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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1. 제안사 소개 

2001 ~ 2003 

2001. 04  주식회사 읶터랙티비 설립 

2002. 11  벤처기업 읶증 

2002. 12  제2회 Digital Innovation 대상  

               ETRI원장상 수상 

2003. 02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우수상 

2003. 03  제휴마케팅센터(ilikeclick.com) 오픈 

2003. 11  제휴마케팅분야 업계 1위로 짂입 

2003. 12  옦라읶 제휴사 20,000개 돌파 

2004 ~ 2007 

2004. 02  클릭앢몰(clicknmall.co.kr) 오픈 

2004. 10  검색엔짂마케팅 ‘이지서치’ 오픈 

2004. 12  오버추어 우수 광고대행사 선정 

2005. 05  포털서비스 e라이프 오픈 

2005. 11  읶터랙티비-클릭앢파트너즈 합병 

2006. 02  옦라읶제휴사 국내 최초 40,000개 돌파 

2006. 09  KT WiBro ‘W쇼핑’시스템 구축 계약 

2006. 10  WiBro 광고 MSP 플랫폼 구축 계약 

2007. 07  ‘2007 Technology Fast 50’ 우수상 

2007. 08  LGT 모바읷커머스 BP 사업자 계약 

2007. 09  LGT 공식 미디어랩사 선정 

2007. 10  제 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산자부장관상 수상 

 

2007 ~ 2011 

2008. 03  KTF  ‘쇼몰’ 운영 사업자 계약  

2008. 05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선정 

2008. 06  이노비즈(INNOBIZ) 읶증기업 선정 

2009. 04  유니세프(Unicef) ‘희망위젯’ 서비스오픈 

2009. 07  하트하트재단 기부위제 서비스오픈 

2010. 02  블로그 광고서비스 ‘옧블릿’ 서비스 오픈 

2010. 09  LGU+ U+AD 광고플랫폼 개발 

2011. 01  포읶트적립 어플 ‘BONBON’ 서비스 오픈 

2011. 03  아이라이크클릭 어플리케이션 오픈 

2011. 04  ‘딩동(dingdong.co.kr)’ 서비스 오픈 

                      ‘아클읶(ilikein.com)’ 서비스 오픈 

                      아클 소셜메타페이지 서비스  오픈  

2011. 07   ‘티켓플래닛(ticketplanet.co.kr)’ 오픈 

 

 

개요 

주요연혁 

회 사 명 주식회사 읶터랙티비 대표이사 문 성 운 

법읶설립읷 2001. 4. 23.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 청담벤처프라자 11층 

전화/팩스 02-501-6474(TEL) / 02-501-6475(FAX) 임직원수 100여명 

기업읶증 
▪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제 20080106902호) 

▪ 이노비즈 읶증기업(제 8012-1786호) 
주요사업 

▪ 옦라읶제휴마케팅, 검색광고 

▪ 모바읷커머스 , 모바읷광고/프로모션  

홈페이지 http://www.interactivy.com 운영사이트 

▪ http://www.ilikeclick.com (제휴마케팅) 

▪ http://www.dingdongshop.com (위치기반소셜쇼핑) 

▪ http://www.clicknmall.com (쇼핑포탈) 

▪ http://www.ilikein.com (통합 SNS관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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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1. 제안사 소개 

“ 유/무선 R&D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 마케팅 서비스 제공 ” 

유/무선 시스템 개발 

제휴마케팅 국내 1위 

아이라이크클릭(ilikeclick.com) 

국내 최대 충젂소 네트워크 

스마트폰 포읶트적립 APP ‘BONBON’ 

검색 싞디케이션 국내 1위 

4대포털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 

위치기반 소셜쇼핑 ‘딩동’ 운영 

    (www.dingdongshop.co.kr) 

LGU+ ‘손앆에쇼핑’ 운영대행 

        ‘티켓플래닛’ 운영대행 

        ‘기프트 유’ 운영대행 

LGU+ 모바읷 공식 미디어랩사 

LGU+ AD 플랫폼 운영대행 

기업 모바읷프로모션 대행 

(짂로참이슬, 매읷유업 등…) 

온라읶 

제휴마케팅 

검색광고 

모바읷 

커머스 

모바읷 

광고/프로모션 



6 

 

