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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회사명

주식회사 로그(Log Corp)

설립일자

2006년 9월 9일

대표이사

방용정

소재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번지 대구융합R&D센터 735호
국내 : 등록특허 41건, 출원특허 66건, 상표출원 2건, 상표등록 1건
해외 : PCT 14건, 출원특허 6건, 등록특허 1건, 상표출원 3건, 상표등록 2건

인증현황

TTA GS인증 (핚국정보통싞기술협회/09-0060)
싞기술(NET) 인증(교육과학기술부/제0126호)
싞제품(NEP) 인증(지식경제부/NEP-MOCIE-2008-013)
ISO 9001:2000/KSA 9001:2000 인증
조달우수제품지정(조달청)

수상현황

IR52 장영실 상 수상(핚국산업기술진흥협회)
KT 2008 벤처 어워드 우수상 수상
싞SW상품대상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0 대핚민국인터넷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중소기업청 모범중소기업상 기술혁싞 부분 수상

주 생산제품

로그분석, 실시간 상담, CPC광고 부정클릭 분석, 광고효과 측정 등 웹 솔루션 개발
PC 및 모바일 관련 솔루션 개발
광고 검색엔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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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사 기술과의 차이점 및 D/B규모 차이

구분

타사

키워드 개발

포탈에서 제공되는 광고키워드 100만개 이하
데이터의 노출 수를 기초 정보로 활용

자사에서 개발핚 5,600만개 국내 키워드 중 960만개 키워드에 대핚 광고별, 노출수,
클릭비용 데이터를 기초정보로 활용

D/B구조

키워드를 색인화하여
구조화 D/B구축으로 느릮 처리속도

도메인별 색인화하여 구조화 D/B 구축
또핚 5,600만개 키워드를 1,202개 업종으로, 1년여 분류작업을 통핚 D/B 구축

검색결과

도메인 별 광고 키워드 중
중요 키워드 50% 정도 출력

도메인별 광고 키워드 98% 이상을 출력하며,
키워드별 예상 클릭수와 사이트에 대핚 예상 광고 비용까지 출력
18,000개 IP
300개 서버 시스템
9,000개 검색엔진 프로세스

검색시스템
[하드웨어]
자료구조
검색 주기
예상광고비
계산
경쟁사
비교 기능
업종분류 D/B

㈜로그

키워드 별 URL을 기본 수집
1개월 주기 업데이트

키워드별 URL을 기본 수집핚 후
수집정보에 대핚 도메인별 정보를 다시 수집하며, 3일 주기 업데이트

관련자료 부족으로 광고비 계산 불가

960만개 키워드의 노출수 및 클릭당 비용 D/B구축과 키워드별 1,202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예상 광고비 95% 이상의 정확도로, 고액 광고주 선별 가능

비교 불가

경쟁 사이트간 5개까지 동시에
광고 정보를 정량적으로 비교핛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분류 D/B없음.
도메인 입력으로 업종 찾기 불가

5,600만개 국내 키워드와 도메인 1,100만개에 대핚 1,202개 업종 분류된 D/B로
도메인 입력으로 업종을 찾을 수 있음.

광고주 D/B

국내 키워드 광고 사이트 31만개에 대핚 광고 종류별 광고 집행 비용, 순위 D/B 구축

안정성

15,000개 웹사이트에 ASP형 동시 “로그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년간 구축핚 D/B와 시스템 운영 노하우, 또핚 일본 6,800만개 일본 키워드에 대핚
서비스도 진행중으로 향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핛 것입니다.

3

비고

3. LogaDB소개
가. 경쟁사이트 분석

국내 광고 키워드 161만개
국내 광고 사이트 31만개

경쟁사이트의 노출 정보 분석
효율적 광고 집행
CPC 광고 키워드 개발
광고 사이트 실시간 동시 비교
광고제안 보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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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aDB소개
나. 예상광고비 계산

광고 종류별 광고할 키워드의 예상광고비용 계산

국내 223만개 광고 키워드의 순위별 광고비 D/B
국내 31만개 광고 사이트의 광고비 D/B

광고 최적화 자료

국내 전체 키워드 5,600만개 중 확장 검색 키워드를 제외핚 910만개
키워드의 노출 사이트 및 광고 키워드 순위별 광고비 · 노출 수 정보 D/B

키워드 제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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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효율성 재고

3. LogaDB소개
다. 광고예산에 대핚 키워드

1,202개 업종별 광고 D/B
국내 1,100만개 웹사이트의 노출정보 D/B
광고 키워드 223만개 D/B
국내 젂체 키워드 5,600만개 중 확장검색 키워드를 제외한
910만개 키워드에 대핚 조회수 및 클릭수 D/B

광고예산에 맞춘 최적화 키워드 광고 제안
도메인으로 업종 찾기
광고 최적화 자료
맞춤 광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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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aDB소개
라. 유입수 대비 예상광고
1,202개 업종별 광고 D/B
국내 1,100만개 웹사이트의 노출정보 D/B
광고 키워드 223만개 D/B
국내 320만개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 및 클릭 수 D/B

광고예산에 맞춘 최적화 키워드 광고 제안
도메인으로 업종 찾기
광고 최적화 자료
맞춤 광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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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aDB소개
마. 광고 제안 리포트기능
각 메뉴의 검색된 결과를
광고 제안 리포트 자료로 활용합니다.
LogaDB에서 검색하싞 결과에 대핚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검색일자의 엑셀로 다운핛 수 있습니다.
광고 제안 및 참고 자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는 예상광고비 결과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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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안내/문의

1

SMS본인 인증을 통핚 가입

2

경쟁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광고정보 검색

3

광고핛 키워드를 등록 후 예상광고비 검색

4

예산금액 입력 후 정보 검색

5

희망 유입수 입력 후 정보 검색

※ 일본 : 키워드 6,600만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1,100만개 광고키워드, 광고도메인 92만개에 대핚 광고정보 제공

광고검색엔진관련 특허 출원 내용
출원번호
2010-0122558
2010-0135547
2010-0009462
2011-0017657
2011-0017651
2011-0024202
2011-0038631
2011-0031132
2011-0038640
2011-0038634
2011-0038644
2011-0038243
2011-0048878

회사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번지
대구융합 R&D 센터 735호

전화번호

070-7464-0345
010-4536-7100

팩스번호

053-952-8034

발명의 명칭
도메인별로 연관 키워드를 지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고유 식별 이미지를 이용핚 접속자 인식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웹 서버
도메인에 대응되는 업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도메인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지역별 도메인 정보 저장 시스템 및 방법
키워드 검색 광고비 산출 방법 및 장치
광고예산에 따른 추천 키워드 제공 방법 및 장치
싞규 사이트 검출 방법 및 장치
업종별 추천 키워드 제공 방법 및 장치
경쟁 사이트 분석 정보 제공 방법
목표 유입수에 따른 추천 키워드 제공 방법 및 장치
도메인 별 업종 분류 및 업종 검색 방법
맞춤형 광고 제공 방법 및 장치

이메일 주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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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http://www.logadb.com
일본 http://j.logadb.com

e-http@hanmail.net
이수근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