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참신한 감각이 공존하는
미디어 광고대행사

광고 제안서

1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쓴 한 줄의 카피가 보여 져야 한다
이디엘 엔터프라이즈
이디엘 엔터프라이즈는 오랜 노하우와 젊고 참신한 감각이 공존하는 감각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미디어 광고대행사입니다. 언론매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광고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랩사인
이디엘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미디어의 배너를 포털로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통해 광고주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주)이디엘 엔터프라이즈
설립일 : 2017. 06. 29
사업자등록번호 : 112-81-54244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0-5 명빌딩 7층

미디어의 배너광고는 물론, 보도자료 광고,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타업체와 차별화되는 디자인과

대표번호 : 02-2602-0191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마케팅을 제안하고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 www.ed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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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엘 엔터프라이즈

사업구조도

대표

마케팅
본부

미디어
제휴본부
기획본부

인쇄프린팅
본부

이디엘 엔터프라이즈는 5개의 사업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고의 마케팅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상사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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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인가? (1)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장점
•이디엘 엔터프라이즈는 뛰어난 광고 마케터를 통해 전문적인 광고 운영과 광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노출수(트래픽1), 클릭수2, 유입수3를 통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며, 관리 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인 광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버 카운트 조작, 거짓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으로 광고 효율을 속이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만 광고주에게 제공해 신뢰도 높은 광고 진행을
약속합니다.
•본사 디자인 팀을 통해 광고주별 맞춤형 배너, 랜딩페이지 제작으로 효율성있는 광고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휴 매체를 통해 광고 운영 시 뛰어난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미디어 광고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인
광고관리

1 트래픽 :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양을 말하는데 이미지 베너, 광고형 텍스트 등이 노출되는 횟수를 말한다.
2 클릭수 : 노출된 광고를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입수 : 랜딩페이지, 후팝업 등을 통해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매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제휴매체를 통한
높은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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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인가? (2)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

주목성이 높은 곳에
광고가 위치
언론 매체 페이지에서 주목성이 가장 높은 곳에 텍스트와
이미지 형태로 광고가 노출됩니다.

전환율과
CTR이 우수
주목도가 뛰어난 곳에 광고가
위치하고 있어, 구매전환율 및
노출대비 클릭비율인
1

CTR 이 매우 우수합니다.

1 CTR : 노출대비 클릭을 비율로 나눈 것이다.
2 CPP :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CPC : 클릭당 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CPM : 노출당 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량노출,
다량의
클릭 확보
CPP2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대량노출,
다량의 클릭 확보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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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진행 프로세스
02

상담
01

신청서 작성
광고일정, 광고
타겟 범위, 광고
집행 내용을
확인 후 입금

담당자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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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03

디자인 시안
확정
광고 디자인 및
시안 확인 및
수정작업

디자인소스
제공

광고 진행 내용에
대한 협의

신청서

광고 제작용
디자인 소스 전달
및 컨셉

광고 진행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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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완료
매체를 통해
일정별 광고 집행

본광고 진행

디자인 시안

캠페인 및
매체 선택 후
광고 진행

이디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철저한 데이터 분석 및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신뢰도 높은 광고를 진행합니다.
» 광고주별 맞춤 디자인을 통해 광고효과를 증대시켜 줍니다.
» 광고주에 적합한 패키지 구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리포트
07

광고 후
보고 리포트

집행 완료

광고 집행 후
데이터 및
리포트 제공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패키지
광고 패키지 ➊

미디어 랩 서비스
광고 패키지 ➋

보도자료 홍보 서비스
광고 패키지 ➌

콘텐츠(PPL) 마케팅 서비스
광고 패키지 ➍

소셜(SNS) 마케팅 서비스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패키지 ➊

미디어 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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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랜딩페이지

80여개의 언론 매체와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된 광고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6,000만 트래픽, 하루 200만
뷰(View)를 보장합니다.
매체의 고정 광고 영역에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 광고카피, 배너
이미지, 동영상 배너 등으로 광고주의 서비스(상품)을 노출시켜, 광고주의
판매 사이트나 광고주가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가망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D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➋ 상품판매사이트 직접 유입

➌ 가망고객 데이터 베이스 확보
➊ 클릭시 판매
사이트로 직접 유입

➊ 클릭시
랜딩페이지로 유입

➊ 언론사 온라인 페이지

미디어 랩 서비스 광고진행 흐름도

미디어 랩 서비스

언론사 온라인 페이지 노출(웹)
하루 평균 2,000,000만(최소 1,000,000만)의 노출을 하고 있으며
제휴 매체의 기사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배너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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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랩 서비스

언론사 온라인 페이지 노출(모바일)
하루 평균 2,000,000만(최소 1,000,000만)의 노출을 하고 있으며
제휴 매체의 기사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배너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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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랩 서비스

언론사 온라인 페이지 노출-랜딩페이지
검색엔진, 광고 등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유저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랜딩페이지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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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랜딩페이지는 배너의 주제와 정보를 기사형태 또는 이벤트형태의 페이지로 제작하여 광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상담 및 기록), 구매 페이지 또는 본사 페이지로 이동시켜 전환율을 높여 줍니다.

※ 랜딩페이지는 크게 뉴스나 카페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성 랜딩페이지, 페이지가 광고로 만들어지는
광고성 랜딩페이지, 이벤트를 보여주는 이벤트성
랜딩페이지로 나뉘어진다.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패키지 ➋

보도자료 홍보 서비스

웹사이트 유입

기업의 제품·행사·인물·이슈·각종 이벤트 등 홍보를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알리고 싶은 기업의 소식을 뉴스로
작성해 홍보해 보세요. 뉴스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다시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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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보도자료의 배너 영역에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연락처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시
웹사이트로 유입

본사 보도자료 서비스의 특징
» 기자 출신의 전문 편집자가 보도자료를 뉴스로 가치 있게 편집 수정합니다.
» 언론사를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에 노출되고
이를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보도자료에는 광고주의 연락처를 직접 노출할 수 없었지만,
본사는 보도자료 노출 시 기사의 보도자료 영역에 광고주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가능)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패키지 ➌

콘텐츠(PPL)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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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콘텐츠’입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높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상품·이슈·행사 등의 정보를
담아 노출할 때 거부감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카드뉴스, 포토뉴스,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좋아할 콘텐츠를 제작, 자체 보유하고 있는 언론매체와 제휴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 노출(포털 사이트 검색 가능)

▴

기업상품
스토리

▴ 매체를 통한 노출

▴ 카드뉴스, 포토뉴스로 제작

이디엘 엔터프라이즈의 광고 패키지 ➍

소셜(SNS) 마케팅 서비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SNS가 회사의 또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브랜드(Brand)를 소개하고 우호적인 팬을 확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본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업체 분석을 통해 광고주만의 SNS 아이덴티티를 제안합니다.
단지 팔로워나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를 높이는데서 벗어나 실제 광고주의 브랜드에 팬이 될 수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고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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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0-5 명빌딩 7층
대표번호 02-2602-0191
팩스 02-322-0466
홈페이지 www.edl.co.kr
이메일 edl@ed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