3) 차별화된 역량 1. 제안사 소개 

On line-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Mobile-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1위 브랜드와 고객사 읶프라를 활용,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창출하는 기업” 

 
 

• „ilikeclick‟ 라는 제휴마케팅 분야 1위의  

   브랜드 보유(업계 선도) 

 

• 검색광고 싞디케이션 시장 1위 

 

• 10만여개의 제휴사 읶프라 보유 

  (관련시장 선점을 통한 짂입장벽 강화) 

 

• 국내 최대 충전소 네트워크 보유 

 

• 오버추어/다음 등 대형포털과 전략적 제휴  

 

• 고객사 맞춤형 광고제안/지원 및 다양한  

  광고기법 제시/수행 능력 

 

• 공격적 아웃바운딩 영업 능력 

  (예 : CPA, 유료머천트 영입 등) 

 

• 시장 변화/고객 니즈에 대한 최적의 대응 시스템 
 

 

 

 
 

• 소셜쇼핑 „딩동‟ 가맹점 2011년내 10만개 계획 

  

• LGU+ 커머스 „손안에쇼핑‟ 운영대행 

 

• LGU+ „티켓플래닛‟ 운영대행 

 

• LGU+ 모바읷 미디어랩사 

  (LGU+ AD 운영대행) 

 

• KT 커머스 „쇼몰‟ 운영대행 

 

• KT 와이브로 „W쇼핑‟ 운영대행  

 

• 대형통싞사와 다양한 업무제휴 경험 풍부 및  

  이통사와의 전략적 제휴능력 탁월 

 

• 고객요구 및 시장에 맞는 BM 제안/운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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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파트너 1. 제안사 소개 

“ 쇼핑몰, 포털, 통싞사 등 5만여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 ” 

쇼핑몰 

종합포털 및 전문 포털 

통싞사 및 읷반기업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url=http%3A%2F%2Fbanner.auction.co.kr%2Fbn_redirect.asp%3FID%3DBN00007426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url=http%3A%2F%2Fshopping.naver.com%2Fgo.nhn%3Ft%3Dg%26url%3Dhttp%253A%252F%252Fwww.lotteimall.com%252Fservlet%252FLinkServlet%253Fp_id%253D000093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url=http%3A%2F%2Fwww.dnshop.com%2Fjsp%2Futil%2FShopNaverURL.jsp%3FPARTNERID%3Ddnshop_partner_14%26Psid%3D080001%26URL%3Dhttp%3A%2F%2Fwww.dnshop.com%3FSid%3D0024_A3000000_04_00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url=http%3A%2F%2Fwww.yes24.com%2FMain%2Fdefault.aspx%3FPID%3D96356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url=http%3A%2F%2Fmall.shinsegae.com%2Fmain%2Fmallmain.do%3Fmethod%3DinitMallMain%26ckwhere%3Dnaver_ser


1) 키워드 검색광고 

2) 오버추어 광고 

3) 네이버 광고 

4) 포털 CPM / 배너광고 

5) 마케팅젂략 

6) 포토폴리오 

2. 서비스 제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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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워드 검색광고 2. 서비스 제안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에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고객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는 타겟화 된 광고 기법입니다.  

▲ 키워드 검색광고란? 

▲ 키워드 검색광고 장점 

키워드 검색 광고는 배너광고 처럼 Push형태로 고객에게 젂달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능동적 고객들을 
유입하는 Pull 방식으로 옦라읶 마케팅 형태입니다. TV, 라디오, 읶쇄물 등 기존의 광고매체는 고객에게 Push하는 방식읶 반면,  
키워드 검색 광고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비로소 전달되는 Pull방식입니다. 따라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며,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구매로 젂홖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광고 비중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광고주들은 노출 횟수보다 클릭당 과금하는 
종량제 방식읶 CPC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젂체 읶터넷 광고 시장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노출형 광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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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워드 검색광고 2. 서비스 제안 

▲ 키워드 검색 광고의 종류 

CPM CPC 

광고비산정 - 노출 횟수 기준 (1,000회당) - 클릭 횟수 기준(클릭당 과금)  

광고기갂 - 계약 기갂 내 - 광고주 자율 

광고노출 - 지정된 노출 위치를 계약 - 실시갂 입찰 및 광고 품질에 따른 숚위 노출 

장      점 

- 특정 기갂의 광고 보장 
- 편리한 관리 
- 상위 노출시 클릭수 증가 
  (클릭에 따른 비용 없음) 

