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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Who we are

We’re
Delivering 
Happiness

+157%성장
NHN AD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신뢰
1200+ Client의
디지털 마케팅을 컨설팅 합니다. +1200

+50협력
Client의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미디어, 파트너사와 함께 협력합니다.

기술
Client의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마케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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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2. 깊게 고민하고
쉽게 전달합니다.

4. 좋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6.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합니다.

8.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3.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합니다.

5.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NHN AD 가 추구하는 가치인 Delivering Happiness는

Client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순수한 노력과 진실된 열정을 다합니다.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창조를 위해 충돌하며 행복을 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법인명 엔에이치엔애드㈜

설립년일 2014년 7월

대표이사 심도섭

자본금 4억원

직원수 160명(2019년 12월 기준)

사업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아이디스타워 3층

사업영역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광고 대행, 상품 개발, 플랫폼 개발, 솔루션 구축)

Company
Information

Who we are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Client와 고객을 이어 주는 곳,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NHN AD.

복잡해진 디지털 마케팅 시장만큼 Client가 당면한 과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 또한 다양 해졌습니다.

NHN AD는 Client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History 
Since 2014

Who we are

2015

2015.03
카카오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2015.04
크리테오 공식대행사 선정

2015.05
네이트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2015.12
Adssom(애드썸) 광고 솔루션 개발

2016

2016.06
마케팅 정보 포털 OpenAds 오픈애즈 런칭

2016.09
삼성헬스 App 네이티브 광고상품 런칭

2016.10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2016.12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Tech&Solution 부문 우수상 수상(OpenAds)

2017

2017.07
엔에이치엔애드㈜로 사명 변경

2017.08
페이스북 대행사 협력
코칭 프로그램 대행사로 선정

2017.12
웹어워드 수상
광고/프로모션 부문(제품 프로모션)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분(전문정보)

2018

2018.04
On-Site 마케팅 솔루션 서비스
모어(more) 런칭

2018.05
엘포인트 App 광고 상품 런칭 및 광고 운영

2018.05
크리테오 X NHN AD 
대행사 코마케팅 세미나 개최

2018.12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Tech&Solution 부문 우수상 수상(more)

2019

2019.01
페이스북 APAC 전략파트너로
챗봇 플랫폼 개발

2019.07
네이버 쇼핑 공식 대행사 선정

2019.08
페이스북 공식파트너사 선정(FMP for Agency)

2019.09
LG페이 App 광고 상품 런칭 및 운영
마케터 추천 서비스 ‘닷다’ 앱 런칭

2019.12
페이스북 Power of Partnership ‘Innovation Hero’ 수상
크리테오 ‘Innovator of the Year’ 수상
카카오 톡채널 파트너 대상으로 선정



1.

2.
3.

Integrated Marketing
Data Driven Marketing

Clients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rketing & Technology
Marketing Solution
chatbot

마케팅 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발견하고,
광고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Clients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Marketing Insight
Marketing News Curation, Open Ads
Marketing Trends & Strategy Contents, Adzoom

복잡해지는 디지털 마케팅시장에서
Clients의 이해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핵심 정보와
각 종 트렌드를 한번에 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큐레이팅하고 공유합니다.

Business Area

Who we are 

NHN AD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솔루션, 

플랫폼, 광고주서비스를 직접 개발, 제휴하여

질 높은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색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SNS, TV CF,

옥외광고, 콘텐츠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latform Service
Media Ad platform Business, Samsung Health & L.point & LG Pay
Marketer Service platform, dotda

Clients의 광고를 ‘대행’만 하기보다, 더 가까이서 Clients와
Clients의 고객을 연결시키고자 직접 광고 상품을 연구하고 제휴 개발해 직접 광고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Clients와 누구보다 ‘잘’소통해야하는 마케터와 Clients를 위해 연결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reative
Concept & Design
UI/UX

획일화된 ‘광고’형 소재를 지양하고,
Clients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컨셉과 크리에이티브를 기획하고,
제안합니다.

New Business
Media Commerce, SADA

소비자 마켓과 미디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NHN AD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커머스와 콘텐츠를 하나의 채널에 담아, 미디어로 전달하는 커머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 Area 4.

5.
6.

Who we are 

NHN AD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솔루션, 

플랫폼, 광고주서비스를 직접 개발, 제휴하여

질 높은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색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SNS, TV CF,

옥외광고, 콘텐츠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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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에게 최적의 통합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파트너사와 함께 협력합니다. 

NHN AD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크리테오 등

주요 매체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식 파트너사 입니다.

