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어스마케팅소개

온라인마케팅전문실행사지니어스마케팅

GeniusMarketing
# 마케팅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 대행사가아닌실행사로최적의가격에정확하고효과적인마케팅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 지니어스마케팅은 100% 실사용자를이용한마케팅을진행합니다.



Cheap Price

불필요한부분은낮추♘기에

타사보다저렴한가격으로
마케팅을진행할수있습니

다.

One Stop Solution

마케팅을한번에직행할수

있는지니어서마케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Optional Solution

마케팅도필요한부분만선택하여

진행이가능합니다.

광고주가할수있는부분
은 직접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부분만선택 하여
저렴한비용으로이용 할

수있습니다.

Professional Staff

각 분야별, 업종별로

전문인력들이

전문적인솔루션을제공합니다.

Communication

상담부터계약이끝날때까지

광고주님들과주기적인

소통을통해
광고주들의성공을돕겠습니다.

1
통합마케팅을한번에

2
타사보다저렴한가격

3
맞춤솔루션

5
광고주와주기적인소통

4
최적화된전문인력



성과로보여드리겠습니다

✓ 전국민의약 90%이상이스마트폰을사용하는스마트시대.

✓ 정보의시대,매장및상품정보등을찾기전리뷰를검색은일상화가되♘습니다.

✓ 소비자들은쉽고빠르고정확한정보를요구합니다.

✓ 손님을찾아오게하는마케팅이온라인마케팅입니다.

✓ 다양한매체를통해효과적인매출상승에도움이됩니다.

✓ 꾸준하게관리하면브랜드이미지상승에도움이됩니다.

✓ 신규고객확보에절대적으로유리한마케팅이온라인마케팅입니다.

왜온라인마케팅을해야하나요?

지니어스마케팅



지니어스마케팅은광고주의특성에맞게가장효과적인광고방안을 제시해줍니다.

온라인마케팅의경우공감과소통을통해고객들의마음을움직여야큰효과를볼수

있습니다. 감성을자극하여소비자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성공적인마케팅

지니어스마케팅에서도와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마케팅상품소개

※ 이외에여러상품문의주시면진행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FACE BOOK ,트위터,인스타그램 SNS활성화

개인 SNS 의페이지나,게시물에팔로워,좋아요,댓글등마케팅을진행

하여활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YOU TUBE ,개인방송,포털TV 활성화

YOU TUBE , 포털 TV 뿐아니라아프리카,트위치등개인방송의채널,  

영상등에구독,좋아요,댓글, 좋아요등마케팅을진행하여육성및활

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다운로드/리뷰

CPI , SCPI , CPE , CPA 등과, 리뷰마케팅을진행하여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수 , 순위상승에도움을드립니다.

N플레이스,N스토어활성화

최적화구매, 리뷰, 저장하기, 찜, 공유등여러마케팅을진행하여스토

어및, 플레이스활성화에도움을줍니다. (외부자사몰, 오픈마켓, 가격

비교등모든사이트가능합니다.)

N카페 , N블로그,밴드 활성화

N 블로그, N 카페, 밴드등에이웃추가 , 회원가입 , 댓글등여러마케팅

을진행하여활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고가치실사용자트래픽

일반 , 경유, 키워드검색등고가치실사용자트래픽을이용하며,정상적인유입과

집계를통해해당사이트의트래픽유입을관리해드립니다.



N플레이스,N스토어마케팅

▶ N플레이스

▶ N스토어마케팅

N플레이스리뷰(예약자,영수증)

예약자, 영수증리뷰를통해서해당플레이스에대한
긍정적인내용을전달하여신뢰를주며, 소비자들을
유도합니다.

N플레이스저장,공유,지도하트찜

저장, 공유,하트찜,문의, 리뷰등으로활성화에도움을

주고상위노출에영향을줍니다.

N플레이스활성화마케팅

저장,하트찜,공유,리뷰등으로규모와신뢰도를높이고활성화에도움을줘매출상승에도움

스토어찜,상품찜,소식받기,최적화구매,리뷰,방문자유입등으로활성화및매출상승에도움

N스토어상품찜,소식받기스토어찜,공유

스토어및, 상품찜, 소식받기를통해 스토어의 규모를크

게보이며, 공유, 장바구니, 방문자 유입을 통해스토어 지

수증가및활성화에도움을줘상위노출에영향을줍니다.

