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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너겟은 이런 과정으로 서비스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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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너겟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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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너겟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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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그분석 툴

너겟 
알고리즘

👀 시각화 리포트

보고싶은 리포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 너겟 리포트

너겟 그로스 해커팀의 노하우를 담아 
분석 리포트를 시각화 합니다.

02. 너겟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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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너겟의 특징 및 장점



 



03. 서비스 소개 - 서비스 전체 맵

데이터 로그분석 툴

고객사

마케팅 
브랜딩

필요한 정보 
쉽게 매니지먼트

- 주요 정보 
- 데이터 시각화 
- 시각화 정보 해설

- 주목할만한 데이터 체크 
- 솔루션 제안 
- 인사이팅 시각화 리포트

인사이트

그로스해킹 액션



03. 서비스 소개 -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주요 대시보드
Google Analytics

한줄해석을 통해 데이터의 의미
를 한줄로 파악 가능합니다.

한줄 요약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서 데이터
를 좀 더 쉽게 보여줍니다.

데이터 시각화

너겟에서 만든 인사이트 리포트입
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인사이트 

데이터가 표기됩니다.

커스텀 리포트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인 ga를 주
요정보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GA 분석

광고 돌리는 채널이 다양해도 문제 
없습니다. 채널별 성과부터 소재 
최적화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광고 성과 집중 분석

03. 서비스 소개 - 주요 대시보드



01. 사용자 분석
Google Analytics

사용자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03. 서비스 소개 - 사용자 분석

데이터 기반의 페르소나 설정

동질집단 분석 핵심 INSIGHT

사용자들 주요 관심사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도, 전환도 아닙니다. 

바로 사용자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어떤 경로
로 이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사용자 행동 흐름

주요 행동흐름을 퍼널로 분석하여 
페이지별 품질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

02. 사용자 행동 분석
Google Analytics

03. 서비스 소개 - 사용자 행동 분석

사용자들은 우리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사용자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사이트 내에서 사용자의 맥락을 분석합니다.



고객사마다 다른 데이터가 세팅되며, 시각화는 별도 문의를 통해 맞춤화 해 드립니다.

이벤트를 기반으로 페이지 참여도를 분석합니다.

03. 페이지 참여
Google Analytics

03. 서비스 소개 - 페이지 참여

견고하게 설계된 이벤트는 성장의 KEY가 됩니다.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개인화된 리포트가 담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가장 이탈
율이 많은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BEST/WORST 페이지뷰

주요 페이지별 스크롤 댑스를 
평가합니다.

스크롤



이커머스 사이트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04. 전자 상거래
Google Analytics

03. 서비스 소개 - 전자 상거래

수익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그룹별 특징, 업계 동향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다각도의 그룹핑 방식으로 수익을 바라봅니다. 

사용자 군별 수익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추출된 지표입니다.

타겟별 수익

결제페이지까지 도달하는데 각페이지
가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Flow에 관한 행동 분석



03. 서비스 소개 - 그로스해킹 액션

그로스해킹 액션



03. 서비스 소개 - 큐레이션 과정

큐레이션 과정
데이터해설과 큐레이션

너겟에서 성장을 위한 모든 과정을 경험하세요.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장 전략을 세웁니다. 

가설부터 솔루션 추천 및 결과 분석까지 너겟이 큐레이팅 해드릴께요. 

  
 

 
 

 
 

 
  
  

 
 

With Next Plan



01. 데이터 해설
데이터 해석이 같이 보여집니다.

03. 서비스 소개 - 큐레이션 과정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화와 설명이 함께해야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02. 가설카드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은 가설관리입니다.

03. 서비스 소개 - 큐레이션 과정

일회성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위해서는 가설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설 관리카드로 가설을 추천받거나 직접 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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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행 솔루션 추천 및 적용
성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03. 서비스 소개 - 큐레이션 과정

이미 시장에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는 많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좋은 환경과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A/B TEST 시작하기



04. 결과 리포트
실행 플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03. 서비스 소개 - 큐레이션 과정

잘나온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잘 안나온 결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과 리포트는 다음 실행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04.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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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특정 페이지의 데이터 전환율 분석 과정에서 무효클릭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워 실행했고, 전환율 30%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로스해킹 과정을 거친 결과는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04. 서비스 사례

A/B TEST는 전통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써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

어 온 전화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타겟군의 특징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게되었습니다. A/B TEST로 

진행하였고, 대안페이지에서 높은 전환율이 나와 타겟 그룹의 패턴에 대해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A/B TEST는 가설 검증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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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개의 회사와 가설 검증 결과

04. 서비스 사례



CONTACT POINT

데이터너겟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mail : Info@weirdsector.co.kr 

Web : datanugget.io 

데이터 너겟 담당자 : 010 - 6527 - 1218

mailto:labbit@weirdsector.co.kr
http://datanugge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