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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핵심은 노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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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 피앤케이컨설팅 ”

피엔케이컨설팅은 일반적인 종합광고대행사가 아닌 실행도 직접하는 종합광고대행사입니다. 

실행을직접하게 되면서다른외주업체와 거래를하지않아 더빠르고, 직관적인 광고집행과합리적인 비용과빠른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합니다!

클라이언트와고객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수립하고제안하며 매일목표를이루기 위한마케팅을진행합니다.

광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빠른의사소통으로 광고진행간 궁금하신점이없도록, 실시간으로광고를분석하여 객관적이고근거가 있는마케팅을제시하고 제안드립니다.

P&K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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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기획부터직접 마케팅실행까지 P&K CONSULTING은실행사로서, 대행사를 거치지않고광고주님과 DIRECT로 직접마케팅을진행합니다.

회사소개서 04

대행사

광고주

대행사

실행사

실행사

광고주

실행사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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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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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피앤케이의이유있는 경쟁력

회사소개서 05

파트너

클라이언트의요구와목표가

항상충족될수있는성공적인

비즈니스관계를구축

맞춤 컨설팅

업종별로맞춤컨설팅부터

광고까지 1:1 마케팅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대행사가아닌실행사로서,

신속한피드백과커뮤니케이션

합리적인 비용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율을

만드는가성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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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케이의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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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trategy

• Brand Identity

• Brand Purpose

• Brand Positioning

• Brand Research

02   Create

• Create Website

• Design & Development

• Visual Contents

• Trends & Insights

브랜드의목표와방향성을이해하고,

빠르게변화하는시장상황과

브랜드포지셔닝을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핵심고객을설정합니다.

설정된핵심고객에게어필하고,

브랜드인지도를높이기위해

브랜드이미지와현재시장트렌드에적합한

창의적인컨텐츠를기획 & 제작합니다.

마케팅시장에서운용되고있는매체중

핵심고객에게적합한채널을선별하여

최상의컨텐츠로마케팅을진행합니다.

핵심고객에게만노출하는일회성이아닌

잠재고객까지유치할수 있도록주기적인

분석을하며이를통해지속가능한성과를

성취할수 있도록전략수정및업데이트하여

브랜딩을최적화시킵니다.

03   Development

• Viral Marketing

• SEO & Search Marketing

• Display Advertising

• Social Media Marketing

04   Optimization

• Google Analytics

• Naver Analytics

• Retargeting Strategy

• Brand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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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케이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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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역 개별실행

디지털 마케팅 종합대행

Performance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모비온, 크리테오, 타겟팅게이츠등

Contents

배너소재, 카드뉴스, 언론뉴스, 상세페이지제작, 영상촬영및편집등

Viral

블로그, 카페, 인스타, 유튜브등

Development

홈페이지제작, 쇼핑몰제작, 앱 개발, Analytics 등

Full Funnel marketing service 제공

( Performance / Contents / Viral / Development )

• 매체 / 미디어 MIX

클라이언트에맞춤미디어서비스마케팅종합대행

• 월보장계약및 연장논의로

지속적인마케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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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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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략 키워드

디지털 마케팅 종합대행

네이버키워드 광고

브랜드 인지도 & 신뢰도 상승

SEO & Search
Marketing

Viral
Marketing

Display
Advertising

신뢰도 타겟집중 전문성 지역사회
브랜딩블로그

전문성 &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바이럴(블로그, 카페)

후기성으로 지역사회 내에 병원 이미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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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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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략 키워드

디지털 마케팅 종합대행

네이버쇼핑검색 & 다른 매체 쇼핑검색

브랜드 인지도 & 신뢰도 상승

브랜드이미지 제품노출 간접체험 구매전환
후기성 블로그 & 리뷰

간접체험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디스플레이 광고 & 소셜 광고

브랜드 및 제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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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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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략 키워드

디지털 마케팅 종합대행

네이버키워드 검색

상호명 및 메인키워드 내에

노출로 인한 신뢰도 상승

브랜드이미지 타겟집중 간접체험 상담접수

후기성 블로그

& 창업관련 카페 내 여론조성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후기성 작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디스플레이 광고 & 소셜 광고

브랜드 노출 및 창업 혜택 등의

배너를 통한 타겟층에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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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케이컨설팅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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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성과 결과 광고 운영 현황

상담문의수

A 병원

매출변화 프랜차이즈가맹문의

2018

2019

B 업체 C 프랜차이즈

함께한고객사 연장비율

프로젝트실행 수집한데이터

242 개

341,549건 14,821,274개

90%



CONTACT

P&K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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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

주소

번호

이메일

P&K 컨설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5-23 에프동 4층 432호

(다산동, 다산진건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2차)

070-8803-1648

pnkconsulting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