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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 직접 고객 정보 확인 가능
✔ 무엇을 보고 찾아왔는지
✔ 1일 고객 방문수
✔ 자주 방문하는 시간대
✔ 연령별에 관심 상품
✔ 성별에 따른 관심 상품
……

온라인 쇼핑몰
❓ 별도의 측정 도구 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웹 로그분석 서비스 입니다.
세계 200대 기업 67%가 GA를 적용하여 방문자 및 전자상거래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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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더 알아보기

디자인 템플릿 내 소스를 추가 / 변경하는 방식은 관리적인 문제와 올바르지 않는 코드추가로
쇼핑몰 또는 분석도구가 정상작동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GTM 구축 방식을 통해 모든 태깅(연동)을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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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o10과 같은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내
구글 애널리틱스 구축합니다.

실시간 – 방문 상품 분석

✔ 큐텐 글로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큐텐 플랫폼 구축 가능
✔ 전자상거래 구축(구매버튼클릭)

✔ 마켓 플랫폼 연동(구글 애즈 등)

전자상거래 상품별 트렌드 분석

쇼핑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축합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분석

톡 이벤트

✔ 네이버 광고(쇼핑포함) / 다음 광고 추적
✔ 향상된 전자상거래 구축

찜 이벤트
네이버 간편구매 추적
구매 전환

- 장바구니 담기
- 주문서 작성 (단계/결제옵션)
✔ 네이버 페이 결제 추적
- 전자상거래 매출 또는 이벤트 선택 가능

※ 플랫폼에서는 버튼 클릭 기반으로 추적
✔ 맞춤 대시보드 – 전자상거래
✔ 구축 이후 1주일간 문의 대응

향상된 전자상거래 - 쇼핑행동

마케터를 위해 맞춤 이벤트 /
측정으로 구축합니다.

카테고리별 매출 분석

✔ GA 필수 포함
✔ 향상된 전자상거래 구축

- 브랜드 및 카테고리(가능 시)

목표별 전환 분석

- 제품 노출 / 클릭
- 장바구니 삭제
✔ 맞춤 목표 / 이벤트 기준 – 5개 포함

예) 회원 가입 / 리뷰 작성…
✔ 맞춤 측정 기준 – 2개 포함

회원 식별 맞춤 측정 분석

검색어
상품조회
주문서작성
결제완료
회원가입
전환값 등 전송

예) 사용자 IP / 로그인 ID / 1:1 톡 여부…
✔ 3rd 플랫폼 연동(플랫폼별 1개)
- 구글 애즈, 페이스북 픽셀, 카카오 픽셀 등
GTM을 통한 플랫폼 연동

…

※ 지원 플랫폼은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은 독립 구축몰 상품(GA 전문가)로 구분됩니다.

사전 구축 준비

추적 및 설정

전자상거래 설정

데이터 분석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 대상 선정,
일정을 논의합니다.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GA의 기본 설정을
적용한 후
분석을 시작합니다.

쇼핑몰 맞춤
고급분석을 위한
설정 및 적용을
진행합니다.

추적 및 분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직접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관합니다.

※ 해당 서비스 항목 외 부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분
개요
구축
플랫폼

GA 오픈마켓
오픈마켓전용 기능 모음

GA 필수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 모음

Qoo10

GA 전문가
마케터를 위한 분석 기능

카페24 / 고도몰 / 메이크샵 / 퍼스트몰

GA필수 포함
검색광고 자동추적(요청 시)

GA기본

내용

: 잠재고객, 획득, 행동
전자상거래
: 구매버튼클릭 기반

GA기본

맞춤 목표 / 이벤트

: 잠재고객, 획득, 행동

: 5개 이내

네이버, 다음 CPC 광고 추적

맞춤 측정 기준

향상된 전자상거래

: 2개 이내

: 구매전환

향상된 전자상거래

: 장바구니 담기

+ 제품 카테고리 (가능 시)

: 주문단계

+ 제품 브랜드

: 결제옵션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제품 노출 / 클릭

결제 옵션 – 네이버페이

+ 결제옵션 (네이버페이 이외 1개)

맞춤대시보드 – 전자상거래

+ 장바구니 삭제

구축 후 1주일간 문의 대응

외부연동
: 구글 애즈 , 페이스북 픽셀 연동

고객용 GTM 구축

소요기간

~3일

~1주

~2주

가격
(VAT X)

200,000

500,000

2,000,000

※ GA 상품에 따라, 이미 적용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명

설명

가격

비고

맞춤 목표, 이벤트 추가 (개당)

예 : 회원가입, 찜하기

100,000

맞춤 측정 추가 (개당)

예 : 회원구분(회원, 비회원)

100,000

구글 애즈 연동

전자상거래 & 추가된 목표 연동

100,000

페이스북 픽셀 연동

전환 포함

100,000

카카오 픽셀 연동

전환 포함

100,000

제품 카테고리 설정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제휴코드 설정

200,000

GA 오픈마켓 제외

주문 쿠폰 설정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장바구니 삭제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제품 노출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제품 클릭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프로모션 노출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프로모션 클릭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결제수단 추가 ( ex. weChat 등)

100,000

GA 오픈마켓 제외

향상된 전자상거래

고객용 GTM 구축

200,000

페이지 추가 ( 1페이지 당)

100,000

GA 고급에만 해당

✔ GA 추적코드 적용을 위해 쇼핑몰 수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 외부에 위탁하고 계실 경우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소스코드의 분석이나 고객 맞춤 기능 구현을 위해 개발자가 작업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정기 유지보수라도 업무 범위가 클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옵션명

개요

맞춤 기능 개발
분석을 위한 쇼핑몰 맞춤 기능 개발
예) userID 별 구매 추적, 채팅 실행 여부 등

유지 보수
GA 관련 유지보수 및 문의 대응 업무
예) 쇼핑몰 변경으로 인한 추적스크립트 수정

가격

300,000원 (VAT 별도)

월 200,000원 (VAT 별도)

기간

1회

30일 기준, 1년 단위 계약

상담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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