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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Guaranteed Marketing Agency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Creative, Innovation 전략으로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온라인종합광고대행사입니다. 
Risk를 최소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광고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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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KEENCOMMS 

기업명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장승웅 
 
설립일 2008. 2. 26 설립 
 
사업분야 종합 광고 대행,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광고 컨설팅 
 웹 에이전시, 모바일 에이전시, 신규 서비스 개발, 솔루션 개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빌딩 13층 
 
연락처 대표전화  02-2051-4578  |  팩스  02-2051-1399 
 
사이트 www.keencomms.com 
 
광고문의 klooh@keencomms.com 

http://www.keencomms.com/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전략본부, 제작본부, 경영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4개의 사업, 지원 본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본부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세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EO 

전략본부 제작본부 
리스크 
관리본부 

경영 
지원본부 

디자인, 코딩 
개발 파트 

광고전략, 컨텐츠, 운영기획 
 제휴기획, 모바일, 바이럴 
CRM 등 10개 파트 

총무, 회계  
경영 파트 

법무, 정보보안 
CS 파트 

BUSINESS DIV. SUPPORT DIV. 

신사업서비스팀 
특수채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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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효율에 의한 효율을 위한 광고 

Performance Guaranteed Marketing을 지향합니다.  
고객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광고를 통해 특정 행동을 취하고, 이로 인한 실적이 발생할 경우에만 광고비

를 지불하여 불필요한 광고 비용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광고의 효율을 보장해줍니다. 

BUSINESS 

100% 

PERCENT 

EF
FE

C
T 

광고 
비용 

광고 
실적 

CPE(Cost Per Effect) 

광고비용 대비 광고실적을 보장! 

효율에 의한 효율을 위한 진행 

ONE-STOP FULL SERVICE 

AD WEB MOBILE SOLUTION CS 

OUR BUSINESS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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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분석과 전략을 통해 광고주에게 가장 

적합한 1:1 맞춤형 광고 마케팅 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시장동향, 광고방식, 매체, 지면들을 체크하고 효율을 분석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광

고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COMPETITIVE 

       주요포털 및 오픈마켓, 온라인매체의 

전략적 제휴 

- 네이트, G마켓, 11번가, 옥션, Google, 

다음, 네이버 등 온라인매체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고객 접점 확대 

 - 이마트, GS칼텍스, 홈플러스 

 영수증/응모권 프로모션, 매장 POP 진행 

 

      확보된 고객DB를 Activation 하기 위

해서 자체 운영사이트인 보너스365와 

프리미엄메일에서 고객 CRM활동 진행  

- 모바일쿠폰, 무료문자, 경품제공을 통한 

고객 Benefit 제공 

 

      자체 고객센터 운영으로 광고주의 위험

요소 최소화 

 - 프로모션 진행부터 고객관리까지 가능 

COMPETITIVE POWER 

New value  
Creator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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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CPA 

CPM 

CPC 

•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       

    언론사, 오픈마켓 광고 진행 

• 회원가입, 상품판매, 프로모션 

• 기획부터 진행, 정산까지 One-Stop진행 

• ROI 분석 & 전략적 캠페인 진행 

• Coverage/CTR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Media Relationship  

• 통합 Keyword AD 진행으로 실질적인 

    Performance 확보 

•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경쟁력확보  

CRM 

COOPERATION 

•프로모션을통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Active 1500만 회원 DB를 활용한  

    E-Mail 광고 및 TM광고 

• 꾸준한 고객관리를 통한 충성도 확보 

Synergy effect on Winning strategy plans   
of  Aggressive Tactics 

•Marketing Goal을 위한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협업모델 구축 

• 이마트, GS칼텍스, 홈플러스 등 유통망을  

    통한 Cross media 마케팅 진행 

5C  SYSYEM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만의 특화된 5C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C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식으로 기획부터 진행, 정산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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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주요 고객을 소개합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통한 Long-term Partnership이 열심히커뮤니케이션 광고의 장점입니다.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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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서 광고 진행 시 효과는 아무나 따라

올 수 없습니다. 
장기간 효율적 광고 집행에 따른 광고 실적과 수익의 극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PORTFOLIO 

* 동양생명 ( 2008.02 ~ 2014. on going ) 

- 생명보험사 ‘동양생명’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참여 : 16,100,000 명 

- 동양생명 실속암, 상해보험, 저축보험 등 상품광고 
참여 : 13,000 명 
 

* SK브로드밴드 ( 2012.09 ~ 2014. on going ) 

-  인터넷 통신업체 ‘SK브로드밴드’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150,000 명 

