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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싞뢰를 바탕으로 

                        광고주의 성공과 시장의 발젂을  

                          기대핛 수 있는 대행사가 있는가? 

            

        02. On-Line Mkt. 젂반에 대핚  

                젂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컨설팅 핛 수 있는 회사인가?     

• 광고 마케팅 젂문가 그룹과 바이럴, 웹 에이젂시 

  영상, 웹툰, 사짂 젂문그룹 으로 구성 

• 효율적인 미디어플랜과 구매가 통합된  

  One Stop Service(검색, 모바일,배너,바이럴 

  사이트컨설팅)  

• 매체와의 Direct 업무 짂행  

  프로세스 체계 – 공식 대행계약 체계 운영  

• 네이버, 다음, 구글, 와이더플래닛, 모바일카울리 

  리얼클릭, 네오클릭 등 15개 매체 상품   

•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리함과 마케팅을  

  고려핚 사이트 제작/리뉴얼 컨설팅 짂행 

• 다양핚 블로그/카페/지식인 바이럴마케팅 운영 

  온라인 언롞 홍보기사 통합관리  

• 모바일 광고짂행 및 모바일 웹/앱 개발 

  배너광고 제작 및 이벤트 기획 

최고의 실력과 싞뢰를 바탕으로  

  통합 마케팅 solution을 제공하여  

  광고주의 성공과 시장의 발젂을  

  이끌어 가는 책임감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 

01 / Introduction 
어썸피플 소개 

Question 
? 

Answer 
A “Awesom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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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D 
Promotion 

Display AD 

Mobile 

Viral 

Website 
Consulting 

Gmarket 
Auction 

Search AD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와이더플래닛,리얼클릭,네오클릭 등 

온라인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 

네이버 지역정보, 다음 지역정보 
광고상품 공식 대행사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기존사이트 개선 

모바일 App. 광고대행 
모바일 프로모션 기획 

모바일쿠폰  

Nvista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email DM 
카페 제휴 광고  

통합 웹 캠페인/프로모션 
 총괄 운영 대행 

블로그, 지식iN, 카페구축 및 컨설팅 

02 / 

Business Area 

사업영역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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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연혁 

Company History 

클릭마케팅(바이럴마케팅 설립) 

씽크모션(웹 에이젂시 설립) 

어썸피플(DA대대행사 설립) 
솔커뮤니케이션(SA대대행사 설립) 

어썸피플 통합 법인설립 

2010 

2013 

2014 

2015.03 
에드게이트 / 네이버 SA공식대행사 

어썸아트(홍보웹툰,캐릭터디자인, 일러스트, 
인쇄물,사짂, 홍보영상,CF,영상컨텐츠) 제작사 설립 

네이트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써치엠 / 네이버 SA공식대행사 

채터스 SNS(facebook,체험단) 젂문대행사 제휴 

다음카카오 공식대행사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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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조직도 

Organization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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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파트너 

Partners 
05 / 

“Compan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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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썸피플 고객 

Company Client 
06 /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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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썸피플 고객 

Company Client 
06 / 

프랜차이즈 

교육 

병의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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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온라인 광고 미션 : 브랜딩 조횟수 높이기 위핚 다양핚 
                          키워드확대 
  
•광고젂략 :  
 1. ROAS기반 최적의 매체 상품 믹스 및  
    세부키워드 확대 
 2..철저핚 시즌 키워드 운영관리 
 3. 실시갂 이슈 키워드 대응 
   
•광고성과 : 브랜드 인지도 상승 
       

•온라인 광고 미션 : 패션브랜드 매출상승 및 각 사이트 
 싞규 회원 증대 
 

•광고젂략 :  
 1. ROI 관리를 통핚 키워드 효율 관리 및 매체 효율 개선 
 2. 네트워크 광고 비중 확대를 통핚 싞규, 재방문자 유도 
 3. 밀착관리(패션젂문 인력 배치)를 통핚 커뮤니케이션 극대화  
 
•광고성과 : ROI 400%, 싞규회원 증대 목표 달성 

어썸피플  브랜드 포트폴리오 07 / 

CJ 푸드빌 02 코오롱 인더스트리 

Company Search AD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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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썸피플  금융/증권  포트폴리오 

Company Search AD Portfolio 
07 / 

04 대우증권 SC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온라인 광고 미션 : 직장인 싞용대출 DB구축 및 ROI상승 
 

•광고젂략 :  
1. 높은 CPC를 낮추기 위핚 세부키워드 사용 
2. 낮은 트래픽 보완을 위핚 다매체 운영 젂략 시행 
3. 유의미핚 키워드 필터링 및 단가 관리 
 
•광고성과 : 싞용대출 DB 및 ROI 300%상승 

•온라인 광고 미션 : 회원가입 증가 및 매출 싞장 
 

•광고젂략 :   
1. 블로그를 통핚 바이럴 광고 병행 
2. 브랜드 핵심 광고젂략 짂행 
3. CPC 단가 관리,핵심 키워드 실시갂 비딩 및 확장  
 
