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ompany
profile



contents

introduction
03

about
08

service
12

process
14

introduction

트렌드는 급변합니다.

광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도처럼 예측이 어렵습니다. 

큰 파동의 변화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당신에게 저희 애드

서프는 Big Wave가 위기가 아닌 성공의 파도가 되어 희망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서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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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는 급변합니다.

광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도처럼 예측이 어렵습니다. 큰 

파동의 변화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당신에게 저희 

애드서프는 Big Wave가 위기가 아닌 성공의 파도가 되어 

희망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서핑해드

리겠습니다.

드디어 검색광고를 혼자 제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블로그로 마케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니,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핫하다고 합니다. 사업

하기도 바쁜데, 급변하는 광고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광고주 said,

애드서프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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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저희 애드서프에는 CEO가 없습니다.

저희 애드서프에는 10년 이상의 분야별 

대표 서퍼들만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서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력으로 

당신 앞에 닥친 Big Wave를 Surfing해드리겠습니다.

1. Chief Surfer

2. Marketing Surfer

3. Design Surfer

4. Development Surfer

5. SNS Surfer

Chief
Surfer

Marketing
Surfer

Design
Surfer

Development
Surfer

SNS
Surfer



about C.I 

저희 ‘애드서프’(Ad Surf)는 급변하는 트렌드의 광고 물결 속에서 큰파동(Big wave)의 변화가 

올 때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력으로 대응하여, Client들의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광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다양한 업종의 퍼포먼스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의 기회를 위기가 아닌 성공으로 안전하게 Surfing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트렌드의 큰 변화 10년 이상의 경력

professionalbig wave

wave의 형태를 로고에 넣어 

surfer와 파동의 느낌을 냄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으로 서퍼의 느낌을 표현하여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옺

광고 트렌드의 큰 변화 10년 이상의 경력

professionalbig wave



about

우리 AD surfer는 이런 사람들,

a long time
오래

many
많은

various
다양하게



about

year
10

2000년 네이버 검색광고 출범과 함께 시작된 네이버 내부 조직에서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급변하는 트렌드의 파도를 

서프해왔습니다. 애드서퍼의 전문 서퍼들은 각자의 오랜 마케팅 경험을 통해 

축척된 인사이트로 당신의 광고에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주고 광고 효율은 극대화 

해줍니다. 

오래

client
3000

다양하게

다양한 업종별 3천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광고 

운영 노하우를 통해 당신의 비즈니스에 맞춤전략을 세워드립니다.

won
30billion

많은

누적 광고 취급액 300억 이상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소액광고부터 대규모 

캠페인까지 실제 집행한 리얼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문제점 분석 및 방향성 제시를 해드립니다.



consulting & service

Search Advertising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광고 대행을 통해 

애드서프만의 정교한 검색광고전략으로 

최고의 효율을 위한 디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Viral marketing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카테고리군의 체험단 또는 파워인플루엔서 

섭외를 통한 자연스러운 후기나 정보공유 

형식의 네이티브 방식의 광고를 통해 전환

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olution

전략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집행에 도움이 되는 

유료솔루션을 보다 합리적인 제휴가격으로 

제공하여, 전략 집행이 원활이 될 수 있습

니다.

Social media marketing

기획력있는 콘텐츠 + SNS 상호작용 마케팅 

컨텐츠를 기획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생성 

후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인터렉션 광고 마케팅입니다.

Branding

엣지있는 배너기획 및 제작 후 광범위한 

제휴 네트워크(언론사매체, 커뮤니티 등)를 

기반으로 마케팅 목표에 가장 최적화된 위치나 

매체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비용으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로 브랜딩을 완성합니다.

Analyst

에이스카운터, 구글 웹로그분석 전문가들이 

다년간의 로그분석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

로한 효율분석, 광고전반의 인사이트를 제공

합니다.



6 5789

work
flow

1
HIstory AnAlysIs t&D, ImAge, VIDeo Web sIte 

optImIzAtIon
meDIAmIx, 
ACCount settIng

2 3 4
기존 캠페인 분석 기반 광고 전략 도출 

광고 계정 및 리포트 열람 필요, 또는 

기존의 써드파티 솔루션 분석

외부 분석(SWOT 등) 기반 광고 

전략 도출 

브랜드 슬로건 및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도출, 크리에이티브 제작

분석 기반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선결과제

구글 애널리틱스/태그매니저 등 설치, 

단계별 핵심 가치에 대한 전환 설정 및 단

기적 KPI 수립

1,2,3 기반 캠페인 세팅 및 실행 

내/외부 분석 및 사전 세팅에 기반한 

애드서프만의 디지털마케팅 캠페인 세팅

reAl-tIme 
trAffIC AnAlysIs
실시간 성과 분석 

라이브 캠페인에 GA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통한 실시간 트래픽 분석

flexIble strAtegy

분석 결과 즉각 반영 

분석 결과 값을 토대로 캠페인 전략에 즉시 

반영(매체, 소재, 입찰전략 등)

performAnCe 
AnAlysIs
캠페인 성과 리뷰 

Short-term KPI 달성 여부 파악 및 시계에 

따른 전략 수립

serVICes&gooDs 
AnAlysIs

only 
ADsurf

only 
ADsurf

소비자 니즈 및 행동패턴 분석

온라인/모바일 웹사이트 내 소비자 행동 분

석 자료 제공

buIsIness 
groWtH HACkIng
중/장기적 KPI 수립 

디지털/온라인 범주를 넘어 브랜드 비즈                

니스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플

랜 제시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는 광고 분석과 실행까지인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광고 대행사는 여기에 실시간 성과 분석과 대처를 추가하여 7단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but,

소비자 니즈 및 행동패턴 분석과 

중/장기적인 KPI 수립인 9단계 미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work flow



조금은 남다른 광고전략

기본에 충실한 광고전략!

