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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 Digital Marketing 소개
Punch Digital Marketing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Punch는 각 회사는 서로 다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귀사에게 필요한 최고의 맞춤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Punch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광고 서비스 (PPC:Pay Per Click)
-검색 엔진 최적화(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서비스
-SNS,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활용 및 콘텐츠 서비스

Punch는 크리에이티브는 아이디어를 창출, 개념화하고 고객과 시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흐름 속에서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Punch는 다국적 팀원으로 구성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며 한국
내 고객 확보를 원하는 전세계의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Punch는 2007년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시작하여 첨단 기술, 교육, 관광
분야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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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 제공 서비스
PPC

PPC 혹은 Pay Per Click 은 검색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보다
많은 사용자를 고객의 웹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서비스 입니다. Punch는
포털 사이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Low cost per click(CPC)
와 High click through rates(CTR)을 활용한 캠페인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것 입니다.

롱테일 시메틱 키워드 리서치

키워드는 좋은 마케팅 캠페인과 디지털 마케팅 전략의 밑바탕입니다.
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알맞고 효율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롱테일 시메틱 키워드 리서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 빈도가
높고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귀사에게 제시합니다.

SEO

구글,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검색, 포털, 쇼핑 사이트에는 각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Punch는 고객이 원하는 높은
트래픽을 유입하여 구글,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상위 랭크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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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 제공 서비스
SNS

Punch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전문가입니다. 알맞은 콘텐츠로 타겟층의 흥미를
유도해 고객의 광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객의 웹사이트/앱에 트래픽을 유도하는 마케팅 옵션
중 하나입니다.
콘텐츠 마케팅

Punch는 타겟층과 시대에 알맞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귀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더 알고싶어 합니다.
따라서 Punch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포스팅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웹사이트로 유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웹 개발

훌륭하고 적합한 마케팅을 위해서는 좋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 웹사이트와 신뢰도 높은 웹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면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사이트 유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귀사의 웹사이트가 더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합한 랜딩페이지를
제작하고 반응을 얻기 쉬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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