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확실한 매출을 보장하는  

온라인 광고를 찾고 계신가요? 

다양한 고객층 유입을 통해 새로운 단골고객 확보가 필요하신가요? 

즉각적으로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광고가 필요하신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제 잠재고객에게만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젠 주식회사 글로벌엠아이지 가 해결해 드립니다. 



         ① About서치N클릭 

         ② 검색광고 노출영역 

         ③ 네트워크 노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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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IG”는 젊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라인마케팅 전략집단입니다. 
단순한 광고대행이 아닌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의 Needs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차별화 된 마케팅기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집단 

차별화 된 마케팅기법과 신선한 아이디어 

고객과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서비스 

About Us 

         ④ 광고진행 프로세스 

         ⑤ 집행 및 성공사례 1 

         ⑥ 집행 및 성공사례 2 



광고영역 
         (10-07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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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용 
       , 

            
(  CPC  90 ~) 
 

 

광고운영 
     

        . 

서치 앤클릭은 드림위즈 검색 결과 외 다수의 검색매체와 특허기술 (10-
0726824) 기반  의 스마트주소창 및 오버추어, D사와 같은 상단,하단, 사이드
바 신디케이션 지면에 노  출 되는 검색 광고입니다 
 
 
 
광고주가 키워드마다 실시간 입찰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되고, 
광고 노출 기간동안 클릭횟수에 따라 입찰된 금액으로 광고 비용이 과금 됩니
다  (최소 CPC 지불비용 90원~) 
 
 
 
전환분석에 따른 광고 효율 확인 
광고 전략 설정과 전략에 따른 자유로운 노출과 중단이 가능합니다. 

1. About 서치N클릭 

검색광고 서치N클릭은 
(Search Network Click) 

드림위즈를 포함한 검색과 기타 검색매체를  
네트워크로 묶은 검색 CPC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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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가 키워드마다 실시간 입찰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되고, 
광고 노출 기간동안 클릭횟수에 따라 입찰된 금액으로 광고 비용이 과금 됩니
다  (최소 CPC 지불비용 90원~) 



~ 2016.하반기 20여 매체 추가 오픈 예정 (지속적인 확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드림위즈 포털을 비롯한 제휴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노출 (2016.09 이후 지속 확장) 

추가 오픈 예정 

종합포털6위 드림위즈 종합포털7위 코리아닷컴 9/1 이후트래픽드림위즈 병합 열린주소창 유머재미 5위 풀빵닷컴 

종합포탈9위 

출산/육아3위 

여성포탈2위 마이민트 종합포탈8위 드림엑스 

패션전문지 2위 

웹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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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광고 노출영역 

http://www.dreamwiz.com/
http://www.korea.com/
http://dns.ktguide.com/
http://pullbbang.com/
http://www.mimint.co.kr/
http://www.mimint.co.kr/


특허등록                    스마트 검색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스마트검색서비스방법 
 
 
 
 

특허등록                                                                           외 다수 

(  10-0726824                ) 

스마트주소창 제휴 (매체 확장 진행 중) 

130만+ 사용자a 

/  

 

  

  

기존오버추어     ,     D사신디케이션업체     ,     사이드영역제휴 

2012. 12 

한국철수/종료 

2016. 09 

검색/어플리케이션  
신디케이션 종료 

•   오픈형 광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털사들의 정책에 따라 종료/ 제휴 가능한 신디케이션 매체들과 제휴하여 그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드림위즈 서치앤클릭에 광고를 등록하면 네트워크매체에 자동적으로 광고가 적용됩니다. 

•   신디케이션 관리방식은 기존 오버추어, D사의 운영방식과 동일합니다. 

(  10-0885945, 10-0892989, 10-0892990, 10-1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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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3. 네트워크 노출영역 

툴바/스마트주소창               스마트주소창                     스마트주소창 
 
 
 
 
 
 
  스마트주소창                 스마트주소창                          툴바 

 상단바 
 
 
 
 
 

                                                                              사이드바 
 
 
 
 
 
 
 
                                                                   하단바 



광고가 노출이 시작됩니다 원활한 광고운영을 위해  
충전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키워드/T&D를 등록합니다 
- 키워드 대량 등록가능 

계정생성 키워드 등록 광고라이브 충전 

Notice 

-      2~3   

( , , ,      ) 

-   )  ,  

-    02-435-0427 / globalmig@naver.com 

심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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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진행 프로세스 

-  심사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대부업,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게임물 등 별도 서류 심사 요청) 
 

-  불가) 사행성 키워드, 성인키워드 
 

-  심사문의 02-435-0427 / globalmig@naver.com 

드림위즈 홈페이지 하단의 직접가입  
http://ad.biz.dreamwiz.com/ 
또는 대행사 가입 시 초대메일로 가입 

심사완료 후 광고노출 
-심사 보류 및 불가 경우,  
사유 확인 후 재등록 가능 

http://ad.biz.dreamwiz.com/


광고사명: D사 

월단위 집행비용: 6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가입 

집행성과: 일 평균 1,000명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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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명: XX가구 

월단위 집행비용: 3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가구판매 

집행성과: ROAS 700% 

광고사명: C사외 2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50만원 

집행기간: 2016년 7월 ~ 현재 

캠페인 목적: 건강보조식품 판매 

집행성과: 3개 광고주 평균 ROAS 800% 및  

CPA 10,000원 

광고사명: SXXX 외 3개사  월

단위 집행비용: 400만원  집

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회원 가입 및 수강 신청 

집행성과: 평균 ROAS 1,000% 

CPA 3,000~4,000원대 

5. 집행 및 성공사례 1 



광고사명: ZZ플라워 

월단위 집행비용: 60만원(VAT 별도)  

집행기간: 2016년 7월 ~ 현재 

캠페인 목적: 높은 CPA 단가 낮추기 위해 

집행성과: CPA 단가 6,0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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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명: TXXX사 외 2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2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2개사)  20

16년 6월 ~ 7월 (1개사 종료) 

캠페인 목적: 신규 상품 홍보 이벤트 및 판매 

집행성과: 평균 ROAS 450% 

광고사명: 호텔XXX  월단

위 집행비용: 5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회원가입 및 구매 

집행성과: 일 평균 2~3명 신규회원 유치,  

ROAS 800% 

광고사명: GXXX 외 3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평균 250만원  집행

기간: 2016년 6월 ~ 현재 (3개사) 

2016년 7월 ~ 현재  캠페

인 목적: 구매 및 ROAS 

집행성과: 평균 ROAS 1,000% 이상 

6. 집행 및 성공사례 2 



Thank You 

■ 대 행 사 : (주)글로벌엠아이지 
■ 응 대 자 : 송 명 진 대표 
■ 연 락 처 : 010 - 2071 - 0427  
■ E-mail : ssong@M-MIG.com 
■ Home : http://www.M-MIG.com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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