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마케팅을 소개합니다



어바웃, 에이마케팅
CONNECT / CONVERSION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NEEDS가 다양화된 지금,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당 목표를 맞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결, 통합 [CONNECT / CONVERSION]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GNM홀딩스는 각 전문 마케팅 에이전시와 연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토탈 마케팅 그룹입니다.



History

광고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마케팅에 필요한 각각의 전문 에이젼시를 통합.

토탈 마케팅 그룹으로 성장

2010 2012 2014 2017 2017.12 2018                                      2019         

그랑몬스터 설립
디지털 광고

더블트리인트렉티브 설립
퍼포먼스 DA전문

에이마케팅 설립
키워드/SA/DA/퍼포먼스

토탈 마케팅 그룹 형성
그랑몬스터&더블트리 업무협약
그랑몬스터&에이마케팅 업무협약

그랑플레이스 설립
MEDIA BUYING&OOH

그랑홀딩스 출범
그랑몬스터/더블트리/에이마케팅/그랑플레이스

CREATIVE AGENCY 트루컬러 설립메큐라이크 설립
디지털 광고

GNM홀딩스 설림
모든 그룹사 업무협약
디지털 마케팅 1,2위 도약
1,800억 매출 달성



Business Organization

MONSTER CREATIVE ALLIANCE!
각 전문 그룹의 독립적 또는 협업을 통한 통합 마케팅 운영과
마케팅 목표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단일화로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적 캠페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lient

마케팅 기획 그룹
그랑홀딩스

3rd Party

크리에이티브 그룹

디지털 퍼포먼스 그룹

매체 플래닝 그룹

키워드 마케팅 그룹

TVC / ATL / BTL 디자인 총괄

UA미디어 및 퍼포먼스 매체 운영

미디어 바잉 및 매니지먼트

SA 운영 효율 관리 / 웹 컨설팅



Business Area

15년 이상 실무진의 노하우와 500여개 캠페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반의 필요한 실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STRATEGY CREATIVE PERFOMANCE WEB / SA
소비자 인사이트 기반
마케팅 전반의 기획 및 실질적
운영 솔루션 제시

전문CP 조직을 통한,
기획력있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제시

금융 및 보험, 쇼핑까지 성과 중심의
다수 캠페인 노하우 보유

세일즈 중심 WEB 사이트와 키워드 관리로,
분석적인 키워드 마케팅 솔루션 제시

MARKETING PLAN
ON / OFF AD
PROMOTION
VIRAL / SNS

CF ( TV / DIGITAL )
BANNER
PRINT
NEW MEDIA

FACE BOOK
GOOGLE
DSP / DMP

WEBSITE
DDN
KEYWORD

MEDIA
매체 전문 바잉 인력 보유로 빠른
매체 현황 및 적합한 매체 솔루션 제시

TV
CA / IPTV
RADIO
OOH



Service

솔루션개발
모든 업종 맞춤제작

홈페이지제작
모든 업종 맞춤제작

프로모션제작
모든 업종 맞춤제작

기획&제작
모든 업종 맞춤 기획&제작

네이버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다음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구글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네이트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페이스북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인스타그램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카카오스토리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쇼핑광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맞춤제안 및 운영

VOD광고
SMR/네이버&카카오TV/유튜브 운영

유튜브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블로그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네트워크배너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배너광고
모든 업종 맞춤제안 및 운영

바이럴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카카오모먼트광고
모든 업종 맞춤광고

ON&OFF 종합광고
모든 온라인 매체/ATL&BTL/버스/라디오 등



Client

NEXON
듀랑고, 액스, 피파온라인4 등

KAKAO GAMES
배틀그라운드, 프렌즈사천성, 프렌즈 등

NC SOFT
프로야구 등

BITHUMB
암호화화폐 거래소

메리츠화재
치아, 건강, 모든 보험

굿네이버스
기부, 후원

자생한방병원
허리, 목, 척추 전문병원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

다방
부동산, 이사

파고다어학원
TOEIC, TOEFL 등

한울
평생교육원

위더스
평생교육원

해커스편입
토익, 텝스, 인강 등

해커스금융
전산세무/회계, AFPK.CFP 등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학원/인강 등

퍼플
여성의류

조아맘
미시의류 부동의 1위

서울시청
건강식단 음식점, 캠페인 등

상신브레이크
카달로그, 홈페이지 등

엑스코
뷰티엑스코, 글로벌기업가정신 등



Advertisement Solution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운영에 필요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솔루션 활용으로 원하시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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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찰 프로그램
희망 순위, 입찰가 한도 등을 설정하여 실시간 원하는 순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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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확장/검색, 검색결과 수집 기능 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의 연관/관련 키워드 수집 후 확장하여 중복제거 후 결과 제공