 

* 신한생명 ( 2008.02 ~ 2014. on going ) 

- 생명보험사 ‘신한생명’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700,000 명 

 

* KT ( 2008.02 ~ 2013.08 ) 

- 통신서비스 ‘KT” 상품판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참여 : 50,000 명 

 

* 엠엔서비스 ( 2012.09 ~ 2013.12 ) 

- 무료 APP 다운로드 프로모션 

참여 : 1,000,000 명 

 

* GROUPON ( 2011.03 ~ 2012.12 ) 

- 소셜커머스 ‘그루폰’ 온라인 광고대행 

  네이버, 다음, GDN,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20여개,     

  EDM(이메일 광고) 

A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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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라이나생명 ( 2012.09 ~ 2014. on going ) 

-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330,000 명 

 

*  LUSH ( 2008.02 ~ 2014. on going ) 

- 영국 코스메틱 ‘러쉬’ 회원가입 및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90,000 명 

- 홈페이지 리뉴얼 및 바이럴 마케팅 

 

* SKT ( 2008.02 ~ 2010. 06 ) 

- 유무선 통신서비스 ‘SK텔레콤’ 상품판매 프로모션 

참여 : 220,000 명 

 

* CJ뉴트라 ( 2008.02 ~ 2008. 06) 

-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CJ뉴트라’ 회원가입 프로모션 

참여 : 110,000 명 

 

* 동부화재 ( 2011.02 ~ 2014. on going ) 

- 화재보험사 ‘동부화재’ 운전자/간병/암 등 보험 상품광고 

참여 : 200,000 명 

* 동부화재 ( 2012.08 ~ 2014. on going ) 

- 화재보험사 ‘동부화재’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330,000 명 

 

* 모카월렛 ( 2012.09 ~ 2013. 01 ) 

-  모바일 어플 ‘KT 모카월렛’ 다운로드 이벤트, 광고대행 

참여 : 350,000 명 

 

* 삼성화재 다이렉트 ( 2012.05 ~ 2014. on going ) 

- 화재보험사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광고 

참여 : 70,000 명 

 

* 라이나생명 ( 2010.03 ~ 2014. 03) 

-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 치아/암 보험 상품광고 

참여 : 80,000 명 

 

* 우리아비바생명 ( 2008.02 ~ 2012.11 ) 

- 생명보험사 ‘우리아비바생명’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2,400,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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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흥국화재/생명 ( 2008.02 ~ 2011. 03 ) 

- ‘흥국’ 화재/생명보험사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1,850,000 명 

 

* AIA생명 ( 2011.10 ~ 2014. on going ) 

- 생명보험사 ‘AIA생명’ 암/건강/치아 등 보험 상품광고 

참여 : 200,000 명 

 

* 교보생명 ( 2008.02 ~ 2014. on going ) 

- 생명보험사 ‘교보생명’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1,670,000 명 

 

* 예다함 ( 2012.03 ~ 2014. on going ) 

- 상조회사 ‘The-K예다함상조’ 상품광고 프로모션 

참여 : 11,000 명 

 

* ZOOMONY ( 2012.10 ~ 2013. 01 ) 

- KT 모바일 APP ‘ZOOMONEY’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 : 6,000 명 

 

* KDB생명(구 금호생명) ( 2008.02 ~ 2012. 01 ) 

- 생명보험사 ‘(구)금호생명’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660,000 명 

 

*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 2008.02 ~ 2008. 04 ) 

-손해보험사 ‘(구)대한화재’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710,000 명 

 

* 드림라인 ( 2008.02 ~ 2010. 02 ) 

- 인터넷 서비스 ‘드림라인’ 부가서비스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 60,000 명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광고는 높은 참여율과 수익을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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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진행하는 총 8가지 광고 마케팅 방

법을 소개합니다.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수익 증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AD 

배너광고 
단기간 브랜딩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광고 

배너광고는 그래픽 이미지나 플래시, 동영상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방식으로 시각적

인 주목도가 높으며, 단기간 내 홍보 효과 및 고객 유입이 뛰어나 브랜딩과 이벤트홍보에 최적

화된 광고 상품입니다. 

CUSTOMER 

Other Web Site 

A B 

Other Web Site 

A 

제휴 사이트 유입 제휴 사이트의  
노출된 배너 클릭 

B 
A 

Promotion Page 

A 

광고주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이동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DISPLAY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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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이메일광고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광고를 발송 

이메일광고는 광고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타겟 대상에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

으며 타겟의 성향에 맞는 광고를 발송하여 고객 참여 및 판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상품 

입니다. 이벤트를 이용한 회원 확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때 이메일 광고를 사용하면 효과적

입니다. 

