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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이사

회사설립일

직원수

취급액

자본금

주요사업

- ㈜와이마케팅그룹

- 박삼일

- 2014.03.20

- 10명

- 60억/년 (16.12월 기준)

- 3,050만원

- 인터넷 광고기획 및 대행

회사정보

대표이사 이름 박삼일

이력

기간 상세 이력

2014~현재 온라인 마케팅기획 및 대행사 (주)와이마케팅그룹 대표이사

2012~2014 온라인 광고대행사 ㈜애드스쿨 E.Biz본부 차장/팀장

2010~2012 온라인 광고대행사 ㈜아인스미디어 E.Biz사업부 센터장

경력

기간 상세 업무

2010~현재

청개구리투자클럽 온라인마케팅 기획 및 대행 PM

㈜위버스마인드 온라인마케팅 기획 및 대행 PM

ABC마트 배너광고 및 검색광고 대행 PM

솔로몬저축은행 배너/검색광고 AM

<수학시대 학습기> 온라인마케팅 기획 및 대행 PM

(주)한화리조트, 제이드가든, 워터피아 검색광고 대행

<롱키원 골드> 모바일APP 광고 대행

법률구조공단, 유학닷컴, 대명리조트 검색광고 대행

(주)SK엔카, 더존그룹웨어 배너/검색광고 대행

㈜한솔교육 프로모션 광고 대행

로펌(장백, 태한, 우암, 오로, 삼대성, 밝음, 청은) 검색광고 대행

강남밝은성모안과 배너광고 대행

㈜이머니 엑스원 언론홍보 대행

365MC의원 바이럴 마케팅 대행

누네아이센터 네트워크 광고 대행

대표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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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마케팅그룹은 2014년3월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광

고 전문 대행사로 배너광고, 검색광고, 뉴스기사형 광고, 블로그 마케팅, 뉴스기사 보

도, Community Activation 등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Marketing 

Strategy와 Solution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Search AD Display AD Mobile APP

A-Z Total
Solution

Viral / News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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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마케팅그룹의 솔루션은 온라인 광고에 최적화 된 운영 솔루션입니다.

01

정확한 분석

GA / 에이스 카운터 / AD-brix

광고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

· 트래킹 분석 · 코호트 분석

Research AD / Korean click / 로가DB

경쟁사 분석과 매체 확장으로
빠른 기회 포착 가능

· 경쟁사 분석 · 매체 확장

와이마케팅 CRM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및 상담DB 수집

· 랜딩페이지,소재 기획 및 제작

· DB 수집 솔루션 제공

02

잠재 기회 발굴

03

DB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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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트 유입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공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직관적인 핵심지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해 드립니다.

방문자 분석

사이트를 방문한 최근 방문자,현재 접속중인 방문자, 

지역별 방문자 등 전반적인 방문자 분석 제공

광고 효과 분석

집행하는 광고를 통하여 유입된 광고 상품 또는 키워드, 

전환된 광고 상품 및 키워드 등 검색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제공

페이지 분석

사이트 방문자가 처음 열어본 시작 페이지, 방문이 종료

된 페이지, 이탈을 나타내는 반송된 페이지 등 페이지 분

석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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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쟁 현황 분석 솔루션 – Research AD / Korean click / 로가DB

검색광고 시장 분석 시스템을 통한 경쟁사 현황, T&D 그리고 업종 Trend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광고 현황 분석

- 동 업종 간 사용 키워드의 커버리지 분석

- 동 업종에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 업종 내 주요 대표 문구 분석

사이트 별 광고 현황 분석

- 견적 데이터 연동을 통한 예상 집행 금액 분석

- 경쟁 업체 키워드 및 각 키워드 별 집행 현황 분석

키워드 별 광고 현황 분석

-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광고 노출 현황 추이 분석

-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 사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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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Gathering 솔루션

S O L U T I O N

PC / Mobile 광고 소재 제작

랜딩페이지 제작

DB Gathering 솔루션 지원

[ 언론사 지면 광고 ]

사용자의 특성

언론사 지면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기 보다는

뉴스 정보의 연속선상에서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키워드 별 광고 현황 분석

광고주의 사이트로 바로 전환될 경우 ‘거부감’으로

인한 이탈율 상승

와이마케팅그룹 [DB Gathering] 솔루션의 활용을 통한 이탈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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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Gathering 솔루션

S O L U T I O N

PC / Mobile 광고 소재 제작

랜딩페이지 제작

DB Gathering 솔루션 지원

[ 기사 형태의 프로모션 랜딩페이지 제작]

신청DB 수집

[ DB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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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마케팅의 기본적인 역할은
전략적인 관리를 통한 ‘광고주’님의 성장입니다.

