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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마케팅은 정확한 타겟팅에서 시작됩니다. 



3 

타겟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애드로우에서 놀라운 광고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AD ARROW 
[ 광고 ] [ 화살 ] 

타겟에 정확히 명중하는 광고 



01 WHY ADRROW?  

풍부한 경험과 지식 다양한 매체 운영 분석능력과 성과창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경력자 

올바른 컨설팅은 고객사의 업종
과 내부 컨디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애드로우는 517개
의 고객사를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이
를 바탕으로 각각의 산업군에 최
적화된 타겟 마케팅을 진행 합니
다. 

애드로우가 엄선한 약 179개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효
율적인 매체 믹스가 가능합니다. 
애드로우는 매체 별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매
체를 사용하고 접하는 이용자의 
성향 및 특성을 고려한  타겟 마
케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애드로우는 광고 계정 내 분석 도
구, 프로그램을 통한 로그 분석, 
홈페이지 관리자 등을 통해 입체
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방문자
가 어디서 어떻게 유입되어 무엇
을 하고, 왜 전환이 발생되거나 
이탈을 하였는지 분석하여 개선
된 효율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과 마케팅 시장 전
반에 이해도가 높은 경력 10년차 
PM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
로젝트의 방향과 목적에 가장 적
합한 인력 및 팀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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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DRROW?  01 

H  꽃배달 F  성형외과 D  건강식품 쇼핑몰 A  법률사무소 O  인터넷 강의 업체 H  피부과 

7년 7개월 

6년 5개월 
6년 3개월 

4년 10개월 

4년 5개월 

3년 6개월  

72% 광고주 재계약률 

2.6 평균 대행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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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ERVICES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바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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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SE 03 

집행비용 

5천만 원 

DB 

639건 

815건 

DB단가 

8만 원 

6만 원 

Before After 

이전 대행사와 동일한 예산으로 검색광고 집행 결과,
보다 정밀한 타겟팅과 효과적인 광고 운영으로 약 
200건의 DB를 더 확보하여  DB 단가를 2만원 낮추었
습니다. 

A 법률사무소 

활용매체: 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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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SE 03 

집행비용 

1억 원 

DB 

2000건 

3000건 

DB단가 

5만 원 

1만 
5천원 

Before After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플래닝과 최적화된 
타켓팅을 통해 동일 기간 동안 기존의 1/2 수준의 비
용으로 1000건의 DB를 더 확보하였고 DB 단가는 3
배 이상 낮추었습니다. 

B 관공서 

4천 
4백만 원 

활용매체 
Before: 네이버 배너, 바이럴 
After: GDN, 카울러, 네이버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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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SE 03 

집행비용 DB단가 

Before After 

광고 집행 매체의 수를 줄이고 주요 매체에 집중하여 
이전 대행사 대비 약 41% 증가한483건의 DB를 확보
하였고, 4만원 이상 DB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록했
습니다.  

C 성형외과 

활용매체 
Before: 검색광고, DDN, GDN, 타켓팅게이츠, 모비온, 네이트 크리테오 
After: 검색광고, DDN, GDN 

341건 

483건 

14만 원 

9만 9천 원 4800만 원 

4700만 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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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SE 03 

집행비용 전환 단가 

Before After 

이전 대행사와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한 매체에 광고 
집행 하였으나,보다 정교한 타겟팅 및 광고 관리를 통
해 이전 대비 전환율이 58%증가한 1666건을,전환 
단가는 7천원 낮은 1만 2천원 기록했습니다. 

D 쇼핑몰 

2000만 원 

1052건 

1666건 

1만 9천 원 

1만 2천 원 

2000만 원  

활용매체: GDN 

전환 



PARTNER & CLIENT  04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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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교육 

병원 

PARTNER & CLIEN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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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뷰 티 

패 션 

PARTNER & CLIEN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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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기 타 

PARTNER & CLIEN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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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ORTFOLIO 

롯데제과 
_ID껌 SNS  마케팅 

롯데제과 ID껌 신제품 출시 기념 런칭 이
벤트 진행 
 
SNS채널을 통해 응원메시지, 인증샷, 게
임 아이디어 공모, 퀴즈 등 다양한 이벤
트 를 진행하여 활발한 제품 홍보 . 퀴즈 
이벤트의 경우 사이트 연계를 통해 트랙
픽  유도 

[SNS / V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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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월트디즈니 

월트디즈니 ‘포스의 금요일’  스타워즈 상
품 언박싱 행사 전세계 동시  진행 
 
검색광고, 배너광고, SNS 등 통합 온라
인 마케팅과 더불어  IPTV,  옥외광고까
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영상바이럴 1,000만 회 이상 노출  

[ Display AD / Search AD / SNS / OOH ] 

16 

온/오프라인 마케팅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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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니클로 온라인 마케팅 

매년 진행되는 유니클로 감사제에 맞춘 
DA광고로 신규 고객 창출과 리타겟팅 
설정을 통한 매니아 타겟층 대상 광고 
 
온라인 광고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키워
드 세팅 및 멀티미디어 효과를 겸비한 
브랜드 검색 광고 연간 진행 

