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쇼핑몰 DA는 타겟북 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제안서



스마트스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쇼핑몰 전용 DA / CA 광고 솔루션

What Is Targetbook



주 고객층

e-commerce

타겟북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

- 실시간 상품 수집 및 상품정보 동기화

- 광고소재 생성 및 편집

- 유연한 핵심고객 타게팅

- 광고관리를 위한 스케줄러 (스케줄링을 통한 일일예산, 광고문구, 캠페인 on/off 관리)

- 광고소재로 베스트상품 자동 추천 및 생성

- 다이내믹 랜딩 페이지

- 딥 링크를 통한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연동 지원

- e-commerce에 최적화된 대시보드 및 리포트

Unique Selling Points (USPs)
 



타겟북의 강력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조회한 고객, 상품을 검색한 고객,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고객을 

모두 모수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겟북이 알아서 척척 제공해드리는 정보로 편리하게 광고하세요!

소비자의 모든 행동패턴을 모수로 사용
 

장바구니 이용 고객

카테고리 조회 고객 검색 고객

상품 조회 고객



타겟북은 무분별 하게 Audience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겟북은 정교한 설계를 통해 핵심고객과 가장 근접한 고객들을 찾아냅니다.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노려보세요!

핵심고객 기반의 고객확장
 

장바구니 고객

회원가입 고객쇼핑몰 구매 고객

+₩



타겟북은 타게팅에서부터 광고생성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세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타겟북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광고 관리자
 



social price

3,000won

social price

3,000won

social price

3,000won

상대평가에 따라 광고를 자동적으로 교체시켜줍니다.

낮은 효율의 광고소재는 내리고, 높은 효율의 광고소재는 올려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해줍니다.

광고소재 자동 최적화
 



표준 DA 랜딩페이지

* 설명을 위해 짧게 재구성한 이미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커스텀 CA 랜딩페이지

랜딩페이지
자동 최적화
 
자동 랜딩페이지를 통해 상품이 로딩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주어 고객의 이탈률을 낮춰 줍니다.

표준 랜딩페이지에서 커스텀 가능한 랜딩페이지까지

더욱 강력해 졌습니다.



MIN MAX

▼▼

경쟁상황에 따라 입찰가를 자동 조정!

변화하는 입찰경쟁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사용자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자동화된 입찰 프로세스
 



상품 가격 변경, 품절 상태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크하여 피드에 연결해 줍니다.

알아서 체크해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 똑똑한 타겟북은 가능합니다.

상품사진 자동 업데이트



광고 소재를 커스텀 한다? 일일이 광고 소재를 만들기 참 번거롭죠.

원하는 유형의 소재를 선택만 하시면 모든 광고소재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Creative Manager



돈들여 만든 스마트앱이 방치되고 있다면, 걱정은 접어두세요.

페이스북 광고를 클릭하면 앱이 열리면서 랜딩페이지로 이동!

앱을 설치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모바일 웹 페이지의 랜딩페이지가 보여집니다.

Deep link

앱 미설치시,
모바일 웹 페이지의 랜딩페이지로 
바로 이동

앱 설치시,
앱이 열리면서 랜딩페이지로 
바로 이동

shopping



타겟북의 대시보드에는 e-commerce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ROAS, 지역별 통계, 연령별 반응 점유율, 최대매출시각 등 원하는 정보를

쇼핑몰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commerce를 위한 대시보드
 



타겟북이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



FREE SERVICE

의미없는
포스트광고는
이제그만!
 
의미없는 포스트 광고는 그만!

타겟북에서 포스트 광고의 세팅을 지원해드립니다.

광고 효과에 대한 확실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퀄리티 높은 소재를 사용해,

타 업체들의 의미없는 포스트 광고와는 

차별화 된 광고를 운용해보세요.



Thank you.

(주)유니드컴즈 | GH파트
Tel. 1577-3364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