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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쇼핑몰 광고,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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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02

상품 수가 많아 광고 운영도 어렵고 까다롭습니다.02

광고 소재 제작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03

All that Matters in One Place
이커머스 쇼핑몰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은 오직 Taggers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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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03

이커머스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제대로 하려면,



생성 분석

Solut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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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거스의기능



통합픽셀설치
01

광고운영최적화
02

소재간편제작
03

쉽고 정확한 광고 성과
추적을 위해 태거스 통합
픽셀을 설치합니다.

한 곳에서, 한 눈에. 모든
매체의 여러 유형의 광고를
만들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총 17개의 템플릿 제공으로
쉽고 빠르게 매체 별 소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01 통합 픽셀 설치 05

태거스는 온라인쇼핑몰을방문한고객의행동데이터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광고를 최적화합니다.

통합 픽셀 설치를 통하여 상세페이지조회,장바구니담기,회원가입

등광고를통해유입된고객의행동을추적할 수 있습니다.

+ Google Analytics *향상된 전자상거래 지원
+ 픽셀 통합 설치 및 무료 기술 지원 (Google, Facebook / Instagram, Kakao)
+ 웹사이트 이슈에 대한 전문 개발자의 무료 기술 검수 지원

*서비스 모델마다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지 스크롤 조회

간편 결제 버튼 클릭 (Npay, Payco, Kakao..)

네이버, 다음 키워드 광고 유입

회원가입

30개이상의고객행동데이터수집

상품 카테고리 조회

다양하고정확한통합데이터추적환경구축



한곳에서만드는광고

*2020년 2분기 카카오모먼트 지원 예정입니다.

각 매체의 어렵고 복잡한 툴을 학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거스 솔루션으로 쉽고 간편하게 광고를 생성해보세요.

페이스북카탈로그캠페인부터구글다이나믹광고까지.

원하는 매체, 예산, 목표만 설정하세요!

02 광고 운영 최적화 –캠페인 생성 06



02 광고 운영 최적화 –다양한 광고 유형

이커머스가필요한다양한주요매체와모든광고유형을운영가능

다이나믹광고(카탈로그캠페인),컬렉션,인스타그램쇼핑태그 반응형및동적리마케팅광고,구글쇼핑 피드,전면형등카카오모먼트

07



개인맞춤상품추천광고

유저의 웹사이트활동에따라그에맞는상품을동적으로추천합니다.
(다이나믹 광고/카탈로그 광고)

- 매체 별 제품 피드를 자동 생성하며, 웹 사이트 내 상품 페이지에서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할인,신상품,품절등의정보를빠르게파악하고광고에

반영합니다.
- 인스타그램쇼핑태그,구글쇼핑까지지원!

0802 광고 운영 최적화 –다양한 광고 유형



한눈에확인하는고급분석리포트

*서비스 모델마다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02 광고 운영 최적화 –통합 리포팅 09

• 여러 매체의 캠페인을 한눈에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
• 모든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상품 별로

분석하여, 어떤 상품을 광고할 것인지 결정

• 사용자의 구매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진짜 충성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재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커머스의
진짜 성장을 분석

• 소재의 반응도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재 교체
주기를 결정

E-Commerce사업자를위한필수맞춤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쉽고빠르게만드는소재

03 소재 간편 제작 10

사이트의모든상품상세페이지에있는이미지들중

소재로쓰일만한이미지를자동으로추출하여,

총 17개의템플릿을 통해 소재를 빠르게 제작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229,329

3,023%

페이스북진행최대 ROAS

1,450%
구글진행최대 ROAS

태거스에등록된상품수

*클릭 7일 기여 기간 기준.

태거스성과



서비스안내및이용방법



Lite Basic Premium

월 5만원 월 30만원 월 100만원

Self Serve + Support Fully Managed

Enterprise

힘차게 시작하는 창업가를 위해,
다양한 소재로 광고 실험을 쉽게!

통합 캠페인 생성
- FBIG 컬렉션/슬라이드

- GDN 반응형 광고

보고서 제공
- 성과 리포트

소재 제작 도구

데이터 기반 성장을 원하는 분께,
상세 데이터 추적, 광고를 최적화!

+ Lite 기능 포함,

태거스 통합 픽셀
- GA 포함 31개 상세 행동 추적

통합 캠페인 생성
- FBIG 카탈로그 광고

- GDN 반응형 동적 광고

보고서 제공
- 상품 리포트

ROAS를 넘어 볼륨을 키울 분께,
마케터와 개발자를 고용한 효과!

+ Basic 기능 포함,

통합 캠페인 생성
- 캠페인 운영 자동 최적화

태거스 통합 픽셀
- 카카오모먼트, 트위터, 구글
옵티마이즈 등 추가 픽셀 설치

보고서 제공
- 유입 및 구매분석 리포트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 지원

성장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한 분께,
광고 대행을 넘어, 그로스해킹 컨설팅!

