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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MIG 접속자마케팅 이란?
보다 쉽고 정교한 웹/앱 분석, 엠아이지로그분석.com
잠재고객의 행동패턴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파악하세요.
엠아이지로그분석.com은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폭넓고 깊이있는 웹/앱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분석

모바일 앱(App) 분석

· 디지털 마케팅에 최적화된 웹 사이트 분석

· 강력해진 모바일 앱(App) 분석

· 고객 선호 채널과 마케팅 접점 분석을 위한 멀티채널 전환 분석

· Native앱, Web View 기반의 Hybrid 앱 분석 기능

· 웹사이트 인링크 분석을 위한 인하우스 마케팅

· 앱 마케팅 퍼포먼스 측정을 위한 Bridge-Matching Logic

· 제품/구매 추적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 행동분석

· 앱 사용자의 평생가치를 추적하여 리텐션 마케팅 데이터 획득

엠아이지로그분석 어떤분께 필요한가요?
Business
Insight

e-Commerce

UI/UX
Design

Digital
Marketing

Product
Management

‘사이트 운영자, 기획자, UI/UX 디아지너, 마케터, 기업 브랜딩, 개발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광고비는 자꾸만 나가는데 매출은 왜 그대로일까?

선호 제품은 무엇이며 왜 구매를 망설이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방문하였는가?

방문자의 PC/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은?

잠재고객은 어떤 활동성을 보이고 어떤 콘텐츠를 선호할까?

“ 엠아이지로그분석.com은 통합 인사이트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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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지로그분석 분석기능1
엠아이지로그분석.com 제공 리포트
*사이트 분석과 모바일 앱 분석은 기본적으로 공통 메뉴를 제공합니다.(일부 메뉴 제외)
WEB 사이트 분석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

APP 모바일앱 분석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Live대시보드
Live 대시보드는 최근 30분의 누적 데이터를 10초 간격으로 업데이트하여 방문자의 주요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단 시간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방문수(PC/Mobile) / 페이지뷰(초단위/분단위) / 유입출처 / 인기 검색어 / 페이지 / 전환 / 커머스

유입
사이트 전체 유입출처 및 검색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쇼핑몰 방문자의 유입출처 상세 데이터를
속성, 캠페인, 키워드, 소재별로 조회하며, 마케팅 별 효과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유입출처(요약/상세/트리맵) / 검색엔진 / 유입도메인 / 중복유입

엠아이지로그분석 분석기능2
마케팅 / APP마케팅
외부 유료마케팅의 비용 데이터를 연동하여 모든 광고데이터의 변화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광고사의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데이터를 API연동 또는 데이터 업로드를 통해 광고 상품과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지푤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WEB마케팅(요약/상세/네이버검색광고), APP마케팅(요약/상세/LTV)

사용자
웹사이트 주요 트래픽 현황에 대해 분석합니다. 페이지뷰, 방문수, 신규방문수 등 기본 접속 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방문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제공 항목 : 사용자(사용자/액티브사용자/유지율/방문빈도) / 시스템 / WEB지역 / 회원(회원현황/회원인기페이지) / 사용자리스트

전환
고객 선호 채널과 마케팅 접점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전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전환 종류별 현황과 전환 단계별 도달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멀티채널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있는 마케팅이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입이 발생한 순서에 가중치를
주어 직/간접전환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전환(현황/전환단계) / 멀티채널 전환(간접전환/가중치/경로)

“ 엠아이지로그분석.com에 시원시원한 데이터분석기능을 마음것 활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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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지로그분석.com 사용방법
회원가입 -> 스크립트삽입 -> 트래킹유알엘 발행(선택사항)

“ 사이트주소만 정확히 기입해주시면 스크립트삽입 후 바로 분석이 적용됩니다 ! ”

엠아이지로그분석.com 사용방법
회원가입 ->

스크립트삽입 -> 트래킹유알엘 발행(선택사항)
- IP / 지역 / IP특징 / 휴대폰모델 / 클릭유형 / 광고매체 / 광고종류 / 광고사이트 / 키워드 / 순위 / 체류시간 / 페이지뷰
[전체공통영역]

<head></head> 사이 삽입

공통스크립트
<script src="http://code.jquery.com/jquery-1.11.3.min.js"></script>
<script src="http://13.125.83.126/main/accessLogJs.do"></script>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신청,예약 / 기타
[각 완료페이지]

<head></head> 사이 삽입

- 구매완료
[구매 완료페이지]

<head></head> 사이 삽입

임의지정 매개변수 (전환수:1 / 전환매출액:1)

주문 매개변수 기준 (전환수:1 / 전환매출액 : 상품 별 구매금액)

<script src="http://13.125.83.126/main/conversionJs.do"></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conversionUpdate(1);
</script>

<script src="http://13.125.83.126/main/conversionJs.do"></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orderValue = '구매함수';
orderValue=orderValue.replace(/,/g, '');
conversionUpdate(orderValue);
</script>

“ FTP경로에 직접 설치하거나, 웹제작을 해줬던 업체에게 내용맞춰 설치 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해줍니다 ! ”

엠아이지로그분석.com 사용방법
회원가입 -> 스크립트삽입 ->

트래킹유알엘 발행(선택사항)

“ 유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위해 유입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

Thank You
프로그램 이용 시 궁금한점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

■
■
■
■

대 행 사 : (주)글로벌엠아이지
연 락 처 : 070 - 7673 - 0315
E-mail : ssong@M-MIG.com
Home : http://www.M-MI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