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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는 세상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이커머스 고객사의 매출 성장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SaaS 솔루션을 만듭니다.

About 
Data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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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마케팅, 왜 필요할까요?

비싸게 유입 시킨 고객, 
98%는 구매 없이 이탈합니다.

한국 이커머스 사이트의
고객 평균 구매 전환율

(참조 : 2021 Digital Marketing Summit)

2.06%

CRM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떠나려는 98%의 방문자를
내 고객으로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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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마케팅의 영역

퍼포먼스 마케팅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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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마케팅, 왜 필요할까요?

98%의 방문객을 잡는 법,
고객 여정 이해가 해답입니다.

각 단계별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필요에 맞춰,
모든 여정의 단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상품조회방문 구매완료장바구니 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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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기능 소개

이커머스 고객 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캠페인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손쉽게, 데이터라이즈 하나로!

· 사이트 분석
· 상품 분석
· 고객 분석
· 캠페인 결과 분석

분석
어떤 고객에게 집중해야 할지,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이커머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솔루션

이커머스 고객 여정

데이터 수집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 사이트 내 행동 정보
· 쇼핑몰 DB 정보
· 캠페인 결과

캠페인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CRM 마케팅 캠페인

· 온사이트 배너
· 친구톡 / 알림톡
· 문자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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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데이터 수집

쇼핑몰 DB 정보와 고객의 행동 정보를 같이 수집하여,
고객에게 더 맞춤화된 CRM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DB 정보

고객 정보

구매 정보

상품 정보

쿠폰 정보

고객 행동 정보

유입 세션

페이지뷰

클릭

상품 노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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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 번으로 개인화, 자동화 캠페인 진행

고객의 행동에 따라 적재적소에 터치할 수 있어요.
고객 경험을 위해 1명당 하루에 1개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방문 상품조회

소셜프루프 배너

장바구니 담기

쿠폰 발급 메시지

방문 상품조회

옵션 추천 배너

장바구니 담기

쿠폰 배너

방문 상품조회

회원 가입 혜택 알림 배너

장바구니 담기

A

B

C

구매 완료

장바구니 친구톡

친구추가 유도 문자

친구톡 발송 실패 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요.



원하는 조건들을 직접 
조합하여 만드는 오디언스

데이터라이즈가 기본 제공하는 

22가지 외에 원하는 타겟팅 조건으로

직접 오디언스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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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기능 소개 : 분석 08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눈에

매주 사이트의 핵심 요소를
리포트로 받아보세요.

상품 리포트 / 상품 재구매 리포트

코호트 리포트 사이트 리포트

친구톡 캠페인 성과 리포트 고객 세그먼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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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맞춤 소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N명의 타겟팅 고객이 각각 관심 있는 
상품 이미지, 상품명을 넣기 때문에 같은 
캠페인이지만 모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관심 상품 
알리기 캠페인

ON



매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쇼핑몰 리포트를 전달 드립니다.

알림톡 도착 알림톡 도착

[ 사이트 프로파일링 리포트 ]

> 대상 : 사이트명
> 날짜 : YY.MM.DD
> 구매전환율 : 1.62%

# 방문 지표 
- 세션수 : 29,437개
- 신규세션비율 : 31.29%
   참여세션비율 : 62.05%
   세션 체류시간(중간값) : 21초
   세션 페이지뷰(중간값) : 2번

# 매출 지표 
- 총 구매건수 : 647건
- 총 매출액 : 6,179만원
- 온사이트 구매건수 : 477건
- 온사이트 매출액 : 4,461만원
   구매전환율 : 1.62%
   평균 구매상품수 : 2.3개
   평균 구매금액 : 액93,525원

 

# 퍼널 지표 
   방문 - 상품조회 : 61.77%
   상품조회 - 구매시도 : 20.88%
   구매시도 - 구매완료 : 14.88%

# 리텐션 지표 
   7일내 재구매 비율 : 8.35%
   30일내 재구매 비율 : 27.67%
   90일내 재구매 비율 : 40.19%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datatalk@datrize.ai

 
설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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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재가 더 효과가 좋은지 직접 테스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가 다른 소재를 여러 개 등록해두시면

데이터라이즈가 효율이 좋은 소재의 노출/발송 비율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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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등록 직후 비중

소재A

33.3%

소재B

33.3%

소재C

33.3%

33.3%

소재 등록 직후

노출발송비중

시간

소재B

소재C

15%

5%

소재 A의 ROAS가
가장 높다면

소재A

80%

자동 비중 조정



소보제화 정일조 팀장

미아마스빈 강병석 대표

“고객 행동에 따라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어, 제 리소스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잘 타겟팅된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많이 개선되어 
제일 좋아요.”

“자사몰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CRM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서,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몰의 
성장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데이터라이즈를 도입한
고객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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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사용 후 
실제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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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캠페인 성과

알림톡 평균 ROAS 

8,760%
친구톡 평균 ROAS

10,422%
평균 구매전환율

2.815%

온사이트 캠페인 사용 후

평균 매출액 8% 상승



이미 다양한 카테고리의 많은 쇼핑몰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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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와 
함께 성장해요.

문의 없이 30분이면 설치 완료!
가입 후 한 달 무료 체험 진행해 보세요!

쉬운 솔루션

유저 친화적인 UI/UX로 
솔루션 학습 시간 최소화

01 03

카카오 친구톡 캐러셀 
메시지 국내 최초 도입

네이버, 베이스 
인베스트먼트 투자 완료

02

발빠른 솔루션 인정받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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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치를 100% 
활용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500+

180

7.5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통해 
성공하는 비즈니스,
데이터라이즈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데이터라이즈 고객사 수

누적 프로파일링 유저 수

누적 데이터 건수

억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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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커머스를 위해, 
지금부터 데이터라이즈.

이메일 hello@datarize.ai

데이터라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6층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