N스토어최적화구매,리뷰,Q/A,체험단리뷰

원하시는키워드검색후스토어방문후구매를진행
하여스토어지수에영향을주며리뷰를통해신뢰를
얻습니다.상위노출에영향을줍니다.



N카페 , N블로그,밴드 활성화마케팅

이웃추가

블로그이웃추가진행, 블로그규모↑

카페회원가입

블로그,카페,밴드 이웃추가, 회원가입, 댓글, 좋아요, 조회수등마케팅진행하여규모↑회원유입에도움

가입후즐겨찾기

가입후구독

게시물하트

게시물댓글
이웃추가

밴드초대장을통해가입, 규모↑



FACE BOOK ,트위터,인스타그램 SNS활성화

SNS활성화 개인 SNS 의페이지나, 게시물에팔로워, 좋아요, 댓글등마케팅을진행하여활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페이스북마케팅

페이지팔로워, 그룹가입, 좋아요, 공유, 댓글등

마케팅을진행합니다.

인스타마케팅

팔로워,좋아요, 공유, 저장, 포스팅,댓글등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페이스북팔로워의경우개인이아닌

비즈니스계정으로진행가능합니다.

트위터마케팅

팔로워,리트윗, 좋아요,댓글, 공유등마케팅을진행합니다.



배달앱마케팅

배달의민족마케팅 언택트시대,매장에서의추가매출상승을위한배달의민족통합마케팅

배달앱리뷰,찜등마케팅

긍정적인리뷰나,찜을통해브랜드에대한 긍정

적인내용전달로실질적소비자전환을유도



유튜브

개인방송

포털TV

YOU TUBE ,개인방송,포털TV 활성화

관심사,연령,지역에따른타겟광고가가능한매체로스마트폰보급률이높은우리나라에서효과적인마케팅방
법

유튜브마케팅

구독, 조회수, 좋아요, 저장하기. 댓글, 공유, 재생시간등마케
팅진행하며육성및활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개인방송마케팅

팬가입, 즐겨찾기, 생방송 UP, 댓글 , 조회수, 팔로워등마케팅
진행합니다. 채널육성및활성화에도움을드립니다.

포털 TV마케팅

구독자, 조회수, 좋아요, 댓글, 시청자, 댓글, 공유등마케팅
진행합니다.



앱다운/리뷰마케팅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리뷰

CPI CPE CPA SCPI 설치 , 리뷰마케팅을통해어플다운로드수치증가와, 순위상승에도움을드립니다.

얻을수있습니다.

어플다운로드마케팅

CPI , CPA , SCPI, CPE 등다운로드진행하여다운
로드수치증가및순위상승에도움을드립니다.

※앱스토어 : 앱 URL, 스키마값필요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 URL 필요

어플리뷰/평가

어플의긍정적인리뷰와평가로인한신뢰를

※앱스토어 : 리뷰내용필요

※구글플레이 : 리뷰내용필요



고가치트래픽유입마케팅
일반 , 경유, 키워드검색등고가치실사용자트래픽을이용하며, 정상적인유입과

집계를통해해당사이트의트래픽유입을관리해드립니다.

고가치실사용자트래픽

트래픽마케팅

ㅇ일반방문자트래픽

*게시물링크를통해다이렉트노출후실제사람들이방문,방문자가증가하여통계에지표가
기록됩니다.

ㅇ경유방문자트래픽

*SNS,블로그등에게시물을등록,게시물에링크를클릭하여실제사람들이방문, 방문자가증
가하며유입경로가기록됩니다.

이런경우정상적방문으로통계집계시에도모든유입경로가정상적으로표시되어고품질매
체유지에큰도움을줍니다.

ㅇ검색방문자트래픽

* 포털에서키워드검색을통하여실제사람들이방문, 키워드검색유입으로해당키워드검색
시에상위노출에영향.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