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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통합마케팅솔루션



㈜비즈스프링 소개

회사명 ㈜비즈스프링

대표자 유 철 주

설립연도 2002년 2월

사업분야

• AD-TECH

프로그래매틱 바잉과 키워드기반 리타겟팅 플랫

폼의 채널/매체/소재 레벨의 성과기여모델 분석

• MAR-TECH

온라인 마케팅 성과 분석과 잠재고객 행동유형

기반의 마케팅 캠페인 자동화 솔루션

• DMP

광고 및 마케팅 성과를 타겟 오디언스 기준으로

데이터 추출, 이를 광고 및 마케팅에서 개인별

타겟팅에 활용

㈜비즈스프링은 2002년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웹로그분석 솔루션제공 업체입니다.

현재 AD-TECH와 MAR-TECH의 융합과 함께, DMP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DMONSTER™

LOGGER™ with ATTRIBUTION

BizSpring INSIGHT™

BOOST™

BizSpring TAME™

2



Copyright 2002-2017 BizSpring Inc. All Rights Reserved. 3

BizSpring 목차

1. 키워드 전략운영 솔루션 - Admonster
• Admonster소개
• 주요 기능과 활용
• RoadMap

2. 범용마케팅 분석 - Logger
• Logger소개
• 주요 기능과 활용
• Support

• RoadMap

3. 비즈스프링향후방향
• Boost

• Private DMP



Copyright 2002-2017 BizSpring Inc. All Rights Reserved. 4

키워드 전략운영 솔루션
Admonster



Admonster소개 키워드운영전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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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몬스터는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자동입찰 기능과 키워드 운영 전략 솔루션 환경 제공”

적정 CPC 단가 책정

네이버 키워드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매체사 별 광고 집행]

다음 키워드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구글 키워드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전략적 운영 환경 제공

키워드 선별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광고 예산 설정]

적정CPC가격

100원
750원

1500원
.
.
.

다양한 방식의 자동 입찰 기능

키워드광고 집행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입찰 하기]

자동 입찰

100원
750원

1500원
.
.
.



Admonster소개 키워드관리시스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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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리 및 실시간 입찰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리포팅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키워드를 관리하여 시간과 인적 리소스 절감”

다양한 매체의 키워드광고 통합 관리 시간과 인적 리소스 절감

효율적인 업무 지원

견적가입찰 클릭순위 입찰 시뮬레이션 입찰



주요기능과활용 견적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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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에서 제공하는 견적가를 확인하여 목표순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순위에 맞는 견적가를 확인하여 적정 입찰금 예상 가능”

목표순위 별 견적가를 제공하여 입찰 진행 스케쥴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대와 요일에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가능

견적가입찰 클릭순위 입찰 시뮬레이션 입찰



주요기능과활용 클릭순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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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광고 클릭 시 제공되는 추적URL의 클릭 순위를 기반으로 입찰을 시도합니다.

“실시간으로 클릭된 키워드의 순위정보를 활용한 로거 전환 데이터 제공”

견적가입찰 클릭순위 입찰 시뮬레이션 입찰

클릭된 키워드의 추적URL을 통해

순위정보 확인 가능

로거의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별 노출순위 리포트 활용



주요기능과활용 시뮬레이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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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몬스터 내 고객 사용 패턴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키워드 별 입찰금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적정 단가와 예상 목표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애드몬스터 내 고객 사용 패턴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입찰

✓ 드래그&드랍을 통해

손쉽게 패턴 커스터마이징 가능

✓ 요일 별/ 시간대 별 사용자 지정 가능

✓ 다양한 사용 패턴을 제공

견적가입찰 클릭순위 입찰 시뮬레이션 입찰



주요기능과활용 히스토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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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내역을 조회하여

시간대 별 입찰가격과 결과 확인 가능

✓ 키워드 시간대 별 전략 수립 적용

입찰 내역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시간, 입찰가격, 입찰결과의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한 시간대 별 키워드광고 전략 수립 가능”



주요기능과활용 사용자중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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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맞춘 편의 기능이 지원됩니다.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키워드 대량 업로드 서비스 지원 센터 운영

