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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NHN A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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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2 깊게 고민하고 
쉽게 전달합니다.

3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합니다.

4 좋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5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합니다.

7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8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We’re
Delivering
Happiness



법인명 엔에이치엔애드(주)

설립년월 2014년 7월

대표이사 심도섭

자본금 4억원

직원수 110명 (2017년 11월 기준)

사업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아이디스타워 3층

사업영역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광고 대행, 광고 상품개발, 솔루션 구축)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Client와 고객을 이어주는 곳,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NHN AD. 복잡해진 디지털 마케팅 

시장만큼 Client가 당면한 과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NHN AD는 Client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Who We Are

We do
Digital
Marketing
Service



History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애드(주) 창립 카카오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크리테오 공식대행사 선정

네이트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Adssom 애드썸 광고 솔루션 개발

마케팅 정보 포털  
OpenAds 오픈애즈 론칭

삼성S헬스(现삼성헬스) App 
네이티브 광고상품 론칭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Tech&Solution 부문 우수상 수상

엔에이치엔애드(주)로 사명 변경

웹어워드 수상 
•광고/프로모션 부문(제품프로모션)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전문정보)

사옥이전(판교 삼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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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마케팅 
전문가 집단
NHN AD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광고주의 캠페인에 따라 다양한 협업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경영지원 기획

통합 광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컨설팅

재무관리팀 

조직관리팀

기획팀 

서비스기획팀

화이팀 

캡팀 

원더랜드팀 

어니스트팀 

어벤져스팀 

캠페인지원팀

B&P팀 

IM팀 

미디어솔루션팀

플레이R&D팀 

디자인팀 

UI/UX팀



Business Area

디지털 통합 
마케팅 서비스
NHN AD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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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상품을 제공합니다.

마케팅 서비스 스페셜 서비스

서비스기획 모바일광고

미디어제휴 동영상광고

기업제휴 검색광고

솔루션개발 배너광고

플랫폼개발제휴 소셜마케팅

4대 전통 매체광고 …

마케팅포탈 오픈애즈

마케팅솔루션 애드썸

UI/UX 컨설팅

크리에이티브&디자인



Process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4 STEP (현황분석 ▸ 목표설정 ▸ 광고운영 ▸ 효율분석) 
프로세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고운영 분석 
•미디어 분석 
•경쟁사 분석 
•목표대비 효율 분석 
•전략 분석

•목표 단계 세분화 
•운영 계획 수립

•매체별 운영 
•운영 이슈 파악

•매체 효율 
•타겟 효율 
•타임 효율 
•예산 효율 
•소재 분석 
•사이트 분석

STEP 1 

현황분석
STEP 3 

광고운영
STEP 2 

목표설정
STEP 4 

효율분석



Partners

NHN AD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Services Solution - Adssom
Marketing Portal - Open Ads
Native AD - Samsung Health
SNS Marketing
UI/UX Consulting
Creative&Design
Collaboration



Solution

마케팅 
통합 솔루션 
애드썸
빅 데이터 분석, 실시간 대용량 처리, Intelligent 

목표 관리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실현합니다.

빅데이터 
인사이트

목표 기반 
자동 입찰

쇼핑 
검색 광고 분석 템플릿 리포트Analytics 인공지능 분석 실시간 

대용량 처리
실시간 

알림/스케줄러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adssom.co.kr


Marketing Portal

마케팅 
정보 큐레이션 
오픈애즈
260여 개 광고 상품 정보, 광고 상품별 효율 데이터, 

최신 마케팅 트렌드, 솔루션, 매체 믹스 자동화 서비스 등 

마케팅 성과 향상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모아 제공하는 

자체 개발 마케팅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바로가기

260여 개의 
광고 상품 정보

광고 상품별 
효율 데이터

국내/외 
최신 마케팅 트렌드

포트폴리오 
(매체 믹스 자동화)

광고 운영/분석 
솔루션

http://www.openads.co.kr/


Native AD

NHN AD만의 
네이티브 광고 
삼성헬스
NHN AD는 삼성전자 ‘삼성 헬스’ 어플리케이션과 

네이티브 광고 플랫폼 개발/제휴 사업을 통해 

NHN AD만의 자체 네이티브 광고 매체를 보유, 

자사와 광고주의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뉴스 탭 
광고상품 오픈

독보적 
사용자 수 보유

1주일 100만 노출 
보장형 콘텐츠

신뢰도 높은 
광고 콘텐츠

서비스 바로가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c.android.app.shealth


SNS Marketing

소셜미디어 
마케팅
원하는 콘텐츠를 타겟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셜미디어 콘텐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 바이럴 콘텐츠(카페/파워블로거/인플루엔서/MCN 제휴)   

• 동영상 콘텐츠(브랜딩 & 바이럴 영상 제작)