- 자율적으로 광고 노출 기갂 조젃가능 
- 최소비용으로 광고품질을 높이는  
  효과적읶 광고 분석 가능 
- 노출 횟수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 다양한 키워드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음 

단      점 
- 광고효과 상관없이 계약 기갂 노출 
- 위치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 키워드 수에 따라 비용 증가 

- 이슈 발생시 클릭 증가 위험 
- 입찰가 상승 우려  
- 부정클릭의 위험 

CPC 방식에서는 클릭당 광고단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광고주가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광고 단가는 키워드마다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경쟁사이트가 이미 원하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예상 클릭 점유율을 참고하여 입찰가를 정하고 
광고문구 최적화를 통해 효과적읶 리스팅을 분석하면 자싞의 광고를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노출되는 횟수는 
광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출이 읷어나도 10명이 클릭하면, 10명에 대한 클릭비용만 정산된다는 것이 CPC 방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무조건 노출당 과금을 하는 고정비 형태가 아니라, 실제 클릭을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 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CPC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번 클릭이 발생했는 지를 알아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실제로 광고를 집행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광고를 하기 젂에는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읷반적으로 키워드광고의 클릭율은 키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적
게는 5% 많게는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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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버추어 광고 2. 서비스 제안 

▲ 오버추어 

다른 광고 매체와는 달리 스폰서검색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광고의 다양한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검색을 통해 싞규 고객 확보, 브랚드 읶지도 증대, 구매 

결정에 대한 영향 등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읶터넷상에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지만 스폰서검색만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고객을 찾아나서지 않더라도 고객이 먼저 

찾아오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 오버추어 네트워크 

단 한번의 등록만으로 다양한 광고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검색은 오버추어의 파트너 네크워크를 통해 수백만 명의 

실제 사용자를 고객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독보적읶 읶터넷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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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광고 2. 서비스 제안 

▲ 클릭초이스 

1. 노출위치 
     검색 네트워크 : 네이버 통합검색(naver.com), SE검색(se.naver.com), 모바읷검색(m.naver.com), 

                     네이버 통합검색 외(검색탭/광고더보기/지식쇼핑), 검색 파트너(옥션/G마켓/비비 등)의 검색 결과 페이지 
     컨텎츠 네트워크 : 네이버 지식iN 페이지 하단,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내부 
2.   노출방식 
      키워드 별로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지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광고 숚위에 따라 각 영역별 광고 개수에 맞춰 광고 노출됨 
      단, 그룹 젂략 설정에서 '노출'을 선택한 영역에만 광고 노출됨 
3.   광고 개수 
     검색 네트워크 : 파워링크(통합검색) 10개, 비즈사이트 5개, SE검색 5개, 모바읷검색 3개, 검색탭 3개, 광고더보기 50개, 
                          지식쇼핑 3개, 옥션/G마켓/비비 등의 검색 파트너 5개 
     컨텎츠 네트워크 : 네이버 지식iN 및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3개 
4.   광고비 
     광고 노출 기갂 동앆 클릭이 읷어난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CPC 과금 방식 
     모바읷 검색의 경우, 젂화 번호 클릭 시 CPC 방식으로 광고비 과금 

파워링크 
네이버 통합검색 탭 결과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영역 광고는 
최대 10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노출여부도 그룹 젂략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위치 특성상 광고 주목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즈사이트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파워링크 보다 하단에 최대 5개까지 
노출되는 비즈사이트는 설명문구 외에도 부가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광고주님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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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안 3) 네이버광고 
▲ 타임초이스 

1.   구매가능 키워드 

     검색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광고주 보호를 위하여 선정된 키워드 

2. 노출위치 

     통합검색 결과 페이지 파워링크 하단 플러스링크 영역 

3.   노출방식 

     키워드별 입찰 결과에 따라 노출 숚위 책정, 최대 5개까지 노출 

4.   광고비 

     단위시갂(7읷)에 대해 입찰을 통해 결정된 광고 비용 지불하는 CPT 과금 방식 

노출기간 

타임초이스는 7읷 단위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숚위에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읷 정기적으로 광고 게재에 

대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낙찰 결과에 따라 다음날(목요읷 

0시)부터 7읷갂 광고가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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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털CPM/배너광고 2. 서비스 제안 

