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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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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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업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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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상품에 클릭이 발생할 때 과금되는 CPC 광고 

PC웹 및 모바일웹/APP 검색결과 페이지 최상단 영역에 상품 노출(최대 10개) 

 2,400만 회원 

 남녀회원의 고른 가입 및 구매활동 

 구매력있는 30~40대 고객의 활발한 활동 

구매 전환율: 

6.5% 

 일평균 주문상품수: 8만개 

 일평균 페이지뷰: 5,600만 

 일평균 방문자수: 160만명 

 등록 판매자: 45,000+ 

is 

[구매회원 성별구성] [연령별 회원점유율] [연령별 구매점유율] 

\68,000 



클릭업 광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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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높은 효율성 리포트 제공 키워드 제안 

PC, 모바일 웹/APP
에서 검색할 때 
최상단에 정보를 
보여주고 
상품을 연결합니다. 

클릭수에 비례하여 
광고비가 과금되며, 
정해진 예산 내 
광고 운영이 가능
합니다. 

집행된 광고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하므로 
구매 패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한 키워드 외 
효율이 발생하는 
연관 검색 및 
세부 키워드를 
제안해드립니다. 



주요 광고주(셀러) 카테고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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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데코, 20.5% 컴퓨터, 12.5% 

가전, 10.1% 

문구/취미, 9.9% 

자동차/공구, 9.6% 

잡화/뷰티, 

7.0% 

디지털, 7.0% 

스포츠, 

4.8% 

유아동, 

4.8% 

식품, 3.9% 

여행/도서, 3.1% 

건강, 2.4% 

패션의류, 1.6% 

브랜드패션, 1.5% 

생필품, 1.4% 

기타, 10.0% 



노출 영역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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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 검색결과의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노출 영역_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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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 모바일 검색결과의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광고 등록 절차 및 과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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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상선택 키워드 선택 입찰가 선정 등록완료 및 
전략설정 

광고 구매를 원하
는 상품을 선택합
니다. 

광고 집행을 원하
는 키워드를 추천
받거나 직접 입력
합니다. 

희망 순위에 따라 
입찰가를 설정합니
다. 

등록완료 후 기간, 
노출 영역 등을 설
정합니다. 

■ 클릭업 광고 과금 방식 

1. 입찰금액(희망클릭비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2. 동일 입찰 금액에서는 먼저 입찰한 순서로 상위 노출됩니다. 
3. 실제 과금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희망클릭비용)을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클릭당 과금 
 
구분         검색결과 
선정방식         실시간 입찰가 
입찰시작가         200원 
입찰최소단위        10원 
평균PPC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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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