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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Pixel의 정의

Snap Pixel은 광고주가 캠페인의  
교차 기기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JavaScript 코드입니다.  
광고주는 광고를 본 후 웹사이트에서 
액션을 수행하는 Snapchat 사용자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 Pixel소개

4



 
어트리뷰션 방법
사용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Javascript 코드에서  
이 정보를 다시 전달하고 Snapchat과 
매칭합니다.

사용자 파라미터 설명 예시

user_email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snaptr(‘init’,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user_email’:user.email});

user_phone_number

국가 코드, 지역 코드 및 번호가 있는  
숫자만 해당.  
다른 형식 문자는 허용되지 않음 
(예: 1+815-483-4610는 불가)

snaptr(‘init’,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user_phone_number:user.phone_number});

user_hased_email
소문자 및 공백이 제거된 이메일 주소의 
SHA2556 해시

snaptr(‘init’,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user_hased_email:user.sha256_email});

user_hashed_phone_number
소문자 및 공백이 제거된 전화번호의 
SHA256 해시

snaptr(‘init’,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user_hased_phone_number:user.sha256_p
hone_n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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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유형 설명 예시
PURCHASE 구매 추적 snaptr(‘track’,’PURCHASE’)

SAVE 특정 품목을 위시리스트에 추가하는 이벤트를 추적 snaptr(‘track’,’SAVE’)

START_CHECKOUT 결제 이벤트 추적 snaptr(‘track’,’START_CHECKOUT’)

ADD_CART 특정 품목을 카트에 추가하는 이벤트를 추적 snaptr(‘track’,’ADD_CART’)

VIEW_CONTENT 콘텐츠 조회 이벤트 추적 snaptr(‘track’,’VIEW_CONTENT’)

ADD_BILLING 결제 정보 구성 상태 추적 snaptr(‘track’,’ADD_BILLING’)

SIGN_UP 사용자 등록 방식 추적 snaptr(‘track’,’SIGN_UP’)

SEARCH 검색 이벤트 추적 snaptr(‘track’,’SEARCH’)

PAGE_VIEW 웹뷰 페이지 추적 snaptr(‘track’,’PAGE_VIEW’)

SUBSCRIBE 구독 추적 snaptr(‘track’,’SUBSCRIBE’)

AD_CLICK 광고 클릭 추적 snaptr(‘track’,’AD_CLICK’)

AD_VIEW 광고 조회 추적 snaptr(‘track’,’AD_VIEW’)

COMPLETE_TUTORIAL 튜토리얼 완료 추적 snaptr(‘track’,’COMPLETE_TUTORIAL’)

INVITE 초대 추적 snaptr(‘track’,’ INVITE’)

LOGIN 로그인 추적 snaptr(‘track’,’LOGIN’)

SHARE 공유 추적 snaptr(‘track’,’SHARE’)

RESERVE 예약 추적 snaptr(‘track’,’RESERVE’)

ACHIEVEMENT_UNLOCKED 목표 달성 추적 snaptr(‘track’,’ACHIEVEMENT_UNLOCKED’)

ADD_TO_WISHLIST 위시리스트에 추가 추적 snaptr(‘track’,’ADD_TO_WISHLIST’)

SPENT_CREDITS 신용카드 사용 추적 snaptr(‘track’,’SPENT_CREDITS’)

RATE 평점 추적 snaptr(‘track’,’RATE’)

START_TRIAL 시작된 무료 체험 추적 snaptr(‘track’,’START_TRIAL’)

LIST_VIEW 시청자 목록 추적 snaptr(‘track’,’LIST_VIEW’)

CUSTOM_EVENT_1

최대 5개의 맞춤형 이벤트 추적

snaptr(‘track’,’CUSTOM_EVENT_1’)

CUSTOM_EVENT_2 snaptr(‘track’,’CUSTOM_EVENT_2’)

CUSTOM_EVENT_3 snaptr(‘track’,’CUSTOM_EVENT_3’)

CUSTOM_EVENT_4 snaptr(‘track’,’CUSTOM_EVENT_4’)

CUSTOM_EVENT_5 snaptr(‘track’,’CUSTOM_EVENT_5’)

이벤트  
유형
이벤트 유형을 관련  
페이지에 적용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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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이벤트  
파라미터
price는 구매 이벤트에서만  
유효합니다. 

transaction_id - 구매 이벤트에만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여 
중복을 제거합니다. 

item_id는 동적  
제품 광고를 위한 것입니다.