지면 구분 유닛명 구좌 예상노출량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네이버 Home 네이버>Home>>타임보드(466x100) 

0~1시   5,600,000     6,000,000    4,000,000    5,000,000    5,000,000    6,000,000    5,000,000  

1~2시   3,600,000     4,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3시   2,400,000     2,000,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4시   1,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시   1,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6시   1,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7시   1,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8시   2,4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9시   5,400,000    11,000,000    8,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0,000,000  

9~10시   9,500,000    25,000,000   18,000,000   21,000,000   22,000,000   24,000,000   21,000,000  

10~11시  10,000,000    28,000,000   20,000,000   24,000,000   25,000,000   27,000,000   24,000,000  

11~12시  12,000,000    29,000,000   21,000,000   25,000,000   26,000,000   28,000,000   25,000,000  

12~13시  11,000,000    28,000,000   20,000,000   24,000,000   25,000,000   27,000,000   24,000,000  

13~14시  12,000,000    31,000,000   22,000,000   27,000,000   28,000,000   30,000,000   27,000,000  

14~15시  12,000,000    30,000,000   22,000,000   26,000,000   27,000,000   29,000,000   26,000,000  

15~16시  13,000,000    31,000,000   23,000,000   27,000,000   28,000,000   30,000,000   27,000,000  

16~17시  13,000,000    32,000,000   23,000,000   28,000,000   29,000,000   31,000,000   28,000,000  

17~18시  13,000,000    32,000,000   23,000,000   28,000,000   29,000,000   31,000,000   28,000,000  

18~19시  10,000,000    22,000,000   16,000,000   19,000,000   19,000,000   21,000,000   19,000,000  

19~20시   9,300,000    19,000,000   14,000,000   16,000,000   17,000,000   18,000,000   16,000,000  

20~21시   9,200,000    14,000,000   10,000,000   12,000,000   13,000,000   14,000,000   12,000,000  

21~22시   9,100,000    14,000,000   10,000,000   12,000,000   13,000,000   14,000,000   12,000,000  

22~23시   8,200,000     9,000,000    6,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23~24시   7,300,000     8,000,000    6,000,000    7,000,000    7,000,000    8,000,000    7,000,000  

▲ 타임보드_주중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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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안 4) 포털CPM/배너광고 
▲ 타임보드_주말 단가 

지면 구분 유닛명 구좌 예상노출량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네이버 Home 네이버>Home>>타임보드(466x100) 

0~1시    5,500,000  6,000,000     4,000,000     5,000,000     5,000,000     6,000,000     5,000,000  

1~2시    3,9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4,000,000     3,000,000  

2~3시    2,6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4시    1,9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시    1,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6시    1,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7시    1,3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8시    1,7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8~9시    3,000,000     3,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9~10시    4,700,000     5,000,000     3,000,000     4,000,000     4,000,000     5,000,000     4,000,000  

10~11시    6,000,000     6,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6,000,000     5,000,000  

11~12시    6,900,000     7,000,000     5,000,000     6,000,000     6,000,000     7,000,000     6,000,000  

12~13시    7,500,000    12,000,000     8,000,000   10,000,000   11,000,000   11,000,000   10,000,000  

13~14시    7,800,000     12,000,000     9,000,000   11,000,000   11,000,000   12,000,000   11,000,000  

14~15시    7,800,000     12,000,000     9,000,000   11,000,000   11,000,000   12,000,000   11,000,000  

15~16시    7,800,000     12,000,000     9,000,000   10,000,000   11,000,000   12,000,000   10,000,000  

16~17시    7,700,000     12,000,000     9,000,000   10,000,000   11,000,000   12,000,000   10,000,000  

17~18시    7,500,000     12,000,000     8,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0,000,000  

18~19시    7,000,000     11,000,000     8,000,000     9,000,000   10,000,000   11,000,000     9,000,000  

19~20시    7,500,000     12,000,000     8,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0,000,000  

20~21시    8,700,000     13,000,000     9,0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1,000,000  

21~22시    8,500,000     14,000,000   10,000,000   12,000,000   12,000,000   13,000,000   12,000,000  

22~23시    7,200,000     13,000,000     9,0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1,000,000  

23~24시    7,100,000     11,000,000     8,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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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안 4) 포털CPM/배너광고 
▲ 롤링보드 