제일단순하지만, 기본기가 없는 마케터들이 많습니다. 

애드서프는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데이터에 입각하여 조금은 남다른 광고전략을 제안합니다.

기본기 다지기 “소통” 덜어내기 “디마케팅” 감이 아닌 “데이터”

광고 시작 전 광고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분히 소통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비 확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광고비를 덜어내어, 가망고객에게 집중 

노출하는 효율적인 디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감의 영역을 데이터로 채우는 AD Surfer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 실제 데이터에 기인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strategy



보통 client들이 보여주고자하는 광고와 소비자가 보고자하는( needs)는 다르다?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통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종에 대한 이해도를 

마케터가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해당업종의

 준전문가가 되어야합니다.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케팅 전략을 제시

- 소비자눈높이 마케팅

- 효율증대

communication
광고시작전 해당 업종의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strategy



광고비 대비 효과가 

정체된 느낌이신가요? 

광고비는 많이 나가는데 

광고효과는 감소중인가요?

어느정도 광고가 최적화와 개선을 반복하다보면 위와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광고비를 더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광고비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수있게

관련없는 타겟군을 지워가며 해당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광고비를 줄인다면, 

동일한 효과에 최대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demarketing
광고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지양하고 기존광고비의 쓸데없는 지출을 

감소시키고 효율나는 매체에 집중하여 효율증대

strategy



우리가 느끼는 사실이 실제로는 거짓일수 있으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전체의 데이터로 보았을때 거짓일수도 있습니다.

data-driven marketing
데이터에 입각한 마케팅

아직도 감으로 광고중이신가요?“

“

감의 영역을 데이터로 채우는 AD Surfer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

실제 데이터에 기인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strategy



운영기간 

4년차

운영내역

트로피/상패분야 업종 랭킹1위업체

네이버 전반운영및 다음광고 운영

운영기간 

7년

운영내역

IT 분야 쇼핑몰 부문/랭키닷컴 스마트폰 분야  

1위 기록

“매년 90만명 회원수, 150만의 방문자수기록,

900만 월페이지뷰달성”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 SA전반운영

다양한매체 운영집행

운영기간 

5년차

운영내역

검색 SA운영전반

네이버쇼핑검색광고운영

(2017년 쇼핑검색광고 취급액 1위)

DA광고 운영

2014년 신규오픈업체 관리후

2017년 인테리어소품 조명부분 3위

works
잡화, IT몰



운영기간 

7년차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브랜드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옐로모바일 인수전 전체 펜션분야 1위업체

SA광고 운영

works
숙박 업종



운영기간 

8년차

운영내역

랭키닷컴 부동산컨설팅 1위기록

SA &DA 운영전반

운영기간 

8년

운영내역

SA &DA 운영전반

works
부동산 업종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SA광고 운영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네이버 동영상 캠페인 운영

works
스포츠 업종



운영기간 

4년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네이버 동영상 캠페인 운영

운영기간 

3년

운영내역

바이럴집행

SA전반운영

체험단및 멀티매체 운영

works
스포츠 업종



운영기간 

6년

운영내역

검색 SA 운영전반 

운영기간 

6개월

운영내역

검색 SA 운영전반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비타민 하우스 비타민 전문몰에서 

vhmall 종합몰로 전환   

운영기간 

6개월

운영내역

검색 SA 운영전반 

works
식품 및 프렌차이즈 업종



운영기간 

2016.11~  현재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

카카오 키워드광고 운영

카카오스토리 및 sns운영 및 기획

DA광고 운영

앱타겟팅 광고 운영

운영기간 

1년6개월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

다음쇼핑박스

네이버쇼핑영

2015년 대비 광고효율 500%이상 상승

2015년 여성의류 20위 -> 

2017년 여성의류 랭키닷컴 12위

works
쇼핑몰 업종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 광고운영

다음 키워드광고운영

운영기간 

1년

운영내역

네이버 키워드 광고운영

다음 키워드광고운영

works
쇼핑몰 업종



운영기간 

5년

운영내역

SA광고운영전반 

운영기간 

4년

운영내역

SA광고운영전반 

운영기간 

4년

운영내역

SA광고운영전반   

운영기간 

4년

운영내역

시즌성 수강생모집캠페인 운영 

works
교육



운영기간 

3년

운영내역

전국 15개지점 

업종별 1위업체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산부인과부분대상업체

운영기간 

2년

운영내역

SA운영전반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works
병의원



운영기간 

4년차

운영내역

네이버 브랜드검색 캠페인 운영

네이버 SEO

네이버 파워컨텐츠 운영

운영기간 

5년차

운영내역

전)전국 최대규모비뇨기과 네트워크병원

네이버,다음, 구글 SA운영전반

DA캠페인운영

네이버 SEO

바이럴

works
병의원



운영기간 

4년차

운영내역

오픈시점부터 진행

전국네트워크 한의원 (단기간 지점수확

대!2011년오픈 전국 18개지점)

2018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2년연속수상

네이버,다음, 구글 SA운영전반

DA캠페인운영

네이버 SEO

바이럴

운영기간 

5년

운영내역

CPC와 모비온 MIX 집행으로 전환상승

works
병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