미디어공식파트너 네이버검색광고공식대행사
네이버쇼핑공식대행사

카카오검색광고공식대행사
카카오디스플레이광고공식대행사

페이스북마케팅파트너

크리테오공식대행사



Service / Utility

Fashion / Style

NHN AD는 Clients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E-commerce

Education / Jobs

Automobile

Financial

Health / Beauty

Entertainment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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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What we do
Integrated Marketing

Media Commerce

Marketing Technology *ADSSOM, More, PlaySNS,  ADD BOT

Platform Service – Samsung Health, L.point, LG Pay, dotda

Creative *Concept & Design, UI/UX

Marketing Insight – OpenAds, Adzoom

Affiliates Marketing



Integrated Marketing
Clients의비즈니스목표에따라데이터기반의통합마케팅서비스를제공합니다.

Search Ads Display Ads Mobile Ads

SNS Ads

Network Ads

Video Ads Shopping Ads OOH Ads

Awareness Interest Consideration Purchase Retention Advocacy



셀링 파트너쉽 구축 마케팅 채널 / 캠페인 운영커머스 콘텐츠 자체 제작 쇼핑 트렌드 큐레이션쇼핑큐레이션채널

잘 파는 마케터들이, 잘 사는 소비자들에게

어차피 할 소비, 더 현명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커머스와 콘텐츠를 하나의 채널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잘 삽니다. 사다.

Media Commerce



마케팅통합솔루션

ADSSOM
빅 데이터 분석, 실시간 대용량 처리, Intelligent

목표 관리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실현합니다.

Marketing & Technology



On-site
마케팅솔루션

more
More는 사이트 내 고객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Marketing Funnel 을 넓히고

새로운 구매 기회를 유도하는

On-site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패널

티커

Marketing & Technology



SNS 운영성과분석솔루션

PlaySNS

페이스북 페이지의 성과를 자동 수집,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소비자 반응을 손쉽게 확인해 효율적인 페이스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KPI 관리 및 보고서 간편 작성
KPI 달성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고 클릭 몇 번 만으로
표준화된 기간별 운영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타깃 분석
페이지가 보유한 팬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반응 실시간 수집
댓글, 공감, 공유 반응을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고
이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관리합니다.

Marketing & Technology



NHN AD
ADD BOT
자동화된 챗봇을 이용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동시에

채팅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페이스북 타겟팅에 활용 되어

광고주가 Marketing Goal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됩니다. 

자동화된
채팅 봇

마케팅
자동화

메신저
광고 솔루션

리드 데이터
확보

잠재고객
획득

광고 효율
최적화

Marketing & Technology



NHN AD만의

NATIVE AD
NHN AD는 삼성전자 ‘삼성 헬스’의 건강 콘텐츠 소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콘텐츠 피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맞춘 네이티브 광고를 기획 / 세일즈 하고 있습니다. 

건강 콘텐츠
파트너사 발굴

네이티브광고
영업 운영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개발

전문에디터의
광고콘텐츠 제작지원

Platform Services



NHN AD는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의 비지니스 모델 발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엘포인트 맞춤형 광고/ 콘텐츠 플랫폼을 기획 개발하여 앱 활성화 및 광고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맞는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맞춤광고
비즈니스모델 기획

자체 RTB 광고
플랫폼 제공

네이티브 광고
영업, 운영

앱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획 지원

Platform Services

NHN AD만의

맞춤형플랫폼기획/개발



NHN AD만의

미디어컨설팅
NHN AD는 LG전자 ‘LG페이’의 광고 영업 및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Media 컨설팅을 통해, 페이 서비스에 맞는 맞춤 광고 상품과

고도화된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논의하며

자사와 파트너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앱 스펙에 맞춘
광고 상품 기획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 영업 및 운영

시장 현황 및 트렌드를 반영한
광고 플랫폼 컨설팅

광고 효율을 고려한
통일된 광고 UI 구축



마케터의필수앱

닷다

마케팅 파트너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성향과 경험을 바탕으로 딱 맞는 마케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닷다입니다. 

6000여개
레퍼런스 검색

마케터의
포트폴리오 관리

지금 바로 닿을 수 있는
소통 채널

딱 맞는 파트너를 찾는
프로젝트 의뢰

마케터의 업무
성향 테스트(MATI)

Platform Services



비쥬얼, 브랜딩, 카피라이팅, 바이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의 브랜드를

심층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여 업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Concept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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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분석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 시장 현황, 이전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비쥬얼 아트&디자인

게임 광고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바이럴 콘텐츠

카피라이팅

브랜드 디자인

모션 그래픽 디자인

Concept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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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컨설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특성과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고객의 웹 경험을

더욱 좋게 만들고, 광고주가 원하는 전환까지

이끌 수 있는 웹사이트 전략을 제시합니다.

