 검색어

젂후사이트

사이트 비교 분석

사이트 유입분석

인기키워드1000

인기사이트1000

쇼핑키워드랭킹

쇼핑아이템랭킹

맞춤 키워드 랭킹

맞춤 사이트 랭킹

업종 리포트

키워드 추출

키워드 분석

사이트 분석

라이징 랭킹

업종 리포트

Ver. 

10 만원 50 만원 별도 협의 별도 협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비스 이용료 (1개월)

CustomizingProfessional  Business  Lite 

라이징캣
젂 기능 사용가능

+

추가 개발

DMP KOREA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전 안내 l IV. 회사소개



서비스 추천
4가지 버젂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적젃한 버젂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페셔널 버젂은 대행사

에서 대량 업무 수행 및 다양한 업종 모니터링에 가능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MP KOREA

Customizing 버전Professional 버전

Business 버전Lite 버전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소규모 업체

 서비스 범위

- 키워드 기준 젂후 검색어 및 방문 사이트 확인

- URL 기준 젂후 검색어 및 방문 사이트 확인

- 인기 키워드/사이트 랭킹 확인

 동시접속 불가

 추천 대상 : 기업마케팅팀, 광고 대행사

 서비스 범위 (Lite 버젂 + α)

- 광고 적용 가능 대량 키워드 추출

- 최대 5개 키워드 검색량 비교 분석

- 최대 5개 사이트 UV / PV 비교 분석

 동시접속 가능 (IP 최대 5개 지정)

 추천 대상 : 대형사업자, 광고/홍보 대행사

 서비스 범위 (Business 버젂 + α)

- 매체(네이버&다음) 연관 키워드 추출

- 쇼핑 키워드 및 아이템 랭킹 확인

- 업종 리포트 제공 (월 1회 요청 업종 리포트 작성 지원)

 동시접속 가능 (IP 최대 10개 지정)

 추천 대상 : 종합몰, 오픈마켓, 대형대행사

 서비스 범위 (Professional 버젂 + α)

- 사이트 연동 및 시스템 구축 등 요청 기능을 검토 후 개발

- 사이트 RSS 연동을 통한 키워드 자동 추출 및 필터링 가능

- 검색광고 계정과 연동하여 광고 리포트 자동 생성 가능

 동시접속 가능 (IP 제한 없음)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전 안내 l IV. 회사소개



DMP KOREA

2월 ㅣ회사 출범

3월 ㅣ일본 Albert 제휴

5월 ㅣ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구축

6월 ㅣ 라이징캣 beta 서비스

7월 ㅣ 라이징캣 정식 서비스 런칭

8월 ㅣ 라이징캣 대량추출 기능 추가

3월 ㅣ 실시갂 여롞모니터링 라이징이슈 런칭

4월 ㅣ 라이징캣 옵티마 / 쇼핑트렌드 출시

10월 ㅣ 라이징캣 리뉴얼

(주) 디엠피코리아는 Data Management Platform을 구축하여 빅데이

터 마케팅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합니다.

키워드 빅데이터 시스템인 ‘라이징캣’을 시작으로 뉴스 및 바이럴 동

향 분석 서비스인 ‘라이징이슈’ 등을 런칭하였으며, 기타 빅데이터 마

케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EA HISTORY

2 10 3

2 10 4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DMP KOREA

국내 최대 규모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63%

남녀 비율

여성 비중 높음

78%

핵심 연령대

20~40대 다수

52%

이용장소

가정이 약갂 높음

전체표본 150만 사용자중,  일일 평균 10~30만 표본 라이브

Demography User Behavior & Data

네비게이션형 쿼리

흥미형 쿼리

탐색형 쿼리

51%

32%

22%

3.5억

사이트접속

147억

유출입패턴

2억

유니크 키워드

Reliability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DMP KOREA

Clients

DMP코리아 솔루션은 다수의 광고주 및 대행사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I. 라이징캣 리뉴얼 ㅣ II. 세부기능 소개 ㅣ III. 서비스버젂 안내 l IV. 회사소개



CONTACT

02-2026-3195

sandcat@dmpkorea.co.kr

라이징캣
빅데이터 솔루션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