▼

‘광고주’성장

STEP 1

FIANL STEP

광고대행사

STEP 2

전략적인
광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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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광고관리

※ 중요한 전략적 광고관리 요소는?

‘광고주’님의 Needs를 확인, 경쟁사 분석, 광고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한 광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광고 최적화 관리

관리 솔루션 적용

월 전략 미팅

원활하지 않은 소통!

광고최적화 관리 부재!

제공되지 않은 솔루션!

단순보고서 미팅!

↔

↔

↔

↔

아마도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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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온라인 광고 집행’을 위한
전문 광고인이 시행착오 없는 최적의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광고 본연의 목적에 집중.01

02

03

04

다양한 상품 운영경험 보유

Data 분석 기반 광고 운영

매체특성에 맞춘 365일 24시간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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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광고 본연의 목적에 집중

단순광고노출/유입확대를 위한 관리뿐 아니라 고객의 <유입–입력–조회–계약> 까지의

Process 관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전환 상승을 통한 매출증대 방안 도출 및 실행.

광고 광고유입 정보입력 및 조회
계약
완료

약 92%
이탈

59.47% 이탈

48.38% 이탈

25.92% 이탈

끊임 없는 고민으로 ‘사용자’ 이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03. 
ADVANTAGE

최적의 마케팅

13

02. 다양한 상품 운영경험 보유

온라인 광고집행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Mix 운영.

다양한 매체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NAVER / DAUM /  NATE / GOOGLE검색광고

ex ) ○○ 투자클럽

- 집행기간 전환 수 집행 전 대비 200% 증가

- 전환 단가 집행 전 대비 90% 수준 운영

- Adnet + 배너 + SA + APP Mix 운영

GDN / DDN / 크리테오

타게팅게이츠 / 리얼클릭리타겟팅

ex ) ○○스쿨 (교육)

- 성수기 네이버 타임보드 운영

- 광고 집행 후 순이익 20% 증가달성

- 각종배너 및 랜딩페이지 제작

디스플레이

ex ) ○○○마트 (쇼핑) 

- 신규상품 인지율 기존 대비 40% 증가

- 일 방문자 집행 전 대비 12% 증가

- 배너 + SA + 리타겟팅 Mix 운영

외 금융/교육 업종 경험 다수 보유

조.중.동 부터 기타 전체

언론사 송출 가능언론기사송출

ex ) ○○ 투자클럽

- 송출과 동시에 해당 키워드 뉴스탭 1위 노출

- 기존 송출 단가 대비 20% 비용 감소

언론사 네트워크 / 포털 DA

일반 DA / 모바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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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ata 분석 기반 광고 운영

온라인 광고에 특화 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시간 대응 실시

광고 집행 분석Data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광고 효과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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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광고 - 다음/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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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광고 - 다음/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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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광고 - 네이버 ]

[ 포털광고 - 잡코리아/알바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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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광고 - 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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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광고 - 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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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광고 –GDN / D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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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광고 –GDN / MOB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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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랜딩페이지

※ 언론사 카피, 썸네일, 하이라이트형 광고 집행 시 신뢰도를 높여 이탈율을 줄일 수 있도록

기사형태 페이지를 임의 가공 제작하여 1차 유입 Depth로 활용

*WEB landing *Moblie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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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WEB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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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WEB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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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Mobile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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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Mobile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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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WEB landing *Mobile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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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WEB landing *Mobile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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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WEB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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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랜딩페이지

*Mobile landing



감사합니다

Adress 3F TaehyungBlgd,19, Samsung-ro108-gil,Kangnam-gu, 
Seoul 133-866, South Korea

Tel 070-4365-8988

(주)와이마케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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