태거스 담당자 배정
마케팅 인사이트 공유

광고 캠페인 운영 대행
- FBIG, GDN, 유투브 성과 최적화

- 카카오모먼트, 트위터 등 매체 추가

브랜드 맞춤 보고서 제공
- 웹사이트 분석 리포트

- 소재 분석 리포트
- 그 외 상담을 통해 분석 리포트 지원

사이트 진단 및 개발 이슈 대응

최소 월 예산 제한 있음
1달 Free-Trial

수수료협의(~15%)



+ Fully Managed 전용서비스



Fully Managed 전용서비스란?
광고 대행을 넘어 그로스해킹 컨설팅까지!

태거스의 Fully Managed Service는 단순 광고 대행을 넘어
광고주의 사업 성장을 돕는그로스해킹서비스입니다.



00
미팅: 니즈 파악

태거스 마케터가 미팅을 통하여
광고주의 목표를 확인합니다.

01
마케팅 기초작업

정확한 성과 분석 및 광고 운영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점검합니다.

02
캠페인 기획

광고주의 웹사이트 분석 및 미디어 믹스를
통한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합니다.

03
캠페인 실행

마케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태거스
마케터가 직접 세팅을 진행합니다.

04
성과 최적화

담당 태거스 마케터의 밀착 관리로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 및 마케팅 진행 방향을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OUR PROCESS
합리적인 과정을 이용하여 광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태거스만의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데이터분석환경조성

01 마케팅 기초 작업 18

광고주 웹사이트 점검 통합 픽셀 설치 전문 개발팀의 검수

Google Analytics 향상된 전자상거래

Facebook Ads pixel

Google Ads Remarketing Tag

리마케팅 가능 여부

마케팅 퍼포먼스 측정 가능 여부

Google Optimize 사용 가능 여부

완벽한 분석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됩니다.

광고주 웹사이트 점검 후이커머스데이터분석이가능한환경을
조성하여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매니지드 전문 개발팀을 통해 검수를 진행합니다.



인지

관심

고려

구매

충성고객

02 캠페인 기획 & 실행 19

신규고객유입
퀄리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높기만 한 트래픽이 아닌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퀄리티 높은 유저를 웹사이트로 유도합니다.

단순 노출, 도달, CPC에서 벗어나 실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저를
확보합니다.

반응고객세그먼트단위리타게팅
웹사이트로 유입된 유저를 상세히 분류하여 리타게팅을 진행하며, 각 타겟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충성고객 Lock In 전략
웹사이트 이용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수립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세션 시간이 길거나 짧은 유저 - 키워드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

- 회원 가입 완료한 유저 - 결제를 시도한 유저

- 특정 페이지를 30% 이상 내려서 본 유저 - 제품을 3개 이상 본 유저



현재 진행 중인 마케팅의 퍼포먼스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웹사이트 내 유입 –유저행동추이분석부터크리에이티브별소재
성과분석까지.

태거스 마케터가 맞춤 보고서를 제작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03 성과 최적화 20

마케팅퍼포먼스분석



03 성과 최적화 21

1

Q.링크클릭률이 5%이상으로,웹사이트유입은크게늘었는데구매가발생하지않습니다.무엇이문제일까요?

분석 랜딩페이지에서의 이탈률이약 70%,체류시간및스크롤 (유저가페이지에서스크롤하는깊이)의지표가높지않은것으로 확인

2 가설 랜딩페이지의 문구 및 이미지 배열이 상품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랜딩페이지 A/B테스트를 진행 제안

3 결과 기존 랜딩 페이지 대비 전환율 1.4%상승,상품조회 –구매퍼널전환율 10%상승,광고 ROAS 50%증가

* 실제 진행 사례입니다.

Taggers는 광고주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실행하며 성과를 최적화합니다.

그로스해킹관점의분석과실행



q 태거스통합픽셀설치

q 정확한데이터확보및분석

고객사 성공사례 22

1 특정 기능성 화장품 판매 쇼핑몰 A사

캠페인의 목표가 불분명한 운영으로, 변수 통제를 하지 않아 정확한
타겟/소재의 성과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음.

2

기존 잘못된 픽셀 세팅으로 정확한 캠페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음.

ROAS 40,456%(오류) 
매출 변동 없음

ROAS 1,088% 
매출 3배 이상 증가

의류 판매 쇼핑몰 B사

PROBLEM PROBLEM

SOLUTION SOLUTION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ROAS
CTR
CPP

q 소비자구매여정에맞는캠페인구성

q 각타겟의핵심소재를파악하여소재고도화를진행

302%
1.24%
25,394원

ROAS
CTR
CPP

136%
0.36%
57,454원



OUR CLIENTS

이외많은고객사가태거스와성장을함께하고있습니다!
…



기업명 : (주)태거스

대표명 : 진희종
설립일 : 2017년 2월 22일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주요활동

페이스북, 구글 공식 마케팅 파트너사 지정

아모레퍼시픽 공식협력사 지정
NIPA 주관 글로벌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RisingX 최종선발

특허출원(자동 광고 대행 서버)

TECH IN ASIA 기고 (AI 데모데이 1위)

Specialized in:

Display adsSearch ads

기업정보

All That Matters in One Place
태거스는 오직 이커머스 쇼핑몰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biz@taggers.io
web https://taggers.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