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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A.I를 표방하는 무수한 것들에게
이미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마침내
REAL A.I. 마케팅 AIMA를
경험하실 때가 되신겁니다.

“에이.. A.I. 그거 프로그램 간단히 돌리면서 괜히 폼만 재는거야..”
“AI가 만든 오퍼문구들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아직은 더 낫지 않을까?”



국내유일
국내최초
인공지능
마케팅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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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NEEDS

자연어 오퍼(카피문) NEED

“광고 문안을 어떻게 만들지?
왜 내가 쓴 카피엔 사람들이

반응을 안하는 거야..ㅠ”

가성비 높은 DB 전환 NEED

“아 정말.. 책도 보고, 자료도 준비해서
나름 열심히 한건데,

왜 이렇게 고객 상담신청이 없지?.ㅠ”

전자동 프로세스 NEED

“일일이 매번 수작업으로
혼자 마케팅 할려니,

아… 너무 힘들다..ㅠ＂

24시간 업무수행 NEED

“직원한테 매일 야근하라
말 할 수도 없고,

휴일에 일 할 수도 없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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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표

기존 광고 대비 수배 높은
도달, 클릭, 전환률
획득

업종분석에서 레포팅 및
홍보 방향 제시까지
원스탑 제안 추출

빠른 AI 진화와 관련
신속한 기술접목과
지속적 홍보수단 마련

주목도 높은
가망고객만을 획득

가망고객이
실제 클릭하게 만드는
최적의 자연어 카피문

생성

가망고객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광고 선별 전송

광고주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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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개요

SPAM Filter 무력화 학습, 생성
페북 타겟 강화

Email, SMS, Server/IP, 
Domain 설정,생성, 최적화하고, 
FB타겟을 강화하는 등
실제 광고를 전송하기 전 모든
스크립트 셋팅을 전자동 수행 고반응률 오퍼 카피문구 및

오퍼 Contents 수십만 생성, 조합

포탈 키워드 검색자 확보 크롤링

포탈을 지정하고, 그곳에 방문하여
현재 특정 키워드 입력하는 고객들을
웹크롤링 기법으로 추출

Facebook, Youtube 빅데이터
분석

추출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SNS채널상에서
경쟁사 또는 협력자 연계 인플루언서
크로스체크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수행

선별적 광고 송출

최적화된 광고물을 확보하고
고객의 선호도에 입각하여
선호광고 선택후 자동 24시간
송출

고객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주어,목적어,조사,동사를 추출 조합하여
자연어를 만들어 고객오퍼 수십만종 스크립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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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AI분석

가망고객 및 주목도 AI분석 및 추출01
페북, 유튜브 분석을 통한 고효율 광고 AI전송03

업종에 맞는 고반응 컨텐츠 자연어 수십만종 AI생성02
기존대비 높은 도달, 클릭, 전환률 획득을 위한 AI러닝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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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분석을 통한 인플루언서 타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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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분석을 통한 고객반응 자연어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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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분석을 통한 스크립트 카피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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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pam EMAIL 스크립트 50만~100만종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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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

웹크롤링
포탈 키워드 검색 잠재 가망고객들 수집

관계분석 + 오퍼
컨텐츠 + 스크립트
AI 생성

수집된 가망고객에 대하여
광고주 업종의 다양한
관계분석을 통해 생성된 AI 
컨텐츠와 스크립트를 구축.  

Facebook Click Ad + Emails + 
SMS AI 선별집행

광고선호도에 입각한 최적
광고제목, 광고본문등 조합 송출

러닝+파인딩 고효율 전자동 수행

스팸회피, 최대치 도달,클릭을 위한
학습/피드백 전자동 AI 수행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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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 (AI vs. 인간)

AI는
크롤링, 러닝, 파인딩, 서칭, 링킹등의
모든 집약모듈 프로세스를
빛(전자)의 속도로수행하며,
외부의 조건(비용, 시간, 환경)에 동화됨 없이
지속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며,
최적의 Right-Way를 시공간, 홍보 자원에 제한 없이 끊임없이
찾아가므로
효율은 HUMAN대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가망고객 타게팅
높은 효율 도달, 클릭(Audience Hailing)

높은 효율 전환(Customer Hailing: CPA, CPS)

어느 대행사 또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카피작성
능력, 광고운영 능력, 광고 적용 능력, 타겟
발굴 능력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광고효과가 결정되므로, 선뜻 큰 비용을 들여
홍보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뛰어난 마케터(대행사)에만 의존적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케팅
업무투입 시간의 한계
광고비용 투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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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팅

도달 클릭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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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A 수행후 광고결과는 광고주에게
의무보고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Pro version 이상)

페이스북+EDM+SMTP+SHORTNER+SMS 등

① 총 도달수 (광고주 평균: 16만회~25만 노출& 도달)
② 총 클릭수 (광고주 평균: 일일 800클릭~1200클릭)
③ 클릭 단가 (광고업종에 따라 편차가 큼.)

자금 투입시 이에 비례하여 전환 및 클릭이 일어날 수
있는 금액대-C레벨 300원대 or B레벨 100원대 진입
목표로 Learning and Running



한달간 광고별 도달,클릭,전환 및 분석결과 및 향후 제안포함 레포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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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LITE PRO BIZ

분석 Basic Pack Advanced Pack Full Pack

이메일 80,000개/월 160,000개/월 320,000개/월

페이스북 5,000원/일 10,000원/일 20,000원/일

SMS 없음 2,000개/월 4,000개/월

키워드 4개 10개 22개

핵심 효과적 도달 충분 도달 MAX 도달

월 99 만원 월 199 만원 월 399만원

상품별 상세기능은 홈페이지 https://www.aima.ai 가격 참조
하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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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CPS광고만필요한경우,
월최소광고책정비 2천만원(실비포함)부터진행가능합니다. [AI접목으로국내유래없는 DB제너레이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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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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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에서 현재 키워드 검색한 사람들만을 Target으로

① 스팸필터가 막을 수 없는 이멜 전송
② 폰이 필요없는 SMS 전송
③ 최적화 타겟과 AI생성 카피문을 기반으로한

페이스북 클릭광고

를 선별 수행하며, (LITE, PRO, BIZ Package)

필요시,
CPA, CPS까지 (DEMAND Package),

AI에 입각하여
24시간 쉴새없이 마케팅 함으로써
궁극의 노출, 도달, 클릭등의
Audience Hailing을 달성하여,
최종 고콸러티 Customer Hailing을 완성합니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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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파워블로그 1호

국내최초
수익형블로그에

폼도입

2008
머니야머니야는블로그로

어떻게 1억을
벌었을까(도서출판길벗)출간

2011

머니야머니야
광고대행사
업무영역확대
(SNS, 인공지능)

2013

국내최초인공지능
마케팅솔루션

AIMA 출시

한국인공지능개발연
구소설립

2019

머니야머니야
광고대행사설립

인터넷돈벌기특강(e
비즈북스) 출간

2009
인공지능마케팅

혼자만들기(집필중)

현재



저희 한국인공지능개발연구소는 현재의
AIMA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는 AI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감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광고주가 여타의 홍보수단 대비, 무조건적
고효율,고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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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인공지능개발연구소
기술개발영업이사

조헌탁
02-425-1566

010-4428-4077
cs@aima.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