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folio JC ATA_ data marketing

Project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트래픽 증대



JC ATA_ 정밀타겟광고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게재 Platform:

◆ JC Portfolio

정밀 타겟 광고는 JC의 독자 개발 마케팅 솔루션으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지역특성 등 필터로 노출 타겟을 선별하여

최적의 효율을 도출하는 마케팅 상품입니다. 



개요: 로컬 학원에 대한 잠재고객확보 / 노출증대 / 신뢰도확보 프로젝트

• 클라이언트 / 타겟 / 상품 등 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 기존 타겟과 다른 고객층 지리, 인구통계, 소비심리 관련 데이터 심층 분석

• 발굴 및 해당 유저층을 대상으로 세심한 제품 이미지 설정, 어필

도달 / 잠재고객 확보 프로젝트로,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한 잠재고객 유입 목적

• 73,000 이상의 노출 / 37,000의 도달 / 잠재고객당 비용 \6,989
• CPC 평균 \400 대 유지 / 최저 \387 달성

학원 수강생 모집을 위한 프로젝트로, 단기간(7일) 내 다수의 잠재고객 확보

◆ JC Portfolio 

Academy : Recruitment



◆ JC Portfolio 

Stage 1 : 세팅 및 잠재고객확보 탐색 스테이지

구분 수치 구분 수치

노출(회) 24,435 CPC(₩) 434

도달수(회) 15,704 CTR(%) 2.57

링크 클릭(회) 514 지출예산(₩) 273,015

잠재 고객(명) 36 잠재고객당 비용(₩) ₩7,584

적용상품: ATA 정밀타겟광고

실행기간: ’20.11.27 – ’20.12.03

비고 : 다양한 광고 콘텐츠를 적용한 A/B테스트

플랫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JC Portfolio 

Stage 2 : 잠재고객 확장을 위한 다수 콘텐츠 직접 제작 / 운영

적용상품: ATA 정밀타겟광고

실행기간: ’20.12.04 – ’20.12.10

비고 : 상세페이지 링크 오류 발견, 정상화

플랫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구분 수치 구분 수치

노출(회) 26,292 CPC(₩) 406

도달수(회) 18,996 CTR(%) 2.42

링크 클릭(회) 513 지출예산(₩) 258,895

잠재 고객(명) 52 잠재고객당 비용(₩) 7,249



◆ JC Portfolio 

Stage 3 : 등록인원 초과 - 성과달성으로 인한 조기 캠페인 마감

적용상품: ATA 정밀타겟광고

실행기간: ’20.12.11 – ’20.12.14

비고 : 광고 타겟팅 안정화로 인한 잠재고객당 비용 저감

플랫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구분 수치 구분 수치

노출(회) 14,825 CPC(₩) 445

도달수(회) 12,560 CTR(%) 2.11

링크 클릭(회) 245 지출예산(₩) 139,404

잠재 고객(명) 24 잠재고객당 비용(₩) 5,809



’20. 11 – ’20. 12 (완료)

\ 789,719(선정인원 초과로 인한 프로젝트 조기 마감)

112 명

\ 6,989

73,505 회

36,944 회

1,467 회

\ 433

2.48%

• 광고 실행 기간: 

• 집행 비용:

• 잠재고객:

• 잠재고객당 비용:

• 노출:

• 총 도달:

• 링크 클릭:

• 종합 CPC:

• 종합 CTR:

집행비용
\ 789,719

확보된잠재고객
112명

*평균 인당 1,000,000 전후의 수강료,
출처: 아카데미

도달
36,944

→ 요청받은 KPI 목표치(신규 등록인원 30일간 60명 / 잠재고객당 비용 \20,000)
- 21일간의 프로젝트 진행, 40%의 잠재고객당 비용으로 성공적 프로젝트 완료
→ JC ATA는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타겟층 공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직접 개발 / 어필 시도 가능

→ “잠재고객확장” 특성상, 프로젝트의 리턴 커스토머, 로열 커스토머의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수익모델 형성 가능

◆ JC Portfolio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ontact Service support.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에 문의 주세요)

JC Group 
E-mail: info@just-company.co.kr

Phone: +82 (0)2-555-0914
Fax: +82 (0)2-553-0914

The Last Marketing Manager :)

mailto:info@just-compan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