E-MAIL AD 

타겟분석 및 선정 

TARGET 

A B 

AD E-Mail 

메일폼 제작, 발송 고객 메일 확인 

Promotion Page 

A 

광고주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이동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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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네트워크광고 
전환 없이 떠난 고객을 다시 재방문, 구매 유도 

네트워크광고는 광범위한 제휴 네트워크의 광고 영역에 광고 목적에 따른 세분화된 타겟을 대

상으로 텍스트,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을 활용하여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고객의 기억에 오래 

남고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로 유입이 높은 광고 입니다. 

NETWORK AD 

CUSTOMER 

Your Web Site 

A B 

Other Web Site 

A 
A 

Your Web Site 

A 
A 

광고주 사이트  
1차 유입 (태그 삽입)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 이동 

맞춤형 광고 노출  
배너 클릭 

광고주 사이트  
2차 유입 (구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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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모바일광고 
PC보다 더 높은 도달율 및 제약 없는 광고 

모바일광고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특정 타겟 대상의 개인 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형

태의 음성, 문자, 동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이용, 고객과 가장 밀접하게 1:1 광고를 진핼 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MOBILE AD 

CUSTOMER 

모바일 접속 
일 5~6회  

모바일 웹사이트, 
APP 접속 

모바일 광고  
소재 클릭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A APP A 
A 

전화/앱다운로드 
앱실행/웹실행  

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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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검색광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타겟팅 

검색광고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결과페이지에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방식으로 키워드광고로도 불리며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고객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는 타겟팅 광고 상품입니다. 

SEARCH AD 

CUSTOMER 

Portal Site 

Keyword 

고객의 키워드 검색 

Portal Site 

키워드 검색 
결과 클릭  

keyword 

Promotion Page 

A 

광고주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이동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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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바이럴광고 
거부감 없는 컨텐츠 확산으로 브랜딩에 탁월 

바이럴(Viral)광고란 바이러스(Virus)처럼 번진다는 의미로 개인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하여 개

인과 개인간 소통하는 양방향성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친밀하게 다가가고 쉽게 공유하고 정보

를 알릴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VIRAL AD 

SUPPORTER 

Blog, Café, SNS 

A B 
Blog, Café, SNS 

A 

바이럴 컨텐츠  
작성 및 알림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 사이트에 
노출된 배너 클릭 

B 
A 

Promotion Page 

A 

광고주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이동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Content 

광고 상품 
컨텐츠 제공 

CUSTOMER 

고객에게 
컨텐츠 확산 

ADVERT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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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오프라인광고 
오프라인의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 

오프라인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목적과 상품에 따라 광고 지역 및 광고 방식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영수증 및 쿠폰에 이벤트 내용을 게재 후 오

프라인 고객을 온라인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OFFLINE AD 

CUSTOMER 

오프라인 
영수증, 쿠폰, 신문 
인쇄물 습득 

Promotion Page 

A 

온라인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이동 

고객 반응(Action) 
구매/신청 전환 

Paper, Coupon 

A B A B 

Paper, Coupon 

인쇄물 내 광고, 
이벤트 내용 확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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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기사형광고 
신뢰가 높고 파급력이 큰 정보성 광고 

광고(Advertisement)와 논설(Editorial)의 합성어인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은 기사형 광

고를 의미하며, 인터넷 이용자 중 80% 이상이 인터넷 뉴스를 구독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형태 

보다 신뢰도와 정확성, 파급력이 높아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에서 선호하는 광고 상품 입니다. 

ADVERTORIAL AD 

JOURNALIST 

Article 

A 

기사 작성, 검토 
배포 확정 

Content 

광고 상품 
컨텐츠 제공 

ADVERTISER 

B News 
A News 

A 

신문사 기사 배포 고객 반응(Action) 
인지/검색/클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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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하면 1등인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하세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광고의뢰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하여 항상 귀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ONTACT U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빌딩 13층 
 
TEL ) 02-2051-4578 
 
FAX) 02-2051-1399 

Info 

COMPANY 

      도보 

버스정류소 도보 1분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삼성역 5번 출구 도보 12분 

      버스 

포스코건너편 (23-217)  

N13, N61, 146, 333, 341, 360, 740 

4434 

1100, 1700, 2000, 7007, 9414 

8001 

    지하철 

2호선(삼성) 

2호선(선릉) 

        분당선(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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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는 것은, 
                            

                  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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