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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산업포털 여기에 

여기에 제품홍보관 

산업포털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관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가 없어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없다. 

-> 홈페이지가 없다면, 홈페이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홍보관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홍보관은 도메인 연결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가 없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립니다. 

 

●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관이  필요없다? 

-> 온라인 마케팅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곳에 귀사의 제품과 귀사의 홍보가 소개되어 있다면, 마케팅의 다변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홍보관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필요없다? 

-> 직접관리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마케팅의 전문가 집단인 여기에 관리 위탁을 해보세요 

월 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기계플라자 배너광고와 함께 귀사의 온라인 마케팅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제품 홍보관 개요 



NO1. 산업포털 여기에 

여기에 제품홍보관 기능 

산업포털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관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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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맞춤형 디자인 

2. 한눈에 보는 업체정보 

3. 실시간 제품등록 

4. 다양한 카테고리 

5. 방문자수 확인 

6. 디테일한 제품소개 

7. 주력 제품은 더욱 돋보이게 

8. 도메인 포워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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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산업포털 여기에 제품 홍보관 효과 

1. 국내 유일, 최대 산업포털 ‘여기에’가 만드는 제품홍보관 

사람들은 정보가 많은 곳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은 산업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포털사이트 입니다. 

 

2. 배포서비스 

제품홍보관에 등록된 제품 및 업체정보는 다양한 검색포털사이트와 연동되어 노출됩니다. 

 

3. 여기에 기계플라자와 연동 

월 평균 2,000개 이상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는 기계플라자와 연동되어 다양한 고객층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대용가능 

자유롭게 제품을 등록,수정, 삭제 할 수 있어 기존 홈페이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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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 ‘제품홍보관’  

특화된 제품 홍보로 기업 매출의 극대화 실현!”  

최소 비용으로 배너 광고 진행  

 

포털사이트의 키워드광고는 경쟁적 입찰금 지정으

로 지속적인 광고비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

에는 홍보관이 개설된 업체에 한하여 월 5만원으로 

지정카테고리에 배너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간 비 용 

홍보관 관리 

+ 

카테고리배너 

6 개월 30 만원 

1 년 50 만원 

• 기계플라자 지정 카테고리 검색
결과에 추천기업 배너 광고 등록 

 

• 비용추가시 상위 카테고리로 등
록변경 가능 

기계플라자 배너 

Promotion AD 



NO1. 산업포털 여기에 제품홍보관 예시 

여기에가 제공하는 제품분류를 사용
하지 않고 직접 분류를 생성하여 등
록된 제품 카테고리를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관 분류 

• 일일 평균 150명 이상 접속 

 

• 월평균 클릭비용 : 0 원 

 

• 월평균 비용 : 0 원 

방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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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 1644 - 0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