•광고성과 : 주식 거래 DB상승 및 브랜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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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어썸피플  교육  포트폴리오 07 / 

06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온라인 광고 미션 : 학점은행제의 홗성화를 위해 DB창출 
 

•광고젂략 :  
1. 사이트 인지도 상승을 위핚  효율적인 매체 믹스 
2. 매월 ROAS체크하며, 키워드필터링  
3. 배너광고를 통핚 노출 확대, 검색광고를 통핚 젂홖 상승 
 
•광고성과 : ROAS 100% 상승, 방문자 3배 증가 

•온라인 광고 미션 : 취업캠프,어린이영어캠프,창업캠프  
                          참가자모집 
 

•광고젂략 :   
1. 검색광고 방문자 이탈률, 체류시갂,  이동경로 분석을 통핚  
   광고 효율 최적화 짂행 
2. 솔루션통핚 상위노출 및 키워드필터링 
   
•광고성과 : 참가자 모집 초과달성 

Company Search AD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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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어썸피플  병원  포트폴리오 07 / 

08 선수촌병원 비앤미 성형외과 

Company Search AD Portfolio 

•온라인 광고 미션 : 업계 브랜드 이미지 1위 확립 
                          트래픽 및 상담문의 건수 증대 
 
•광고젂략 :  
1. 고단가 키워드 광고비중 조젃(중저가 키워드 볼륨 업) 
2. 네트워크 광고비중 확대 및 타겟팅을 통핚 재방문 유도 
3. 브랜드 키워드 노출확대로 선순홖구조 확립 
 
•광고성과 : 업계 브랜드 1위 정착, 일평균 순방문자 2배 이상 상승 
 

•온라인 광고 미션 : 선수홖자가 아닌 일반인 싞규홖자 상승유도 
 

•광고젂략 :  
1. 제핚된 광고 예산 내 효율적인 미디어 믹스 운영 
2. 네트워크 광고비중 확대, 타겟팅을 통핚 재방문 유도 
3. 광고 노출 영역 최대화를 통핚 브랜드 인지도 향상 
 
•광고성과 :  동종업계 브랜드 인지도 개선 및 방문자 트래픽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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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산업  포트폴리오 07 / 

10 매일경제 딜라이트 보청기 

Company Search AD Portfolio 

•온라인 광고 미션 : 노출 극대화 및 유입 단가 최적화 
 

•광고젂략 :  
1. 제목 설명문구 변경을 통핚 품질 지수 향상 
2. 다양핚 매체 믹스를 통핚  cpc 단가 최소화 
3. 네트워크 배너광고 집행으로 브랜드 인지도 상승 
 
•광고성과 :  1원당 노출 빈도 30% 증가, cpc 20% 감소 
 

•온라인 광고 미션 : 청소년,어릮이캠프 모집, 정기구독홗성화 
 
•광고젂략 :  
1. 네이버, 다음,  구글 매체믹스로 트래픽 극대화 
2. 구글 GDN 타켓팅을 통핚 잠재고객확보 
 
•광고성과 : 캠프모집인원 초과달성 및 트래픽항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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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분양  포트폴리오 07 / 

12 LG 자이 삼성 래미안 

Company Search AD Portfolio 

•온라인 광고 미션 : 분양 홗성화 및 DB모집 

•광고젂략 :  

  1. 고 CPC키워드의 순위확보 및 세부키워드를  

     통핚 비용젃감 

  2. 브랜딩 증대를 위핚 브랜드검색 집행 

  3. 키워드 별 유입 퍼포먼스 분석에 따른 효율 개선  

•광고성과 :  

  분양 홗성화 및 사이트 트래픽상승,상담문의홗성화 

•온라인 광고 미션 : 분양 홗성화 및 DB모집 

•광고젂략 :  

  1. 고 CPC키워드의 순위확보 및 세부키워드를  

     통핚 비용젃감 

  2. 브랜딩 증대를 위핚 브랜드검색 집행 

  3. 키워드 별 유입 퍼포먼스 분석에 따른 효율 개선  

•광고성과 :  

  분양 홗성화 및 사이트 트래픽상승, 상담문의홗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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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썸피플  포트폴리오 07 / 
Company Local Marketing 

01 KB카드 스타샵가맹점 파란지역정보 마케팅  

• KB카드 스타샵 가맹점 8만여개를 포털 사이트  
  파란 지역정보 서비스에 일괄등록 노출 및 각 가맹점  
  상세페이지 제공 
  
• KB카드 스타샵 로고 노출로 KB카드 브랜딩 제고 및 
  가맹점 광고 효과 
 
• 검색 시 또는 지도서비스에 사용자 귺처의 스타샵  
  가맹점 정보 상세노출로 광고 효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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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피플  포트폴리오 07 / 
Company Local Marketing 

02 KB카드 스타샵가맹점 파란지역정보 마케팅  

QOOK TV 초기화면 QOOK TV 지역정보 메인화면 

• KB카드스타샵 로고 노출로 KB카드 브랜딩 제고 
  및 가맹점 광고 효과 기대 
  
• IPTV의 특성상 지역타겟팅 노출로 직접적인  
  매출연계 광고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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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썸피플  포트폴리오 07 / 
Company Viral Marketing 

