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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전시의 가치는 ‘Performance’ 라는 단어로 부터 시작됩니다.

Client의 마케팅 파트너로서

마케팅성과, 기존보다개선된성과,

최고수준의성과를핵심과제로생각합니다.

디에이전시는 Client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Client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캠페인 목표 달성에만 집중합니다.

디에이전시는 Client의성공이

곧우리의성공임을잘알고있습니다.

The AGENCY :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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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전략마케팅 1팀 전략기획팀 콘텐츠마케팅팀전략마케팅 2팀

디지털마케팅실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성과 분석 및 보고 전략 광고주 전담

SNS /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광고 디자인 및 영상제작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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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IMC MKT

DAUM
검색광고

KAKAO
모멘트

NAVER
검색광고

NAVER
배너광고

SMR

IPTV

DSP

DMP

AD
Network

Re-
Targeting

Youtube
Ads

Google
Ads

SEO

SNS

BAND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어 들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광고주의 목적하는 방향에 걸맞는 전략과 최적의 매체 선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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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ENGINE MKT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SEM.

각 포털의 주 사용자 특성을 파악 후광고주의서비스와가장적합한매체및키워드를활용합니다.

N

D

G

모든 그룹, 적극적 운영

고가 제품 위주의 운영

브랜드 키워드, 직구 키워드 운영

전연령

40대 이상

정보탐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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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AD

하루 4,000만명이 오가는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광고주 브랜드 인지도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Big Brand 집행 경험으로원활한구좌확보와 시즌을 고려, 시의적절한집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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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NETWORK

포털DA 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메이저 언론사 및 주요 커뮤니티에노출 / 연령, 성별, 지역등다양한타겟팅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MOB APP MKT

MOB Only 시대, User Acquisition / Re-Engagement MKT 등 광고주 목적에 맞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가장빠르게 APP MKT시장에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경험과확실한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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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AD

YOU TUBE, NAVER TV 등 영상 플랫폼을 활용, 광고주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및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영상제작은물론타겟대상영상광고송출, 광고효과분석까지한번에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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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KT

SNS, 블로그 등을 활용,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광고주의 서비스를 추종하는 충성고객으로 만듭니다.

콘텐츠를 쌓아올리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확산이이뤄지는순간엄청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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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CCES

광고주

현황분석 전략수립 광고집행/관리 결과분석 최적화▶ ▶ ▶ ▶

광고주 현황분석, 매체 선정, 광고 집행, 관리, 분석까지 One-Stop 으로진행됩니다.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솔루션은 Google Analytics 이며, 전직원이 GAIQ 자격증을취득,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2

CREATIVE

고객의 뜨거운 반응은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Portal DA, Native AD, AD Network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디자인팀의지원을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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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 ‘온라인쇼핑몰매출제고’

ROAS(투자대비 수익율) 개선 / 온라인 매출 증대목표

각 시즌에 별 시기 적절한 키워드 운용

고지출 / 저효율 키워드 상시 필터링

PC / MOB 디바이스 별 반응에 따른 예산 집중도 적절 배분

리타겟팅 매체 활용, 활동지수가 높은 User 들의 구매 유도

전략

평균 ROAS 기존 대비 3.3배 증가

다채널 활용으로 매출 대폭 증가

결과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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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사 ‘브랜드인지도제고, 포지셔닝확립’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주름개선 화장품 포지셔닝 확립목표

전환 키워드 중심의 노출, 브랜드 키워드 노출, 시즌 별 키워드 운영전략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이미지 및 텍스트 광고 노출, 이벤트 혜택 부각

신뢰도를 높이는 광고 문구 구성, 주름개선 화장품 포지셔닝 확립에 주력

전략

평균 ROAS 기존 대비 2배 증가

브랜드 조회수 1.5배 증가

결과

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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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 ‘브랜드런칭과동시업계강자로주목’

안정적 브랜드 런칭 / OOO% ROAS 달성목표

SA / DA 등 매체 MIX /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

Google Analytics 활용 투명한 분석 / 데이터 기반 전략 개편

포털 DA(NAVER, DAUM KAKAO 등)를 활용, 단기간 내 인지도 제고

소재 상시 교체 Test로 고성과 소재 발굴

전략

런칭과 동시 업계를 긴장시킬 신흥 강자로 주목

안정적인 수준의 ROAS 유지

결과

교육(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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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성형관심고객DB 50% 증가’

성형관심 유저의 고객DB 확보 및 병원 내원 증가목표

SA 일변도의 전략을 DA MIX 전략으로 변경

관심사 타겟팅과 리타겟팅 – 랜딩페이지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분석

다매체를 활용,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매체에 집중 투자

국내 성형 시장 정체로 글로벌(아시아) 시장으로 접근

전략

유입 DB 수 기존 대비 2배 증가

업계 브랜드 조회수 순위 1~3위 수준 경쟁(기존 6~10위)

결과

병/의원(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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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 ‘Mobile APP 효율 50% 개선’

ROAS 0,000% 이상 달성목표

Daily, Monthly Insight 분석 및 보고

Sub PUB 분석 및 ON/OFF 최적화

각 매체별 협의 및 Comm

Fraud 이슈 최소화 & Deduction

전략

지출 대비 효율 50% 개선하여 목표 달성결과

APP(여행)

for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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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패션/뷰티

생활/가구

의료/건강

금융/교육

여행/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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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MO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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