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적 Ad-tech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엠넷 솔루션 

· 국내특허 (4종) · 일본특허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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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 업계 최초 로그 분석 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 (2011) 
• 광고 분석 솔루션 관련 국내 외 특허 6건 보유 (국내 4건, 일본 2건) 

•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운영을 위한 분석 솔루션 개발 지속 



광고주 사이트의 매출분석과  광고성과 분석을  
한번에 정확한 수익률 분석 가능 

AD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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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Insight 

광고 효과 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광고 성과를 빠르고 쉽게 확인 

로그분석 솔루션을 통한 분석 리포트 제공 
광고주 사이트 유입경로 및 유입 광고상품별 효과 실시간 측정되어 제공 
광고주 사이트 유입자의 모든 Action이 Data화 되어 제공 

· 로그분석과 광고분석의 결합 

· 매출 분석 시스템 

· 사용자 편의UI 

국내 최초 웹사이트 로그분석 시스템과 온라인광고  
분석 시스템의 결합 이엠넷 만의 특별 솔루션 



실시간 홈페이지 유입자의 IP, 유입채널, 유입키워드 확인 
어떤 광고와 키워드가 현재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 

AD Insight 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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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Insight RTA 

유입자에 대한 IP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클릭이 의심되는 IP에 대해 실시간 대응 

실시간 유입, 실시간 전환, 부정클릭 대응 솔루션 
실시간 효과 측정 솔루션은 유입 채널과 키워드 확인,  
유입/전환 발생 시 실시간 알람 등 마케팅 현황을 모니터링 

· ‘예약/상담/문의’ 건에 대해 빠른 피드백 가능 

· 실시간 방문자 및 광고 효과 

· 악의적인 부정클릭이 발생시 대응 

실시간 알람을 통해 전환 발생시점을 확인  
즉각적인 피드백 및 액션 가능 



키워드, T&D, 키워드그룹, 캠페인 편집 및 관리 가능 

AD Manager 

5 

AD Manager 

입찰관리 기능을 통해 목표순위 및 입찰키워드를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 

24시간 자동 광고관리를 지원하는 계정관리 솔루션 AD Manager 
설정한 시간 순위 전략에 따라 24시간 자동으로 키워드 및 그룹 관리 가능 
대량 키워드 업로드 및 편집, 관리 가능, 한번의 로그인으로 계정관리 가능 

· 키워드 대량 업로드 기능 

· 계정관리 

· 입찰관리 

대량 키워드 업로드 
Key Holder 연계한 연관 키워드  등록 가능 



AD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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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Observer 

실시간 광고 모니터링 솔루션 AD Observer 
키워드별 희망 노출순위와 조회주기 지정 가능 및 희망 노출순위 이탈 시, 실시간 알람기능 
경쟁사의 중요키워드 노출순위와 시간대별 노출여부 확인을 통한 광고집행전략 분석 가능 
실시간 순위별 CPC 현황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키워드 순위를 추천 

· 광고 노출 순위, CPC 현황 파악 

· 실시간 경쟁사 모니터링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광고  
통합 Reporting System 

A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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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enter 

광고주 계정관리 솔루션  AD Center 
모든 집행 광고 계정에 대한 집행금액과 잔액 등 광고 계정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 
운영 매체별 광고성과 및 실적을 통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미디어믹스 성과 확인 용이 
매체별 주요 공지사항 및 이엠넷 뉴스레터 확인 가능 

· 광고 성과 분석 System 

· 통합 광고 관리 

매체, 키워드, T&D 성과 파악   
Data, Graph를 통한 직관적 성과 파악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검색 영역에서  키워드 모니터링 

Bra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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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Manager 

광고주가 원하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키워드 관리 가능 

바이럴마케팅 관리, 브랜드 관리 솔루션 Brand Manager 
Naver와 Daum의 blog, café, news, 지식검색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컨텐츠를 클립핑하여 DB화 후 DATA 제공 

· 컨텐츠 분석 

· 컨텐츠 수집 

· 모니터링 키워드 설정 

수집된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긍정/부정 등으로 분류하여  
효과적인 브랜드관리 지원 



쇼핑 검색 키워드 순위 표시 
품목별, 유저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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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 Tool 

쇼핑  트렌드 파악을 위한 키워드 분석   제공 
쇼핑 검색 키워드 실시간 순위 조회, 분석 
유저, 시간대에 따른 키워드 인기도 분석 

· 키워드 추이 분석 

· 쇼핑 키워드 조회 

검색 유저, 검색 시각에 따른 인기도 점수 부여 
데이터 시각화 및 출력 

SKA Tool 



페이지 팔로워 수, 포스트 수 조회 
유저 활동(PIS, Like, 댓글, 공유) 분석 
경쟁사 Facebook 마케팅 현황과 비교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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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r Solution 