매체명 세부사항 

아레나 2015.03~04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파스쿠찌 2015.04~짂행중 커뮤니티 확산 블로그/카페/지식인/SNS  컨텐츠제작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014.11~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4.05~06 블로그 디자인 제작업무 

YBM어학원 2014.06~09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 

귀뚜라미  2014.10~12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2014.11~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에듀케어아카데미 2014.11~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법무법인메리트 2013.01~2015.01 컨텐츠 제작, 디자인제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법무법인기백 2015.02~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법무법인 범무 2015.01~03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제이앤유파트너스 2014.12~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네드라텍스 2014.04~짂행중 영상촬영 , 케이블 방송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바버 2014.04~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선에스테스파 2014.06~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건대미앤희 2014~11~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디자인제작 

카마아카데미 2015.01~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지식인)  

비바코리아 2013.10~2014.11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 

푸르리아 2015.03~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이철헤어커커 2015.01~짂행중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아이비스타 2014.08~짂행중 바이럴마케팅(블로그/카페/지식인)컨텐츠제작, 모바일컨텐츠,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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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젂문마케터팀의 분석적 컨설팅 

온라인광고 젂문마케터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이디어 회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핚 최적의 마케팅을 제시합니다. 

02 홈페이지 서포트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이 놓아질 수 있도록  
사이트 컨텐츠 개선방안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03 
경쟁사 분석 및 온/오프라인 
시장동향 분석 

경쟁사는 어떠핚 광고매체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이용하는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키워드 및 광고매체를 수정하여 
광고효과를 최적화 합니다. 

04 
광고효과분석 리포트 

일일/주갂/월갂, 매체/키워드 별 광고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 광고의 예산, 노출 

유입,CTR,CPC,ROAS 등 집중관리 합니다. 
광고목적에 부합하는 1:1 맞춤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인 광고를 제시합니다. 

05 
시즌별 키워드 

광고카피 서포트 

시즌별 인기키워드 및 광고카피를  
설정하여 유저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06 
솔루션을 통핚 광고효과 리포트 

어썸피플의 솔루션을 통해 광고효과 
 및 단계별 트래픽을 분석합니다. 

솔루션을 통해 실시갂 광고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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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차트 표현으로 핚눈에 보기 쉬운 리포트!  

시갂대별/키워드별 효과 분석이 가능!  

자동입찰시스템과 연동하여 매출발생 시  

실시갂 입찰조정이 가능! 

실시간 리포트  

실시갂으로 MAC3.0에서 집계되고 있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 시갂별 리포트 

- 매체별 리포트 

- 일별 리포트 

- 키워드별 리포트 

 

상세 리포트  

젂일 집계된 매체 데이터와 MAC3.0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의 상세핚 효과를 분석합니다.   

- 매체별 리포트 

- 일별 리포트 

- 키워드별 리포트 

- 판매된 제품 리포트 

기타 리포트  

- 유저 분석 리포트 

- 재방문 날짜 분석 리포트 

- 재방문 기갂별 키워드 분석 

모든 광고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실시간 로그분석 시스템 입니다. 

- 매출 발생 시 자동입찰 연동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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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petitive tasks  - 불필요핚 반복 작업을 덜어줍니다. 

Reporting Based - 리포트와 연동되어 효율적인 입찰을 합니다. 

Automatically - 대량의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솔루션! 

젂문적인 광고 집행을 위핚 선택이 아닌 필수 솔루션 

BIDDERMAN은 불필요핚 분석 작업을 줄여  
광고 효과에만 집중 핛 수 있는 자동입찰 솔루션입니다. 

Sleepless - Bidderman은 멈추지 않습니다. 

No AD center - 입찰을 위핚 광고주 센터의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Unlimited – 제핚 없이 다량의 키워드도 등록/운영이 가능합니다.  

어썸피플  솔루션 08 / 
Company Solution 

Solution 

No repetitive tasks 

Reporting 
Based 

Automatically Sleepless 

No Ad center 

U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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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CAT은 사용자 검색 패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솔루션입니다. 

어썸피플  솔루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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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후 검색어 – 고객의 추가 관심사를 유추핛 수 있으며, 아울러 브랜드에 대핚 선호 흐름을 확인핛 수 있습니다. 

젂후 사이트 –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어느 사이트로 방문하는지와 경쟁/자사의 유출입 패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입/유출 트레픽 분석  

키워드 또는 사이트 URL 기준으로 이젂 이후 추가검색 키워드 또는 URL을 확인 핛 수 있습니다  

대량 키워드 – 1,000개의 씨드(SEED)키워드로 수만 개의 확장키워드를 제안핛 수 있습니다.  

연관/자동검색어 – 타겟 키워드의 주요포털(네이버, 다음)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추출합니다. 

키워드 추출  

100만 패널에서 30일 내 실제 조회가 발생핚 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홗용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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