캠페인명: 편입 관심키워드

수집사이트 검색 횟수 검색 키워드 1차 확장 키워드 2차 확장 키워드 최종 수집키워드 수집 일시

www.naver.com 3 편입 추천 편입기간 편입기간 2018-11-02  13:29:33 PM

www.naver.com 3 편입학원 추천 편입학원추천 편입학원추천 2018-11-02  13:29:33 PM

www.naver.com 3 학사편입 추천 학사편입과정 학사편입과정 2018-11-02  13:29:33 PM

www.naver.com 3 편입인강 추천 편입인강신청 편입인강신청 2018-11-02  13:29:34 PM

www.naver.com 3 대학편입 추천 대학편입추천 대학편입추천 2018-11-02  13:29:34 PM

www.naver.com 3 편입영어 추천 편입영어학원 편입영어학원 2018-11-02  13:29:34 PM

www.naver.com 3 일반편입 추천 일반편입방법 일반편입방법 2018-11-02  13:29:34 PM

캠페인명: 편입 관심키워드

수집사이트 검색 횟수 검색 키워드 1차 확장 키워드 2차 확장 키워드 최종 수집키워드 수집 일시

www.daum.net 2 편입 종류 편입종류 편입종류 2018-11-02  13:33:12 PM

www.daum.net 2 편입학원 종류 고대편입방법 고대편입방법 2018-11-02  13:33:12 PM

www.daum.net 2 학사편입 종류 학사편입정보 학사편입정보 2018-11-02  13:33:14 PM

www.daum.net 2 편입인강 종류 편입시험 편입시험 2018-11-02  13:33:14 PM

www.daum.net 2 대학편입 종류 대학편입정보 대학편입정보 2018-11-02  13:33:14 PM

www.daum.net 2 편입영어 종류 편입영어인강 편입영어인강 2018-11-02  13:33: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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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광고 순위, 실시간 검색어, 광고영역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략적 순위와 노출 순위가 다를 경우 앱 PUSH 알림 기능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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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 및 업종별 대/중/소 분류 키워드 수집 기능 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의 경쟁사 진행 키워드 및 각 업종별 대/중/소 분류 키워드를 분석하여 활용

경쟁사이트 분석

www.kimyoung.co.
kr

업종분류 : 교육/학원 > 학원 > 입시/편입학원

예상광고비 : 10,406,471

구분

네이버 다음

파워링크
플러스링

크
일반 스페셜링크 프리미엄링크

매체별 키워드수 1,938 0 0 0 1,781

예상 광고비 8,863,149 0 0 0 1,543,322

매체 키워드 평균순위 예상광고비 광고제목 광고문구

네이버 파워링크 편입학원 1.5 893,480 편입대표브랜드 김영편입
1.2(수)개강, 2020대비종합반, 편입영수 개념
이론완성, 강제자습프로그램

네이버 파워링크 편입 3 715,933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금) 대학편입박람회 사전예약무료입장, 
2020김영패스 200%환급

네이버 파워링크 독학사 4.5 700,118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금) 대학편입박람회 사전예약무료입장, 
2020김영패스 200%환급

네이버 파워링크 의대편입 3.5 528,109 의대편입 대표브랜드 김영편입
12.18(화), 2020대비 M.DEET 의대학사편입 설
명회, 수강료30%지원

네이버 파워링크 종로영어학원 4.5 527,184 김영편입 종로캠퍼스
1.2(수)개강, 2020대비종합반, 편입영수 개념
이론완성, 강제자습프로그램

네이버 파워링크 사이버평생교육원 11 470,776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금) 대학편입박람회 사전예약무료입장, 
2020김영패스 200%환급

네이버 파워링크 대학편입 3.5 334,254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금) 대학편입박람회 사전예약무료입장, 
2020김영패스 200%환급

다음 프리미엄링크 편입 1.7 274,280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 제5회 대학편입박람회, 2019파이널 온
라인 엑스포, 배치전략 컨설팅

네이버 파워링크 편입영어인강 1 203,535 편입대표브랜드 김영편입
12.11 오픈 2020김영패스, 200%환급, 할인쿠
폰지급, 런칭기념 이벤트

네이버 파워링크 토익학원추천 3 186,935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편한시리즈 토익&텝스, 공인영어+편입까지
한번에, 수강지원혜택, 공인영어편입

네이버 파워링크 토익인강추천 10 154,033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편한시리즈 토익&텝스, 공인영어+편입까지
한번에, 수강지원혜택, 공인영어편입

네이버 파워링크 기초토익학원 2 143,724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편한시리즈 토익&텝스, 공인영어+편입까지
한번에, 수강지원혜택, 공인영어편입

네이버 파워링크 강남편입학원 1 129,344 김영플러스 강남캠퍼스
1.2(수)개강, 2020대비종합반, 편입영수 개념
이론완성, 강제자습프로그램

다음 프리미엄링크 학사편입 1.7 129,107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21 제5회 대학편입박람회, 2019파이널 온
라인 엑스포, 배치전략 컨설팅

네이버 파워링크 편입영어 3.5 128,942 18만 합격생의선택 김영편입
12.11(화) 오픈 전강좌 무제한수강, 김영패스
10만원할인쿠폰, 200%환급

네이버 파워링크 간호학과편입 2 122,196 간호학과편입 김영편입
간호학과 30% 확대선발, 3포인트 합격전략, 
김영만의 간호학과 전문강좌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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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사이트 및 광고 매체별 페이지 이탈률 분석 프로그램
일반접속 및 광고 매체 접속 이탈률 분석과 더불어 키워드/배너/연결페이지각 이탈률을 최소화하여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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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타사 동향 및 시장 이슈등 지속적 모니터링
알리미 솔루션을 통해서 자사/타사 기사, 부정적 이슈 등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대응

STEP1
알리미 솔루션에 알림 키워드 등록

STEP2
등록된 키워드 기준 구글 최신기사 추출

STEP3
추출된 기사 자동전송/이슈 및 트랜드 체크

가령, 자사가 부정적 이슈 발생시
안전성, 신뢰성이 높은 문구를 즉각 대응

자사 기사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긍정적으로 언급된 키워드

순위 강화 or  신규 키워드 지속 발굴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