웹/모바일 컨설팅

UX 디자인

로그 데이터 분석

사이트 구축 전략

웹 접근성/개방성 체크

검색 엔진 최적화

웹 트렌드

리뉴얼 가이드

Concept 
& Design

C
re

a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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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큐레이션
오픈애즈

260여 개 광고 상품 정보, 광고 상품별 효율 데이터,

최신 마케팅 트렌드, 솔루션, 교육 프로그램 등

마케팅 성과 향상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모아 제공하는

자체 개발 마케팅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Marketing Insights



adzoom

Ad
Product

Media
Media
Issue

Trend/
Insight

Channel
Strategy

NHN AD는 수시로 변화하는 업계 트렌드를 읽고,

마케터와 에이전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트렌드를 고민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찾으면 없고,

알아두면 꿀팁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마켓 정보와 팁에 대한

콘텐츠 adzoom은 NHN AD의 마케팅 큐레이션 서비스

Open Ads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rketing Insights



게임 제작, 유통, 쇼핑,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업종의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 

관계사 마케팅을 통해

광고주의 목표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관계사
제휴마케팅

Affiliates Marketing



Reference
교육성공사례

여행성공사례

오픈마켓성공사례

화장품/뷰티성공사례



300%
이관 전 대비

회원가입 수 성장률

-50%
이관 전 대비

회원가입 CPA

x10
이관 전 대비
ROAS 성과

Strategy ✓ 이미지 중심에서 동영상 소재를 추가하여 소재 다양화, 텍스트 소재 테스트를 통해 노출 지면 개선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매 잠재고객’ 대상 ‘회원가입 전환’ 목표 캠페인을 진행하여 회원가입 수와 구매전환 성과 동시 개선

✓ 입점한 다양한 지역 상품 중심으로 키워드 확대 및 앱 기반 서비스로 모바일 중심 검색광고 캠페인 운영

Solutions 앱스플라이어 활용
① 일단위 Fraud 관리
② 오가닉&논오가닉 데이터 트렌드에 맞춰 매체 운영 전략 유동적으로 변경
③ 트래킹 파라미터 활용하여 정밀한 데이터 분석

Campaign
Summary

- 미디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애플
- 집행기간: 2019.08 ~ 2019.11

Status Quo 2019년 신규 런칭한 앱 기반 서비스로 높은 회원가입 당 단가 개선 필요

KPI 일 평균 회원가입수 1,000건 이상 (회원가입 CPA 5,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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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8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성장률

100%p
2018년 동기간 대비

ROAS 성과

Strategy ✓ 신규 방문 고객이 Mid Funnel을 거쳐 Lower Funnel을 통해 구매가 발생하도록 Full-Funnel 캠페인으로 재구성

✓ 다양한 소재 테스트 및 유저 반응도가 높은 여행 지역 단위의 소재 템플릿 구성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성과 개선

✓ 국가 별 성수기에 맞춰 입찰 및 광고게재 최적화

Solutions 구글 애널리틱스 확용
① 지원전환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체 기여도 기준의 미디어 믹스 구성

Campaign
Summary

- 미디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크리테오, 모비온
- 집행기간: 2019.01 ~ 2019.11

Status Quo 장기간 재방문 유저 중심의 리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여 업종 평균 대비 낮은 모수
일본여행 불매 관련 이슈로 사이트 유입 및 전환 성과 감소

KPI 동일한 예산으로 매출액 확대를 통해 ROAS 성과 개선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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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18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성장률

139%
2018년 동기간 대비

마케팅 예산

Strategy ✓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구글 스마트쇼핑캠페인 및 검색 리마케팅 등 신규 상품 발굴

✓ 분기/월/주 단위 판매상품 트렌드 자료를 활용하여 시즈널 이슈에 적극 대응

✓ 검색광고의 ‘입찰가중치’ 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 수 효율 운영

Solutions 광고주 커스텀 솔루션 활용
① 이탈율, 구매유저 등 추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찰 최적화
② 대량 키워드 관리를 위해 네이버, 다음의 전체 키워드풀 매칭 기능 강화
③ 필터기준 강화를 통해 형태소 단위의 키워드 관리 고도화

Campaign
Summary

- 미디어: 네이버, 카카오, 구글
- 집행기간: 2019.01 ~ 2019.11

Status Quo 한정된 매체 운영으로 새로운 매출 창출 필요

KPI ROAS 유지하며 매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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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9년 1분기 대비 3분기

매출액 성장률

30%p
2019년 1분기 대비 3분기

ROAS 성과

Strategy ✓ 제품 특성 별 광고 그룹핑 및 키워드 문안 매칭 최적화로 유입 확대

✓ 매월 브랜딩 목적의 키워드 선별하여 순위 조절

✓ 소재 내 프로모션 내용 적극 반영하여 고객 유입 증대

✓ 키워드 별 성과 확인을 통해 입찰가를 조절하며 불필요한 광고 비용 절감

Campaign
Summary

- 미디어: 네이버, 구글, 카카오, 크리테오, 바이럴
- 집행기간: 2019.01 ~ 2019.11

Status Quo 브랜드 인지도는 높으나 판매채널이 다양하여 자사몰의 가격경쟁력 부족

KPI ROAS 증가, 자사몰 고객 유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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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1분기 대비 3분기

전환당 단가



Contact 1800-0704
contact@nhnad.com
www.nhnad.com

Location NHN AD Corp. 
3F IDIS Tower, Pangyo-ro 344,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13493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