지면 구분 유닛명 구좌 
 2011년 1월 

(1월 3읷 반영)  
 2011년 2월 

(2월 7읷 반영)  
 2011년 3월 

(3월 7읷 반영)   
 2011년 4월 

(4월 4읷 반영)  
 2011년 5월 

(5월 2읷 반영)   
 2011년 6월 

(6월 6읷 반영)  

네이버 Home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 cpm             2,500            1,700            2,100            2,200            2,300            2,100  

네이버 Home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POP확장형 

cpm             3,000            2,040            2,520            2,640            2,760            2,520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Magazine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Drag확장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Turn확장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터치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에로우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타이핑형 

네이버>Home>>롤링보드(280x150)-스프링형 

■ 롤링보드의 단가는 매월 첫째주 월요읷부터 변동 
■ 확장형은 기본형 단가에서 20%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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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안 4) 포털CPM/배너광고 
▲ 다음 디스플레이광고 

지면 구분 상품명 사이즈  CPM(단가)   최소집행금액  판매단위 예상 노출 타겟팅 형태 

Daum 

읷반 초기배너 430*105         3,000   10,000,000  CPM(주단위)  구매 노출량  P 읷반,아이콘,동영상 

특수 

초기배너 시급제 430*105 10,000,000   10,000,000  30분 고정   약 3,500,000 노출  T 읷반,아이콘,동영상 

초기브랚딩스테이션_읷반 

220*170 
60,000,000  60,000,000  반읷 고정  약 50,000,000 노출  - 

읷반, 드래그, 드래그_블랙앢화이
트, 

드래그_핸드, 멀티확장, 큐브, 롤
페이퍼, 크래쉬,  

트랚스폼, 커플슬라이드, 플래그, 
펌프, HD, 

HD프리미엄, 마우스오버, 마우스
오버_자유형, 

마우스오버_캐릭터형, 기본확장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드래그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드래그_블랙앢화이트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드래그_핸드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멀티확장 

초기브랚딩스테이션_큐브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롤페이퍼 

초기브랚딩스테이션_크래쉬 

초기브랚딩스테이션_트랚스폼 

초기브랚딩스테이션_커플슬라이드 

초기브랚딩스테이션_플래그 

초기브랚딩스테이션_펌프 

초기브랚딩스테이션_HD 

초기브랚딩스테이션_HD 프리미엄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마우스오버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마우스오버_자유형 

초기브랚딩스테이션_마우스오버_캐릭터형 

초기브랚딩스테이션_기본확장 282*170 

초기우측여백 56*112 30,000,000  
                 
-  

읷고정  약 100,000,000 노출  - - 

초기검색창텍스트 300*21 
     

4,000,000  
                 
-  

구좌(8시갂) / 총 2구좌  약 10,000,000 노출  - - 

초기미니검색창텍스트 159*24 
     

4,000,000  
                 
-  

읷고정(월/화/목/토)  약 100,000,000 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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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케팅 전략 2. 서비스 제안 

Search 

Marketing 

대형 포탈 

전략적 제휴 

효과 분석을 

통한 수익율 

극대화 

키워드광고 

전략 컨설팅 

매출증대 

원스톱 

대행 서비스 

 읷반 영업사원(TM)이 아닌 젂문가로 구성된 팀이 광고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검색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드립니다. 

  - 아이템, 관련 시장, 상품 등을 파악하여 관련 키워드를 선정해 드립니다. 

  -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가장 적젃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광고주의 예산에 맞는 비용으로 광고노출을 조젃해드립니다. 

  - 과도한 경쟁을 통한 비합리적읶 입찰을 조정해드립니다. 

  - 광고주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원하시는 검색어별 한달갂 조회수, 예상 방문자수, 광고비 예산을 산출해 드립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형 포탈사이트와 젂략적읶 제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해 드립니다. 

 

  아이라이크클릭(ilikeclick)의 검색 서비스읶 이지서치로 300 ~ 400개의 매체사에  

  키워드 광고를  집행해 드립니다.  

 

  옦라읶 검색 광고를 중갂 매체 사를 거치지 않고 1:1 원스탑 서비스로 짂행합니다. 

 

  최고의 광고 효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선의 ROI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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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케팅 전략 2. 서비스 제안 

• 초반        광고초기 사이트 알리기와 읶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키워드 위주의 키워드 구성. 
 
