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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미션은
광고주의고객창출과
고객유지입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객 획득 비용(Acquisition Cost)과 함께 창출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고객 유지 전략 (Customer Retention Framework)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창출을 위한 미디어를 선정하고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Our
client



WORK 
PROCESS

*시장 현황 분석, 제품 경쟁력 파악, 고객 페르소나 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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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제품/고객분석

*인지/유입/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목표 선정

과제도출및목표선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솔루션 제안, 마케팅 전략 구축 등

목표달성을위한전략구축

*구매자 단계에 따른 메시지 개발 및 매체 선정

광고크리에이티브개발및미디어플래닝

*각 매체별 최적화 세팅 및 운영 관리

광고및마케팅솔류션운영및관리

*GA 등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툴을 활용한 성관 검증 및 리포팅

효율점검및분석리포트



Part1 SERVICE



FULL-SERVICE
DIGITAL MARKETING
광고주의목표달성을위해네와브가제공하는서비스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광고 상품은 다릅니다. 고객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 광고주의 시장 내 상황과 고객이 미디어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메시지 형태에 따라 광고 상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플래닝(Media Planning)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가망 고객이

있고 광고주의 목소리를 가장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며

정량적 지표를 함께 고민합니다.

Paid
Search SEO

Viral
Marketing

Influencer
Marketing

Display
Media

Social
Media



PAID SEARCH
우리는 개별화된 캠페인 아래 목적에 맞는 키워드를 구성합니다.

키워드 광고 관리에 특화된 전문 담당자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PAID SEARCH MEDIA

네이버 쇼핑검색
클릭초이스
브랜드 검색

구글 애드워즈
다음 키워드

 클릭을 유도하는 최적화된 광고 문안 작성

 광고와 관련성이 높은 방문 페이지 연결

 계획된 입찰 방법을 통한 투자 수익 증대

 사용자 행동, 지역, 성향을 분석한 맞춤 키워드 설계



DISPLAY MEDIA
잠재 고객이 우리를 발견하고 더 많은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광고를

최적화합니다. 고객에 대한 정의와 함께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개발하고 전환 추적, 

리타깃팅 등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SPLAY MEDIA

네이버 배너 광고
카카오 디스플레이

구글 GDN

 광고 문안 작성 및 A / B 테스트

 전환 추적 및 리타깃팅 최적화

 온라인 내 고객 행동 단계에 따른 캠페인 구축

 맞춤 리포팅 제공 및 문제점 도출, 개선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리드를 창출하며 단기간에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광고 목표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SOCIAL MEDI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브랜드 인지도 구축

: 콘텐츠를 통한 잠재 고객 소통은 브랜드를 인지하고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합니다.

 새로운 고객 창출

: 소셜 미디어 내 유료 광고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

: 콘텐츠는 고객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리드 창출

: 잘 기획된 광고와 콘텐츠를 통해 ROI를 개선합니다.



VIRAL / INFLUENCER 
MARKETING
바이럴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향력과 바이럴 루프 설계입니다. 

영향력은 우리를 검색 결과 1페이지에 노출시키며 많은 추종자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콘텐츠는 인지/유입/구매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VIRAL / INFLUENCER

네이버(블로그, 카페, 포스트, 지식인) 
인스타그램/유튜브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관리 및 운영

 바이럴 루프 설계 및 루프 단계별 콘텐츠 개발

 캠페인 향상을 위한 광고 캠페인 지원



SEO
검색엔진최적화(SEO)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웹사이트가 검색엔진과 친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노출을 기대하는 포털 검색엔진이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콘텐츠를

이해하고 크롤링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SEO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웹사이트 내부 접근성 강화

 내부 링크 빌딩 및 검색 키워드 최적화

 외부 링크, 트래픽 개선을 위한 설계



Part2 PORTFOLIO



윤선생
CATEGORY. 어린이영어교육

운영 목표

판매채널 빌드업 / 체험 고객의 리드수 증대 / CPA(전환당비용) 감소

운영 성과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증대 400%, 목표 CPA값 달성,

운영 매체

페이스북/ 구글



스케쳐스
CATEGORY. 스포츠/의류

운영 목표

스케쳐스 바이럴/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인지 증대

운영 성과

주요 키워드 검색 결과 1~2페이지 내 노출 및 인스타그램 주요 키워드

인기게시물 장악

운영 매체

네이버 블로그/카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디어달리아
CATEGORY. 뷰티/화장품

운영 목표

인스타그램 운영 최적화 및 팔로워 증대 (컨설팅)

운영 성과

1.5만 팔로워에서 6.2만 팔로워로 증대 / 쇼핑태그 설정 / 블루배지 획득

운영 매체

인스타그램



어썸스토리
CATEGORY. 맞춤형동화책

운영 목표

웹사이트 유입수 증대 및 ROAS 개선

운영 성과

CPC단가 기존 900원대에서 700원대로 29%개선 / ROAS 160%에서

220%로 27% 향상

운영 매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나비드
CATEGORY. 침구/매트리스

운영 목표

웹사이트 최적화, 키워드 광고 ROAS 개선

운영 성과

SEM 설계 및 구축, 키워드 광고 최적화를 통한 ROAS 550% 개선, 업계

20위 > 3위 진입

운영 매체

네이버 블로그 / 네이버 SA / 다음 SA



Address
(08589)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 19차 1604호

70,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Phone / Fax
Phone 02-6275-0425 / Fax 02-6280-0420

Email
team@newave.io

Homepage
www.newave.io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