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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애드몽스만의특별한브랜드마케팅, 광고부터브랜드기획까지모두경험해보세요.

클라이언트님의브랜드모니터링을통해가장효과적인브랜드컨설팅을도와드립니다.

회사개요

클라이언트

조직도



OVERVIEW

당신의꿈을 이루어 DREAM
마케팅에이전시 (주)애드몽스입니다.

단지좋은아이템만으로는매출을올릴수 없습니다. 

전략적기획과차별화된컨텐츠로광고효과를극대화하여브랜드의새로운가치를창출합니다. 

상품의가치가소비자에게닿을수있도록애드몽스가길을열어드리겠습니다.

회사명 (주)애드몽스 ㅣ Admongs INC.

대표이사 유근영

설립일자 2018년 09월

업종구분 홍보ㆍ마케팅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05길 71, 2층

연락처 T. 070 4287 3340 F. 02 563 1107      M. marketing-team@admongs.co.kr

사업자등록번호 801-86-01798

홈페이지 www.admongs.co.kr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파트너쉽, 귀하의 꿈을 위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PRODUCT  News / Viral / SNS

애드몽스는전략적기획과차별화된컨텐츠로광고효과를극대화하여

브랜드의새로운가치를창출합니다.

언론보도

바이럴마케팅

SNS 마케팅



단순히 대필 및 가이드 대로 작성하는 원고가 아니라

광고주님이 모르는 부분까지 모니터링 하고 주제 키워드를 분석하여

전, 현직 기자가 노출 확률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원고를 작성해드립니다.



국내 3대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기업의 보도자료로 노출되며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공신력 있는 매체사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도 상승의 홍보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입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는 방식이지만, 온라인 배너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배너광고 사이트에 접속 시 전면에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검색광고를 보완하고 포털 광고보다 저렴한 광고비가 특징이며, 배너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의 서비스 및 간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브랜딩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SNS는 페이스북이다. 가입자 수가 2016년 4월 기준 16억 5000만 명이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러시아나 중국 등 국가별 특유의

SNS들이 압도적으로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페이스북 이전의 SNS인 싸이월드)



일반인들이 올린 질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질문 컨텐츠를 작성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통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지식IN 영역에 노출시켜 유사한 궁금증을 가진 다른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클릭을 유도한 후

광고주님의 홈페이지 유입률을 증가시키는 광고마케팅입니다.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보다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여, 구매자 및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입니다.

SNS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으며 브랜드 마케팅과 판매에 있어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더 알아보기 지금 예약하기 지금 구매하기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추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계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 담당자가 배정되어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해드리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내용을 클라이언트님과 조율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브랜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https://www.instagram.com/p/CIzyqeSgAQm
https://www.instagram.com/p/CKDyHoRH8Sy/


18억명 이상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고객들의 생각과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서는 소통을

통한 제품의 피드백과 실시간 댓글 및 답변을 하며 고객의 요구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과는 다르게 SNS를 통한 컨텐츠로 하여금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및 참여를 유도시킵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으며 거부감 없는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PRODUCT  VIDEO, LIVE COMMERCE

최고의장비와수준높은편집디자인을통해마케팅및시각적인효과를극대화시켜드립니다.

영상마케팅

유튜브광고/제작

라이브커머스



기획에 앞서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만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텔링과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획을 진행합니다.



영상 플랫폼 및 타겟을 설정 후 기획을 시작하고 제작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목표합니다.

누구라도 단번에 클라이언트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진행하며 퀄리티와,

만족도 높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실시간 소통 및 편집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동영상 컨텐츠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동영상 컨텐츠를

마케팅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어떤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영상 제작의 개념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마케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동영상 컨텐츠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동영상 컨텐츠를 마케팅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영상을 제작 할지 제작의 개념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 한다면 마케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Olw7GO1zNuM
https://youtu.be/Olw7GO1zNuM
https://youtu.be/Olw7GO1zNuM
https://youtu.be/raJ1Jrscp70
https://youtu.be/raJ1Jrscp70
https://youtu.be/raJ1Jrscp70


기획에 앞서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니즈를 정확히 공략하기 위한 작업인 영상마케팅은

자극적인 영상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텔링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획 및 제작을 필요로 합니다. 

https://youtu.be/PhiWWsSYdLA?list=PLfTDwukkS-x5bYhxW-knT1-6Kx6aYDW0V
https://youtu.be/PhiWWsSYdLA?list=PLfTDwukkS-x5bYhxW-knT1-6Kx6aYDW0V
https://youtu.be/PhiWWsSYdLA?list=PLfTDwukkS-x5bYhxW-knT1-6Kx6aYDW0V


국내 부터 국외까지 송출 가능한 애드몽스의 라이브커머스는 유명 홈쇼핑 MD, PD 출신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기획부터 진행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홈쇼핑이라는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 쇼호스트 뿐만 아니라 유명 셀럽 및 유튜버, 모델들과 함께

진행 가능하며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최적의 호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유튜브 / 페이스북 / ZOOM / VIMEO / 네이버TV 등 촬영 부터 송출까지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청자를 위한 사전 작업과 디자인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약 받지 않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실시간 참여를 확대하세요.

동영상 업로드부터 인코딩, 배포, 라이브, 분석까지 동영상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네트워크를 통해 VOD부터 Live 스트리밍 까지 끊김 없이 재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대에 맞추어 애드몽스의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 해보세요.



브랜드마케팅

SA / DA

BRAND MARKETING

최고의장비와수준높은편집디자인을통해마케팅및시각적인효과를극대화시켜드립니다.



추석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메인으로 스토리텔링과 서브 확산을 목표로 브랜드 마케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위 캠페인은 추석이라는 명절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대한 사랑과 평상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바이럴 마케팅 방향으로 잡아 스토리텔링을 풀어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주름개선 내용과 영양성분, 피부의 개선 등의 내용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브랜드마케팅

진행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주식회사가 제작한 마스크 브랜드 ‘닥터벨라’의 유통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시에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기부처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게끔 기부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캠페인을 활성화했고, 홈페이지

개설을 알리기 위해 언론 보도 및 바이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ㆍ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로 직접적으로 소비자 및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상품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가 분명한 광고” 이며, 높은 효율을 위해 사전 브랜딩이 필요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네이버ㆍ다음ㆍ유튜브ㆍ구글 등의 디스플레이 영역에 크리에이티브형 배너를 소비자에게 노출하여

보다 탁월한 브랜딩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타겟팅에 맞춘 흥미로운 광고를 노출하여 상품의 페이지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시켜 브랜딩 또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탈 고객들에게 노출 시키는 리타겟팅 방식도 있습니다.



구글애즈를 활용하여 구글과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에 배너, 키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원화는 광고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고객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광고와 같이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통해 광고의 효율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