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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회사AMPM Global

광고주의모든Needs를빨아들여

한방에뇌리를때리는광고를기획

핵심을뚫는광고를실현하여브랜드목표달성



We are the best
e-Business company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디지털마케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
바로 ㈜에이엠피엠글로벌이 책임지고 브랜드의 성장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01 에이엠피엠글로벌

2004년 6월 1일 창립한 이래 국내 온라인마케팅을 선도해왔으며, 
지금은 No.1 디지털마케팅 전문가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에이엠피엠글로벌은 온라인광고/ SNS광고/ 바이럴 및 글로벌 광고시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제작 및
광고시장에 진입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 디지털미디어믹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마케팅 성공을 위한 No.1 Business Partner 가 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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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best
e-Business company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디지털마케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
바로 ㈜에이엠피엠글로벌이 책임지고 브랜드의 성장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02 디지털 마케팅

고도화되고 변화의 연속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디지털마케팅에 대한
분석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미로와 같습니다.
에이엠피엠글로벌은 주요 광고매체사의 공식대행사로서 전문적인
매체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마케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고객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연결통로를 찾아내고,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해법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회사연혁

2019 코스닥상장을 위한 주관사 계약 체결(한국투자증권)

2018 외부회계감사법인으로 지정

2017 카카오광고수주액 1위 달성
페이스북 공식 에이전시 등재
11번가 공식 광고대행사 선정

2010 ㈜NHNNBP 키워드 광고 공식광고대행사 계약

2009 ㈜다음커뮤니케이션 검색광고 공식광고대행사 계약
㈜에이엠피엠글로벌 법인 명칭 변경

2008 오버추어코리아 키워드광고

2006 구글코리아 공식광고대행사 계약

2004 ㈜드라이빙조이로 법인 전환

2001 사업개시

다음 카카오 수주액 1위
(since Mar. 31, 2017)

네이버 공식 대행사
10 년 이상 공식 파트너



AMPM Global 비전

A  M P Mnte arketing ost arketing

다양한 디지털 광고분야에서 축적된 마케팅능력과 전문적인 매체지식으로
고객의 매출성장 및 서비스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No.1 회사” 국내 최고의 전문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철저히 브랜드를 중심으로
프로모션 기획, 마케팅 전략수립, 프로모션 분석 및 시장분석, 그로스해킹 등

각 매체 별 A to Z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AMPM Global 이라는 회사명에 담은 의지처럼
마케팅 전(Ante Marketing)과
마케팅 후(Post Marketing)의 결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광고 및 전략기획
컨설팅, 프로모션 분석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의 모든 것을
전문 컨설턴트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무한한 선택이 가능한 인터넷에서
브랜드의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에이엠피엠글로벌이 하겠습니다.

조직도

㈜에이엠피엠글로벌은
1+1은 2가 아닌 무한대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화합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 광고기획본부 광고컨설팅본부 광고전략본부

대외협력

퍼포먼스마케팅

• 총무 / 회계

• 경영지원

• 인사

• 광고 컨설팅

• 기획 / 전략

• 분석/ 관리

• 매체 교육

• 영상 제작

• 대형 광고주
수주 / 관리

• 마케팅 전략

• 홍보/인재

• 마케팅 제휴

• 성과 분석

• 성과 개선

• 보고/제안

크리에이티브사업부

• 홈페이지

• 호스팅

• 도메인

• 통합솔루션

• 시스템 개발

• 매체기획

• 매체조정

• 영업제휴

• 광고기획

• 고객관리

• 매체사 총괄 관리

• 고객사 관리



사업파트너

㈜에이엠피엠글로벌은 국내 최대의 광고 매체들의 공식대행사로서 온라인마케팅에 앞장서고있으며, 
제휴 된 솔루션을 활용한 최적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공식 파트너사

Kakao
네이버

구글 모비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유튜브다음/카카오

제휴 솔루션

Loga DB

로가디비 애드 몬스터



디스플레이광고SNS광고바이럴광고영상광고검색광고

NO.1 광고대행사; 에이엠피엠글로벌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유튜브

틱-톡

아프리카TV

블로그

카페

지식i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모먼트
GDN

네이버GFA
타게팅 게이츠
AND/EDN

에이스트레이더
리얼클릭
모비온

크리테오

사업분야



Marketing KNOW-HOW
마케팅 노하우

데이터베이스와 에이엠피엠글로벌만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딱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01
데이터베이스

16년의 마케팅 노하우
5만여 이상의 광고 집행 이력
각 매체와 강력한 커넥션
가장 빠른 마케팅 정보

02
솔루션

각 매체 별 UTM코드를 심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
전략을 위한 보고서 전달

03
시스템

체계화 된 시스템으로 효율이 나
오지 않는다면, TF팀을
구성하여 전략 수정 및 제안
프로모션 기획 등
A to Z 관리 시스템 구축

04
마케팅 전략

데이터와 에이엠피엠글로벌만의
노하우로 최적의 마케팅 전략 제
안



Marketing KNOW-HOW
마케팅 노하우

에이엠피엠글로벌은 광고비 누수 방지 및 체계적인
매체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매체관리

매체 별 효율분석
탄력적 운영/관리

02
커뮤니케이션

광고효과 리포팅
평가보고서 작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마케팅 기획/매출 증대

03
인력관리

운영인력의 퀄리티와
세부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최고의 마케터들을 확보한 기업

04
솔루션 관리

광고주와 대행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별로
다양하고 정확한 솔루션 구축



오시는길

광고회사 AMPM Global의 문은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광고주의 모든 Needs를 빨아들여
한방에 뇌리를 때리는 광고를 기획
핵심을 뚫는 광고를 실현시키는 기업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71, 가산SKV1센터 10층



소비자니즈를정확히파악하고, 그에맞게운영하여

치열한온라인시장에우리브랜드를어필하는것

그래서결국에는브랜드를이용하게만들고야마는것

이것이 AMPM글로벌 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