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마케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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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지로그분석.com
프로그램소개 및 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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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MIG 웹 제작과정 소개
오직 매출창출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홈페이지 제작과정
제작미팅을 필수로 가지어 매출구도를 숙지하고 홈페이지 제작기획에 착수, 어떠한 광고 및 마케팅이던
웹 프로그래밍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며 접근성을 기준으로 규격설정 / 웹디자인 진행합니다 !

* 제작완료 이후 경험이 풍부한 웹사이트 기반 광고마케터 직원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홈페이지 기능선정 < System / Solution >
클라이언트의 목표매출이 홈페이지에서 활발히 발생될 수 있도록 기능구현
*홈페이지제작 목적구현과 운영 간편화를 위한 기능구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제작방향성을 결정
매출과 직결되는 결제시스템 / 리포트시스템 / 커뮤니티기능 / 광고마케팅 목적 값 설정기능 / 회원관리 등을 주로 구현

Payment System
Web Log Analytics

Community Function
Advertising Purpose Function
Member Management System

홈페이지 맞춤규격 < Main / Detail / Online / Mobile >
시대에 맞춰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신기기 맞춤제작
*로고 / 메뉴 / 페이지 등에 위치를 정렬하는 홈페이지 뼈대형성을 각 통신기기에 맞춰 구축
컴퓨터 / 휴대폰 등 각 각 통신기기 화면 해상도에 맞춰 최적화 규격 혹은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

Tablet Pc Type
Desktop Pc Type

Mobile Phone Type
Responsive Website
ETC standard Website

홈페이지 웹디자인 < Photo / ColorSense >
색상배합 , 이미지편집 , 페이지문안 등 디자인과 컨텐츠작업
*홈페이지 규격 뼈대와 각각 페이지 Concept에 맞춰 색감 / 사진 / 문안 배열작업
웹 내 컨텐츠는 Advertising Copy의 개념을 담아 구독성과 소비심리 등을 자극하도록 구현

ArtWork
Photo Design

Impression Of A Color
Content Configuration
Interfac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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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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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MIG 담당마케터 제공
업종에 맞게 체계적인 광고마케팅 관리
주식회사 글로벌엠아이지의 광고마케팅 관리 전문가들이 귀사의 매출을 위하여 무료로 현업,
매체특성, 광고데이터, 유저심리 등 까지 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무료로 담당으로 배정된 광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광고 프로세스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마
케팅 관련 솔루션과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의 이익이 보장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CPC, CPM 광고가
주를 이루는 현 광고시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정 IP/클릭 차단작업으로 클린한 웹광고 서포트를 도와드립니다

담당마케터 무료제공 시스템
담당마케터 책임제 및 무료지원 체계
*글로벌엠아이지는 각 매체사 광고 “정식대행사”이며 아래 서비스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웹사이트 기반 전문 광고마케터를 1:1배정 해드립니다 자사 직원처럼 대행업무를 시키면 됩니다

대행배정
매체사에서 협약된 담당 업무 자체가 "신규 광고진행업체 혹은 광고운영이 안 되는 곳을 대행 배정하여 무료로
관리 해드리는 게 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신규광고주 초기세팅 및 광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속 “모니터링”
해서 개선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홈페이지제작 진행을 한 업체는 평생 무료로 관리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관리
광고주님께서 광고로 매출효과를 못 보시면 광고를 그만 두시게 되는데, 그러면 광고플랫폼 운영
매체사[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광고를 그만두는 유저들이
발생하면 광고플랫폼에 대한 존폐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웹 광고마케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어
무료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주님에 관리비용은 매체사 측에서 저희에게 부담하는 것 입니다.

No.

2

프로그램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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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MIG 접속자마케팅 제공
보다 쉽고 정교한 웹/앱 분석, 엠아이지로그분석.com
엠아이지로그분석.com은 무료로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폭 넓고 깊이있는 웹/앱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
여 잠재고객의 행동패턴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매출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분석 툴은 "Web Site" 와 "App" 데이터 값을 취급하는 연동방식이 달라 UI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엠아이지로그분석 분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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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별로 조회하며, 마케팅 별 효과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유입출처(요약/상세/트리맵) / 검색엔진 / 유입도메인 / 중복유입

엠아이지로그분석 분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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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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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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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웹제작 및 마케팅 이용 시 궁금한 점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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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