광고주의 이슈와 니즈 파악

광고주의 타겟 분석 및 타겟 운영 방향 아이데이션

스토리라인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취재, 촬영, 편집에서 카피라이팅까지  

전 과정 참여하여 제작 진행

콘텐츠 노출 및 확산 증가를 통해, 
반응률 증대를 목적으로 한 퍼포먼스 마케팅 병행



UI/UX Consulting

UI/UX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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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하고 비교하고

담아두고 결정하고

채널 안에서 전환이 결정유입

전환광고

서비스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uiux_lab


비쥬얼 아트& 
디자인 카피라이팅 게임 광고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모션 그래픽 디자인 …

Creative&Design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제작
비쥬얼, 브랜딩, 카피라이팅, 바이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의 브랜드를 

심층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여 업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 비쥬얼 아트&디자인 

• 게임 광고 디자인 

•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 바이럴 콘텐츠 

• 카피라이팅 

• 브랜드 디자인 

• 모션 그래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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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타를 토대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Collaboration

관계사 
제휴 마케팅
게임 제작, 유통, 쇼핑,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업종의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 관계사 마케팅을 통해 광고주의 

목표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페이코 
결제는 간편하게, 할인은 강력하게, 

적립은 똑똑하게

한게임 
게임 포털, 모바일 게임 등

가방팝 
가방전문쇼핑몰 분야 7년 연속 1위 가방팝

1300K 
1300K NO.1 감성 디자인 쇼핑몰

1200M 
1200M 리빙 인테리어의 모든 것

아웃도어스토리 
자연 친화적인 토털 아웃도어 기업

벅스 
음원 제공 서비스

코미코 
어디서든 펼쳐지는 나만의 만화 세상

핑크다이어리 
생리, 피임, 배란, 임신 체크를 한 번에!

티겟링크 
티겟 예매 서비스

토스트 
클라우드, 협업 툴 등의 IT 솔루션

에이스카운터 
맞춤형 웹분석 솔루션

유니원 
교육기관 관리부터 
학부모님과의 소통까지

인크루트 
채용, 면접, 알바, 입사지원까지

고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Works Search AD
Display AD
Performance AD
UI/UX Consulting
Creative



ROAS 증대 필요

ROAS 개선

•ADSSOM 사이트 내재화 
•광고주 특성상 매출 보안 필요 ▸ 이를 위해 솔루션 내재화 ▸ 광고주를 위한 솔루션 운영

•광고상품 기능 적극 활용 
•다음 카카오 ‘확장검색’ ▸ 450만개의 방대한 키워드 분석(비효율,세부K) ▸ 
‘확장검색’ 전략운영으로 기존보다 낮은 CPC로 노출량 확보

235%p ROAS 증가

현황분석 전략 1 전략 2 결과목표설정

참고) 광고 성과 측정 기준 

2017년 8월 대비 11월 성과

현황분석

목표설정

전략 1

전략 2

결과

Search AD

오픈마켓 A사 
광고캠페인
광고주 Needs에 맞춰 솔루션 내재화 시켰고, 
최적화된 솔루션 활용으로 ROAS를 

개선하였습니다.



Search AD

종합쇼핑몰 B사 
광고캠페인
고도화된 매체 운영 전략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전체 유입 확대 및 회원가입 증대 시켰습니다.

•매체별 운영 효율 개선 필요 

•전체 유입 증대 필요 

•앱 실사용자 유입 증대 필요

•사이트 유입 확대 
•회원가입 증대 
•매출효과(ROAS) 개선

•키워드 최적화 ▸ 효율/비효율 키워드 필터링 ▸ 활용 가능한 키워드 풀 확보 
•키워드별 회원가입 효율에 따른 운영

•매체 구조 변경 ▸ 매체별 유입/회원가입 최적화 
•매체별 매출효과(ROAS) 분석 ▸ ROAS효율 높은 기획전 중심의 매체 운영

•기존 대비 회원가입 수 157%증가(신규회원가입 200%증가) 
•자연유입 제외 최초 실행 82%달성(앱 실사용자▲) 
•ROAS 40% 개선

현황분석 전략 1 전략 2 결과목표설정

참고) 광고 성과 측정 기준 

2017년 8월 대비 11월 성과

현황분석

목표설정

전략 1

전략 2

결과



•기존 브랜딩 중심의 브랜드 운영에 변화필요 

•E-Commerce 보유 브랜드의 매출 전환 증대 

•Non-Ecommerce 브랜드의 브랜딩 강화필요

•노출 및 유입 증대 
•브랜드별 ROAS 상승 
•전환비용 개선(CPC 최적화)

•주요 키워드 쿼리 추이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트렌드 키워드별 T&D 효율 테스트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계열사 브랜드 별로 동일 업종에 따른 중복 키워드 입찰 관리

•맞춤형 솔루션 ‘트렌디 리포트 구현’ 
•GA툴을 통해 고객 반응률 실시간 모니터링 
•카테고리별 효율 분석 ▸ 필터링 된 카테고리 중심으로 키워드 확장 운영 및 경쟁적 입찰 진행