7

사용자 파라미터 설명 값 예시

price 구매 가치 float

snaptr(‘track’,’PURCHASE’,
{‘currency’:’USD’,’price’:333.33, 
’transaction_id’:’11111111’)); ROAS(Return on Add 
Spend) 보고에는 세 가지 필드가 모두 필요합니다

currency 표준 ISO 4217 코드(예: EUR, USD, JPY) 문자열

transaction_id 주문 또는 거래 관련 특정 ID 문자열

item_ids
해당하는 경우 국제 문서 번호(EAN) 또는 기타 제품 또는 카테고리 
식별자

목록
snaptr(‘track’,’VIEW_CONTENT’,
{‘item_category’:’Shoes’,’Item_ids’:
[‘097man’,’16span’]});

item_category 품목 또는 카테고리 문자열

설명 추가 정보 관련 문자열 설명 문자열
snaptr(‘track’,’PAGE_VIEW’,
{descripton:’new_landing_page’});

search_string 검색된 텍스트 문자열
snaptr(‘track’,’SEARCH’,
{‘search_string’:’boots’});

number_items 품목 개수 Int snaptr(‘track’,’ADD_CART’,{‘number_items’: 2 });

payment_info_available 결제 정보 '예'일 경우 1, '아니오'일 경우 0 0 또는 1
snaptr(‘track’,’START_CHECKOUT’,
{payment_info_available:1}

sign_up_method Facebook, 이메일, Twitter 등 문자열
snaptr(‘track’,PAGE_VIEW’,
{sign_up_method:’Snapchat’}

success 성공 '예'일 경우 1, '아니오'일 경우 0 0 또는 1 snaptr(‘track’,’SIGN_UP’,{success:1}

Snap Pixel 소개



A

웹사이트의 유기적인 활동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Snapchat으로 인한 활동은 아닙니다.

맞춤 설정 열에서 전환을 선택하여 Snapchat에  
기여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전환 지표이벤트 관리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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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Pixel을 통합하는 방법

하드 코딩 Google Tag Manger(GTM) Shopif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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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오디언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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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어트리뷰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현 
체크리스트 

Snap Pixel 
 구현

#1

모두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확인 분석가에게 다음 항목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a. 매크로 및 필수 
i. 해시된 이메일  
ii. 구매 
iii. 가격 
iv. 통화 
v. 거래 ID(구현된 경우 - 구매 이벤트의 중복 제거 가능) 

b. 마이크로  
i. 카트에 추가, 가입 
ii. 품목 ID 및 카테고리(특정 광고 제품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됨)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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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략 

12



적절한   
최적화 목표 선택

인식 고려 전환

인식 앱 설치
 

웹사이트로  
트래픽 유도

 
앱으로  
트래픽 유도

참여 동영상 조회 리드 생성 카탈로그 판매
 

웹사이트  
전환

노출(CPM)
설치 설치 + 구매  
가입 카트에 추가

스와이프 업  
페이지 조회

스와이프 업
필터 공유 스와이프  
업 스토리 광고 열기

2초 동영상 조회  
10초 동영상 조회

스와이프 업 가입
구매 앱 구매  
스토리 열기

페이지 조회 카트에  
추가 가입 구매

입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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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적절한   
입찰 전략 선택

평균적으로 특정 CPA를  
지향하면서도 높은 확장성을  
원하는 경우 권장합니다.

특정 CPA를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알고리즘이 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등 게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특정 CPA를 보장하는  
보다 방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CPA에 대한 초기 기준이 없는 경우 
권장됩니다.

자동 입찰 최대 비용 목표 비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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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에서의 확장 전략 
권장 사항

예산 예측기 - 새 광고 세트  
'처음 2초 이내에 눈에 띄는 브랜딩'과 같은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크리에이티브가 모범 
사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크레이에티브 전략(하위 계층에 대한 토큰)에 시간을 들입니다.