CSV 파일을 이용한 대량업로드 기능

키워드의 숫자가 많더라도 한번에 등록 가능

문의사항에 대한 편리한 응대 서비스

어떤 불편/문의사항이라도 즉시 해결



RoadMap    Admonster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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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프링 애드몬스터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실시간 광고 구매가 가능한 트레이딩 데스크로 발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 API를 통한 광고 집행 및 관리 효율화”

Admonster

키워드 전략 운영 매체 확장

(API 제공사 기준)

키워드 타겟팅 광고 집행/관리

디지털 미디어 광고 집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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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마케팅 분석
Logger



Logger소개 마케팅통합분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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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는 마케팅 통합 분석 솔루션으로서 다차원적인 성과 측정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광고주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 성과 분석과 매체 특성에 맞춘 성과 분석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거 데이터가 제공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는 분석 지표들을 제시”

∙ 키워드 성과 측정

∙ 캠페인 전화 성과 데

이터 분석

∙ 방문자, 컨텐츠, 상품

등 사이트 분석

∙ 실시간 광고 분석

∙ 쇼핑광고에 적합한 상

품 배치

∙ 쇼핑 광고 매체 성과

측정 – 네이버/다음/카

카오등

∙ 바이럴(블로그/카페)

분석

∙ 바이럴 전환 분석

LOGGER 
COMMERCE

SMART MD LOGGER
VIRAL

다차원 성과 트래킹

레퍼러

매체별

광고별

캠페인

사용자정의

V

V

V V

V

V

마케팅 통합 분석 솔루션



Logger소개 마케팅통합분석솔루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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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홈페이지를 주로 방문하는 고객층과 그 고객층의 주된 관심사를 파악하여 광고 및 마케팅 전략에 반영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맞는 타겟에 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특성 타겟에 맞춘 광고 컨셉 및 설정

성별, 연령, 국가, IP, 방문경로, 

방문일시/횟수/간격, 

유입 검색어, 유입 캠페인, 

내부 검색 키워드… 

회원/비회원 특성 및 타겟팅 도출

회원/
비회원

분류

방문자
특성

방문패턴

방문자 데이터 분석

키워드 도출

소재 문안 적용

배너 이미지 제작

광고 랜딩페이지 설정 …

온라인 광고/마케팅 적용



주요기능과활용 CPC클릭분석

16

CPC클릭 분석을 통해 키워드 유입 및 전환율을 파악하며 CPC광고 중복클릭IP로 로거 내에서 IP차단이 가능합니다.

CPC광고 클릭 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최적화

“각 키워드의 성과를 측정하고 CPC클릭분석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키워드 최적화 방안 적용”

[키워드 성과 측정]

브랜드인지
키워드

유입 키워드

전환 키워드 반송 키워드

CPC광고 중복클릭IP / CPC광고 키워드 별 및 매체 별 전환

데이터를 통한 CPC광고 키워드 분석

[키워드 전략]

키워드
구매 상품

키워드
노출 순위



주요기능과활용 캠페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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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광고들을 하나의 리포트에서 방문수부터 전환까지 확인 하여 매체 및 광고 별 성과를 측정하는 캠페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카카오/크리테오/구글/ 등

여러 매체들을 하나의 리포트 화면에서 비교 가능

“각 캠페인마다 광고 성과를 측정하여 ROAS 극대화”

외부의 모든 광고 랜딩에 파라미터 값(캠페인 코드)만

붙여주면 광고 데이터 수집 가능



주요기능과활용 홈페이지최적화

18

고객의 유입에서부터 이탈까지의 이동 경로를 살피고, 이탈되는 경로를 막고 유입 및 전환을 증가시키는 홈페이지 구성을 최적화 합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고객 최적화

“시즌 및 이벤트에 맞춘 사이트 구성과 배치로 고객의 유입 증가와 사이트 최적화 방안 제시”

