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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click
픽클릭은 소비자가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마케팅 방식 입니다.
배너 광고가 광고를 푸시하는 방식 이라면 픽클릭은 이미지 검색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테스트 결과 소비자에게는 콘텐츠 탐색을 방해하지 않고 원할 때에만 필요한 정보를 주며, 노출 대비 방문자 수가
월등히 높아 광고주에게 만족을 주는 착한 마케팅입니다.
--회원 가입만으로 언제라도 개별 광고운영 현황 체크 가능
--매월 광고주의 마케팅 버젯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 가능
--클릭당 비용을 광고주가 정하고 광고비를 소짂할 때까지 짂행
--배너 제작 필요 없이 픽클릭에 로그인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한 없이 링크를 거는 방식

2. 기존의 해외 마케팅과 차별화된 점
PSR Media는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런칭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상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해외 소비자는 한국 콘텐츠를 통해 상
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
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다 직관적인 유저 액션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자 ‘콘텐츠 to 커머스’ 라는 자사만의 차별화된 방식을
시스템화 한 픽클릭 서비스를 오픈 했으며, 중국의 많은 미디어들의 콘텐츠 제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중국 유저의
자발적 공유를 통해 현재는 콘텐츠 1 개의 페이지 평균 뷰 가 20 만뷰 이상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 이미지 링크 수를 기준으로 마케팅 단가를 정했으나 (자사의 기존방식: 월 이미지 링크 8 회 320 만원)
픽클릭의 새로운 과금 방식은 몇 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도 광고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방법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매일 실시간 뉴스로 해외 미디어들이 사용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여
상품 상세 페이지 URL 을 기입하고 잠재 소비자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서 귀사의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광고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픽클릭 운영자가 사짂 속 상품과 구매 페이지의 연결이 정확히 매칭되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면 해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이 정한 URL 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4. 서비스 일정
프로모션 기간에는 무료체험을 위한 적립금을 충젂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