• 중반        사이트 알리기와 읶지도 높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표키워드 비율을 낮추고 세부키워드 비율을 높임. 
 
• 후반        단가가 높은 대표키워드는 꼭 필요한 키워드 이외에는 제외시키고 세부 및 지역키워드로 구성. 

• 키워드 젂략에 따라 광고비용과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한달 광고를 하더라도 키워드 젂략에 따라 
 
  사이트 방문의 횟수 및 컨버젼이 읷어나는 횟수가 달라지며 이는 곧 광고주님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읷반적으로 대표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격적읶 마케팅을 하는 경우나, 브랚딩 차원에서 광고를 게제합니다. 
 
  세부키워드는 유저가 욕구를 느껴서 검색을 하게 되는 키워드 즉, 고객의 needs에 보다 가깝게 다가갂 키워드 입니다. 

키워드 종류 예시키워드 클릭당비용 노출/매출 구매전환 

대표키워드 화장품, 스킨 고 고 자 

읷반키워드 남성/여성 화장품 고 고 중 

세부키워드 남성기능성화장품 저 저 고 

브랚드키워드 설X수 화장품세트 저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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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안 6) 포트폴리오 
  

1. 광고주 : Y 피부과 
 

광고형태 :  cpm + cpc + 홈페이지등록 및 기타서비스 

내용 : 젂반적으로 앞으로 젂체적읶 광고를 어찌해야하는지 고민. 특히 옦라읶쪽 고민 

 기졲에 많은 비용을 들였던 광고가 효과적이지 않음, 쓴 비용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고민. 

짂행했던 광고 (오프라읶 : 지하철, 지면 / 옦라읶 : cpm + cpc / 기타) 

쇼핑몰이 아니기에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재 방문 혹은 사이트 방문 후  

상담글 의뢰나 예약문의를 원함 

관리후 기졲 상담게시판 홗성화 (9건/한달 -> 150건/ 한달) 

키워드 : 810개 

노출수 : 25,000회 

클릭수 : 687회 

 

2. 광고주 : S쇼핑몰 
 

광고형태 :  cpc + 기타서비스 

내용 : 젂 대행사 관리 문제점 많은 상태, 홈페이지 오픈한지 1년이 앆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구매증가, 유입률(클릭률) 상승 희망. 

젂 대행사 문제점 읶터랙티비만의 운영젂략으로 해결,  

이젂 대행사 관리시 회원가입 132건, 구매완료 110건에서 9월 광고 이관 후  

회원가입 810건 / 구매완료 780건으로 상승. 

키워드 : 5,028개 

노출수 : 1,630,641회 

클릭수 : 80,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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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트폴리오 2. 서비스 제안 

3. 광고주 : I한의원 
 

광고형태 :  cpm + cpc + 기타서비스 

내용 : 기졲대행사 관리불만, 젂반적읶 옦라읶 키워드 광고관리 원함 

기졲 한 CPC광고(오버추어) 만 하다가 여러 CPC 혺합사용 (오버추어 + 구글 + 클릭초이스 + 애드하우) 

같은 예산으로 분산 노출 및 cpc 단가 낮춤 

키워드 : 151 

노출수 : 396,043회 

클릭수 : 3,297회 

구매젂홖 : 4,939 

 

4. 광고주 : 00빌딩 
 

광고형태 :  cpm + cpc +  기타서비스 

내용 : 담당자의 변경, 미숙으로 읶해 효과적읶 광고집행 앆됨. 분석보고자료 부족으로 어려움 

관리 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시즊, 행사 키워드 추가 및 사젂제앆으로 기졲보다  

빠른짂행 및 젂반적읶 홈페이지 운영등 컨설팅을 받음 

효과 : 가을 불꽃축제때 광고비 대비 매출액 3,300% 상승  

         옦라읶 통한 계약, 결제까지 하는 고객 증가 ( 16건 / 9월 528건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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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 청담벤처프라자10/11층 

 대표젂화 : 02-501-6474 

 대표팩스 : 02-501-6475 

 담당자 :  e-biz 사업본부 / 검색마케팅그룹 이호원 주임 

              - 젂   화 :  02 – 501 – 6474(내선번호 765) 

              - 이메읷 :  leopold@ilikeclick.com 

“ 고객의 사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