서핑경로, 서핑패턴, 고객이탈율, 고객유입경로 등

데이터 분석



주요기능과활용 콘텐츠분석과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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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흩어진 바이럴 콘텐츠의 유입, 확산, 전환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분석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성과 보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들을 제공”

외부 흩어진 바이럴 콘텐츠 콘텐츠의 유입, 확산, 전환 데이터 분석 해당 검색어를 통한 자사와 경쟁사의 매체사 노출순위 확인

콘텐츠 성과 증대



주요기능과활용 쇼핑몰상품운영힌트쇼핑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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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상품, 상위상품, 배너 상품 등을

선정하여 쇼핑몰 내 적용하여 매출 극대화

상품 전략과 운영 힌트를 통해 쇼핑몰을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매전환을 극대화 합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버린 상품, 함께 팔면 좋을 상품,

상품 노출을 높이면 매출이 오늘 상품 등 힌트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상품의 인기도, 장바구니, 구매를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배치, 할인쿠폰 발급 추천 상품, 인기상품 등의 데이터를 반영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주요기능과활용 광고/매체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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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다양한 채널과 광고들을 하나의 리포트에서 통합 관리하며, 보다 손쉬운 광고 운영 및 채널 관리를 합니다.

“외부 채널을 추적하여 고객의 전환 경로 및 패턴을 파악하여 광고 마케팅 운영”

집행하는 광고의 전환경로와 최종전환 지표 데이터 제공 기여도 광고 분석 가능

중복성과 기여성과(1/N)

다양한 구매전환여정(Customer Journey)

최종캠페인성과직접 성과



주요기능과활용 보고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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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 통합 보고서(데이터) 다운로드

손쉬운 통합 보고서 다운, 유의미한 데이터의 월별 보고서 반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알림 기능/ 일일 보고서 / 데이터 맞춤 보고서 제공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분석 리소스는 절감하고 편리한 데이터 마케팅 실행 가능”



Support Smar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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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석 매니저들이 마케팅 활동에 도움되는 성과측정과 분석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솔루션 사용법 등 분석 전문가의 세심한 스마트 케어 지원”

분석 전문가가 기업 현장 교육 지원

✓ 각종 캠페인 성과 측정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컨설팅 지원

✓ 분석 매니저들의 상세 기능 설명

및 리포트 활용법 안내



Support Smar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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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홈페이지 내 스크립트 설치

정확한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 인력이 광고 코드생성 지원 및 스크립트 설치를 대행합니다.

“솔루션 사용법, 데이터 검증, 데이터 수집 기준 등 분석 전문가의 세심한 스마트 케어 지원”

✓ 전문 개발자들의 광고주 사이트 구조 파악 및 분석

✓ 방문 트래픽 수집을 위한 기본 스크립트 설치

✓ 마케팅 목표로 설정한 주요 전환 지표와 주변 전환 지표 수집을

위한 전환 스크립트 설치

✓ 분석 매니저의 광고 랜딩URL 제작 지원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TRK_LID="23884";var 
_L_TD="ssl.logger.co.kr";var _TRK_CDMN="";</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CDN_DOMAIN = location.protocol == 
"https:" ? "https://fs.bizspring.net" : "http://fs.bizspring.net"; 
(function(b,s){var
f=b.getElementsByTagName(s)[0],j=b.createElement(s);j.async=true;j.src='//fs
.bizspring.net/fs4/bstrk.1.min.js';f.parentNode.insertBefore(j,f);})(document,'sc
ript');</script>
<noscript><img alt="Logger Script" width="1" height="1" 
src="http://ssl.logger.co.kr/tracker.tsp?u=23884&amp;js=N" /></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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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한 데이터 검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검증, 데이터 수집 기준 등 분석 전문가의 세심한 스마트 케어 지원”

1. 리다이렉트 현상으로 인한 광고 코드 유실 & 방문수 체크

2. 광고 별 각종 전환 지표 성과 추적 검증

3. 광고 랜딩 URL 올바른 제작 검증

✓ 광고 성과 유실 하지 않는다. 