[Display AD / Search AD /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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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KEDS 

크리스탈을 모델로 한 케즈의 광고 촬영
스케치 영상 
 
SMR 광고 진행으로 총 200만회 이상  
브랜드 노출과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케
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 

[ SNS / Vid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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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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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동서식품 
_오레오 
오레오 브랜드 SNS채널(Facebook)운영
대행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재미있고 감각적
인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브랜드 인지 
및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프로
모션 진행과 캠페인별 게임제작 등 디지
털마케팅 진행 

[ SNS / B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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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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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동서식품 
_RITZ 
페이스북을 통한 리츠크래커 국내 런칭 
브랜딩 캠페인 진행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
단한 게임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브랜
드를 알리며 캠페인 참여 유도 

[ SNS / B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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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 

05 



DHC 

새로운 전속모델 기용과 맞물려 지면 촬
영 및 스케치 영상 제작 
 
각종 광고 배너 및 자사 홈페이지 및 프
로모션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면 
소재와 SNS채널에 활용할 새로운 모델 
소개 영상 기획 

지면 마케팅 

[Print / Viral Film]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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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 

SMR, 유튜브 매체 중 영상에 대한 수요
가 가장 높은 채널을 믹스하여 진행 
 
검색창에 제품명 검색을 유도하는 그린
윈도우를 통해 주 타겟 여성에게 브랜드
로의 유입 유도 

영상마케팅 

[Display AD / Search AD / Viral / MC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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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 

모델 나나를 활용하여 주요 품목인 다이
어트 파워, 클렌징 오일에 대해 이벤트 
배너 제작 및 주 타겟층 대상 네트워크 
배너 노출 
 
주력/세부 키워드 실시간 운영을 통한 
최적 키워드 운영 

온라인마케팅 

[Display AD / Search AD] 

PORTFOLIO 

23 

05 



아이소이 온라인 마케팅 

매년 진행되는 브랜드 창립기념일 슈퍼 
아이소이 데이 1+1 행사로 주 포털 메인 
배너 노출 
 
뷰티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각과 함께 바이럴효과를 
얻음. 카카오 채널 활용하여 브랜드 주 
소비층인 30대에서의 매출 확보 
 

[Display AD / Mobile APP Community / Kakao AD]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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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_비욘드 
비욘드 수분크림을 뷰티전문 플랫폼 '글
로우픽' 내 체험단 및 리얼한 리뷰의 영
상을 제작하여 뷰티 채널에 배포 
 
모바일 플랫폼 '틱톡'에 영상을 제작하
여 10대 타겟에게 자연스럽게 노출 

바이럴 마케팅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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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PP Community / V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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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 

연간 카카오 프로모션 계약으로 월 1회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과 총 2회에 걸
쳐 카카오 충전소 콘텐츠 활용 
 
플러스 친구를 통한 코어 타겟 대상 브
랜드 홍보 및 브랜드 이모티콘 활성화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모바일 마케팅 

[Kakao AD]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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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l 

삼성전자의 C랩 최초 분사기업인 ‘이놈
들연구소’ Sgnl 브랜드의 세계 최대 전자
기기 박람회 ‘2018 CES Lasvegas’ 참가에 
맞춰 브랜드 영상 콘텐츠 제작 
 
세계 최초 BCU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스트랩 제품으로 시계 호환 등 기능성 
강조  
 
영상/지면 촬영 결과물 ‘2018 CES 
Lasvegas’ 현장 활용 

브랜드 영상 / 지면 콘텐츠 제작 

[Prin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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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_ESS 
LG화학 가정용 ESS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목표로써 캠페인 진행 
 
독일/호주/미국 해외 영역으로 특수성
을 고려한 타겟팅 설정 
 
검색량이 적은 산업 카테고의 특성에 따
라 키워드 광고는 제외, 직접적 관련이 
있는 타겟팅 전략으로 예상 CTR 0.05% 
--> 실 CTR 0.29% 달성 

온라인마케팅 

[Display AD]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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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_웰촌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지역 여행 
안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 
 
18분 정도의 브이로그(Video blog) 영상
으로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웰촌의 
브랜드 콜라보로 진행 
 
브이로그를 통해 지역의 여행코스 및 마
을에서 실시하는 체험 등이 소개되어 있
는 웰촌 서비스의 편리함, 유용함을 전
달 [MC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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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구독자 : 180K   /  조회수 : 2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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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대한민국 최초의 운전자보험을 자연스
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바이럴 캠페인 진
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MEBA, 네이버 
배너, 앱팡 등 통합적인 마케팅으로 조
회수 상승 

[Display AD / Search AD / Viral / MCN] 

온라인 마케팅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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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_오션월드 
대명 레저산업의 오션월드 여름 시즌 캠
페인 기획 및 제작 진행 
 
마이크로 사이트 및 홍보영상 제작, 주
요 포털 메인, 유튜브, 아프리카BJ, 타겟 
커뮤니티(2040남·여) 등 다방면 노출로 
유입 활성화 

온라인마케팅 

[Display AD / Search AD / Viral / MC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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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www.adrrow.com www.adrrow.co.kr 

070.4742.9399 info@adrrow.com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409-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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