•E-Commerce 보유 브랜드 ROAS 44.6% 개선 
•Non-Ecommerce 브랜드 노출 및 유입 증가 
•브랜드별 검색쿼리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적 개선

현황분석 전략 1 전략 2 결과목표설정

참고) 광고 성과 측정 기준 

2016년 10월 대비 2017년 2월 성과

현황분석

목표설정

전략 1

전략 2

결과

Search AD

화장품/뷰티 C사 
광고캠페인
여러 브랜드를 보유한 뷰티 광고주에게 
브랜드별로 적절한 KPI 제시와 각 브랜드에 맞는 

운영 전략을 통해 브랜드별 ROAS 개선을 
하였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딜/쿠폰별 캠페인 구성과 광고비 효율 관리 필요

•검색 순유입자수 확대 
•매출거래량 증대

•집중 운영하고 있는 ‘주력딜/오픈딜＇캠페인 별 키워드 관리 운영프로세스 개선 
•이슈상품 매출 확대 유도 
•상품 카테고리 기준 별 입찰 현황 모니터링 ▸ 고매출 카테고리 입찰 전략

모바일 매체 집행전략 재설정 ▸ 디바이스별 키워드 효율 분석 ▸ 
디바이스별 CPC 목표 재설정 ▸ 전체 평균 CPC 절감 ▸ 예산 최적화

•UV(순유입자)건당 비용 10원 이상 개선 
•매출액 54% 성장 
•ROAS 703% 개선

현황분석 전략 1 전략 2 결과목표설정

참고) 광고 성과 측정 기준 

2016년 대비 2017년 성과

현황분석

목표설정

전략 1

전략 2

결과

Search AD

소셜커머스 D사 
광고캠페인
디바이스별 운영 전략으로 
각 목표 달성 매출액 증대 및 ROAS를 

개선하였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필요

비대면 계좌 개설수 확다

現인지도가 낮은 광고주의 특성상 관심 유도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및 이벤트 기획 ▸ 신규 계좌개설 확보를 위한 이벤트 페이지로 랜딩 유도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대표 키워드 추출 
•키워드 집중 관리로 상위 노출 유지 ▸ 브랜드 지속적 노출로 인지도 상승

•신규 계좌개설수 128% 증가 
•브랜드 인지도 P 상승

현황분석 전략 1 전략 2 결과목표설정

참고) 광고 성과 측정 기준 

2016년 11월 대비 2017년 11월 성과

현황분석

목표설정

전략 1

전략 2

결과

Display AD

금융/보험 E사 
광고캠페인
프로모션, 전략 키워드 관리, 
매체별 차별화 운영을 통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구글 디스플레인 네트워크(GDN)과 페이스북 중심 운영을 통해 지속적 

전환 분석 ▸ 전환 CPA 단가 기준으로 매체 선별 ▸ 매체별 운영 최적화
전략 3

전략 3



UI/UX Consulting

줌펀드 
UI/UX 컨설팅
줌펀드는 KTB 신용정보의 P2P 금융 서비스입니다. 
P2P 금융시장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줌펀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회원가입과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UI/UX Consulting

갤러리아면세점 
UI/UX 컨설팅
한화 갤러리아가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온라인 커머스 채널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 컨설팅입니다. 

단계별 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갤러리아면세점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Creative

빗썸 
광고캠페인
네트워크광고, 모바일광고



Creative

렐릭:신의노래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모바일광고, 영상, 로고



Creative

영웅대작전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모바일광고, 영상, 로고



Creative

올킬:죽여주는액션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모바일광고, 영상, 로고



Creative

네슬레 
퓨어라이프
소셜 컨텐츠



Creative

롯데마트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KTB투자증권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네모닉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디스플레이광고, 영상



Creative

프로야구 
레전드라인업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디스플레이광고, 영상



Creative

위드:하늘의전쟁 
광고캠페인
로고,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줌펀드 
광고캠페인
모바일광고,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프리스타일2: 
플라잉 덩크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전장의날개 시즌2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모바일광고, 영상



Creative

NHN엔터테인먼트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영상



Creative

두닷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Creative

싱가포르항공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모바일광고



Creative

NS홈쇼핑 
광고캠페인
모바일광고,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티켓베이 
광고캠페인
지하철광고, 모바일광고



Creative

다방 
광고캠페인
모바일광고, 디스플레이광고



Creative

진삼국난무 
광고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디스플레이광고, 영상



Creative

페이코 
광고캠페인
야구장광고, 영상



Creative

코미코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지하철광고



Creative

리바이스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Creative

요기요 
광고캠페인
디스플레이광고, 모바일광고



We’re
Delivering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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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704(ARS)
nhnad@nhnent.com
www.nhnad.co.kr

mailto:nhnad@nhnent.com
http://www.nhn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