✓ 올바른 측정되어야 다음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실데이터로 데이터 검증



RoadMap Logger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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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프링 로거는 광고비 예산 설정에 도움되는 어트리뷰션 도입 및 외부 분석툴과의 연동을 통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 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매체 API와 Google Analytics API를 이용한 매체 데이터와 성과 데이터 분석 통합 지원”

Logger 

ATTRIBUTION 

모델 적용

Logger 

네이버 매체

데이터 연동

Google Analytics

매체 데이터 연동

Logger + Google 

Analytics

결합 및 통합 보고서

대행사별 광고 성과 통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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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프링향후방향성



Boost 데이터드리븐실시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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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콘텐츠에 타켓 오디언스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특성 별 마케팅을 실행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킵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콘텐츠 개발에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적용”

오디언스 데이터를 도입한 콘텐츠 개발 제작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 마케팅 필요

마케팅을
위한 타깃
방문자를

자동그룹화

방문자의
행동을

시스템이
모니터링

맞춤
메시지와
혜택을

실시간으로
발송



Private DMP 광고대행사의데이터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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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야 마케팅 성과 우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오디언스 데이터의 중요성과 이를 확보해야 하는 광고대행사”

출처: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매거진 ‘광고비즈니스 향후 10년’

1단계:
데이터
쌓기

2단계:
데이터
확보

3단계:
데이터
활용

4단계:
마케팅
성과

대행사의 데이터 활용 4단계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비즈니스를 지배한다’

(데이터 확보 및 정비가 필요한 광고대행사)



Private DMP 마케팅활용데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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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제공하여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비즈스프링 Private DM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마케팅 활용 극대화”

비즈스프링

솔루션 이용

비즈스프링

DMP 내 데이터 수집

광고대행사

가공된 데이터 제공

광고대행사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



Private DMP 데이터마케팅콘텐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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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콘텐츠에 활용하여 타겟 오디언스 별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킵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콘텐츠 개발에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적용”

오디언스 데이터를 도입한 콘텐츠 개발 제작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 마케팅 필요

고객에게 통합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함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구매 전환율 상승 기대

상품개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BizSpring 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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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월 비용(원)

광고주 도메인 당 30,000

키워드 수 월 비용(원)

1,000개 50,000

1안) 광고주 계정 과금 방식 2안) 대행사 통합 과금 방식

• ADMONSTER

• LOGGER

• ADMONSTER

• LOGGER

키워드 수 월 비용(원)

1,000개 300,000

2,000개 600,000

… 구간 요금

월 페이지뷰 월 비용(원)

1,000만 페이지뷰 이하 2,000,000

2,000만 페이지뷰 이하 2,400,000

… 구간요금

- 광고주 계정(도메인 당) 과금 되는 방식 - 광고주 계정(도메인 당)수와 무관하게 통합으로 과금 되는 방식

“가격 과금 방식은 1안)과 2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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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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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ADMONSTER

Q. 대량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애드몬스터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입력해주시고 [대량입찰 업로드]에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대량으로 업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개수가 초과될 경우 모든 입찰상태 OFF로 등록되니 추후에 등록된 키워드 중 실제 사용할 키워드

만 운영상태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동기화는 언제 하나요?

A. 동기화란 매체사에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를 애드몬스터와 연동하는 작업입니다. 계정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정 전체

동기화가 진행되며, 매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애드몬스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캠페인/그룹 별로 동기화를

이용합니다. 동기화는 캠페인/그룹단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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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사 툴 대비 LOGGER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A. LOGGER에는 웹분석 뿐만 아닌, 콘텐츠 성과 측정이 가능한 LOGGER VIRAL과 쇼핑몰 상품분석을 위한 SMART MD를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웹로그 분석 이외에도 콘텐츠 성과측정, 기여도분석, 실시간 광고 성과 측정 등 다방면으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고객지원을 통해 스크립트 설치 대행, 데이터 유실 유무 등 분석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 로거는 스크립트 임베디드 방식으로 제공되며 홈페이지 내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브라우저에 접속 해 쿠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광고 효과일수는 14일 입니다. 검색광고는 추적URL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캠페인은 파라미터에 광고

코드를 붙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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