소셜 미디어 트렌드 파악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Facebook 마케팅 현황 및 반응 / Buzz 분석 
경쟁사 마케팅 정보와 비교분석 

· Buzz 분석 

· Facebook 마케팅 분석 

광고주에 관한 뉴스, 블로그 포스팅 집계 및 분석 
요일별 게재 횟수, 비중 분석 시각화 

Finder Solution 



경쟁사 검색 광고 인기 키워드 파악 
키워드 별 경쟁사 검색 광고 노출도 확인 
경쟁사의 키워드 사용 광고 문구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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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holder Lite 

경쟁사 검색광고 현황 데이터 분석 
검색광고 키워드 별 광고 노출도, 입찰가격 정보 제공 
경쟁사의 검색광고 키워드 현황 파악 

· 광고주 검색광고 키워드 정보 제공 

· 경쟁사 검색광고 현황 분석 

키워드 별 검색광고 노출 순위, 점유율 파악 가능 
키워드 평균 입찰가격 조회 및 예측 

Keyholder Lite 



신용카드 검색 광고 정보 실시간 확인 
혜택별 순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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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옵저버 

신용카드 광고주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신용카드 검색 광고 정보 제공 
신용카드별 검색 광고 순위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 검색 광고 순위 데이터 시각화 

· 신용카드 검색 광고 정보 제공 

기간별 검색광고 순위 변동 이력 조회 
타 카드 검색광고 순위 이력과 비교 가능 
특정 기간에 대한 순위 변동 이력을 그래프로 시각화 

신용카드 옵저버 



전환 성과를 기반으로 타겟이 원하는 상품을 광고 

애디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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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디퓨저 

전환 성과 및 구매량을 한눈에 확인 가능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FMP) 공식 인증  솔루션 
페이스북 추천 기반 타겟 시스템 
상품그룹 추천이 가능한 전환 기반 상품 타겟 설정(크로스셀링) 
손쉬운 타겟팅 광고 제작가능 
전환 성과 한눈에 보기 

· 손쉽게, 그러나 세심한 광고 제작 

· 추천 타겟팅 광고 제작 

· 성과 보기 

상품 그룹 단위로 추천광고 제작 가능 
간편하게 광고를 제작 가능 



페이지 정상 판별, 오류 페이지 검사 
페이지 내부 데이터 검사 
상기 작업 한번에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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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스툴 

대규모 상품 관리를 위한 랜딩페이지 자동화 관리 
랜딩페이지 및 URL 관리에 최적화된 보조프로그램 
랜딩페이지 오류 및 데이터 검사 
URL패턴 분석 및 대량 수정 
 

· URL 패턴 분석 

· 랜딩페이지 검사 

URL 패턴을 통한 오류 검사 
URL 수정 시 패턴 변경을 통해 손쉽게 수정 

문스툴 



매체별/ 광고유형별 /디바이스별 
SA/DA (페이스북,GDN, 크리테오, TG 등등)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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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알 

매체/로그분석 데이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관리 
매체 통합 다차원 성과 분석 도구 
데이터 큐브 & OLAP 인터페이스 제공 
사용자 정의 차원 설정(캠페인의 사용자 유형 정의) 

· 데이터(Measure) 

· 차원(Dimension) 

매체 성과데이터(성과 지표, 소재-이미지) 
애드인사이트(로그분석) 전환 데이터 

덱스알 



대량 소재 추가 / 편집 
상품관리(신제품,재고상품)를 통한 광고운영 

쇼핑검색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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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검색매니져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관리  솔루션 
소재 및 키워드 대량 관리/ 광고효율 최적화 
상품 DB 연동을 통한 신제품/재고상품 광고 관리 

· 키워드 관리 

· 광고 대량 관리 

예상 키워드 추출 
키워드 성과 관리(제외키워드) 



EP 컨버팅 
-  네이버 지식쇼핑, 크리테오 -> 구글,페이스북 
-  네이버 지식쇼핑 API -> 구글,페이스북 
 
파일 기반 EP 업로드 
피드 URL 제공 

이엠넷 피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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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넷 피드서버 

상품 기반 광고를 위한 손쉬운 EP 관리 지원 
상품 기반 광고를 위한 EP 생성, 변환 
피드 URL 제공 
One Source -> Multi Source converting 

· 주요 기능 



주요 업무 등록 
문의 등록, 답변 
전체 업무 현황 대시보드 

태스크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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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매니져 

광고주-대행사 커뮤니테이션 게시판 
광고주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채널 
업무 단위 채널 제공 
전체 업무 현황 대시보드 제공 및 히스토리 열람 가능 

· 주요기능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