#1

탐색 단계   
새로운 캠페인 또는 광고 세트를 출시할 때 Snap 시스템은 타겟 오디언스, 입찰, 예산 및 과거  
전환량에 따라 1~4일 동안 '학습 단계'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입찰 금액에 맞춰 게재를 보정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CPA가 입찰 
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Snap의 예측 논리가 여러분의 고유한 캠페인 
기준에 부합하면서 결과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2

며칠마다 가장 성과가 높은 광고 세트에 대해  
25%씩 지출을 늘립니다. CPA 제공  
이는 일반적으로 목표와 상관없이 탐색 단계를 통해 안정적인 광고 게재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게재 정보 및 성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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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도움말 

16



사운드 
사용

짧고  
간결하게 

하나의  
메시지

강점에 초점 
액션  
유도 

템플릿 구축

 
Snap 크리에이티브의 
6가지 규칙

크리에이티브 도움말

17



A

Snap Ad
브랜드 또는 신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Snapchat  
사용자로부터 구매, 동영상 콘텐츠 시청 또는 AR 렌즈  
사용을 유도합니다.

Snap Ad의 성공 법칙: 

즉각적인 임팩트를 주는 디자인 
처음 2초에 브랜드 로고와 제품을 비롯해 마케팅을 위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에 집중하기 
각 애셋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오디언스, 하나의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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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모범 사례

여기에 이미지 삽입 여기에 이미지 삽입여기에 이미지 삽입0초를 위한 디자인

첫 번째 프레임과 그 다음에  
마케팅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무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목표 알리기

사용자에게 지금 바로  
쇼핑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크리에이티브의  
개수 고려

테스트 및 최적화를 위해  
6주마다 최소 6개의 서로 다른 

Snap 광고를 출시하세요.

내부자 도움말: 
많은 양의 텍스트를 포함해야 하
는 경우 읽기 쉽도록 복사본을  
쌓아 보세요 - - - >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 
• 해당되는 경우 프로모션 또는 혜택 언급 
•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력한 CTA 포함 
•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여 테스트 및 최적화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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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Snap Ad 스토리 광고

가장 좋은  
예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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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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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이프 전환 
사용자가 광고를 봄  
> 클릭/스와이프 업을 수행  
이후 일정 포인트 전환 

최근의  
어트리뷰션 대화

조회 전환 
사용자가 광고를 봄  
> 클릭/스와이프 업을 수행하지 않음  
이후 일정 포인트 전환 

어트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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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출수는  
조회수와 동일해야 
하나요?

Snapchat 기타

브랜드 
+6포인트 

인식

광고 
+4포인트 

인식

브랜드 
+13포인트 

인식

광고 
+20포인트 

인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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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 vs.    
다른 플랫폼 

Snapchat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고, 발견하는 곳입니다.  
조회란 단순히 클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다른 플랫폼은 좋아요, 팔로우 및 클릭과 같은 콘텐츠 상호 작용
을 동반하는 검색 기반 플랫폼입니다.  
클릭은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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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 vs.    
다른 플랫폼 

Snapchat의 캔버스는 전체 화면이며 스트림 내에 있어서 
항상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플랫폼의 캔버스는  
피드 내에 있으며 여러 요소 중 하나여서 
기기의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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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 vs.    
다른 플랫폼 

26

Snap 및 광고의 거의 70%가 사운드를 켜고 재생됩니다.

다른 대다수 플랫폼에서는 사운드를 끄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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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동일 세션 전환

28일 동안 Snap 조회 및 클릭  
어트리뷰션 활성화

GA와 Snap은  
구매를 기록함

광고 
게재

스와이프 
업

가입 
흐름

전환: 
카트에 추가

전환: 
구매

사용자 이메일 매치백을 통한 가입  
어트리뷰션

사용자 이메일 매치백을 통한 구매  
어트리뷰션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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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브라우저 및 기기 간 전환

사용자 이메일 매치백을 통한 가입  
어트리뷰션

사용자 이메일 매치백을 통한 구매  
어트리뷰션

광고 
게재

스와이프 
업

가입 
흐름

전환: 
카트에 추가

전환: 
구매

GA/타사 도구가 Snap  
가입 또는 Snap에서의  
구매에 기여하지 않음

사용자가 유기적으로 또는 다른 
유료 미디어 채널을 통해 흐름을 

이어 나감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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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napchat 사용자는 
광고에 관심이 있을 때 추적 가능한  
마지막 클릭 액션을 수행하지 않음

출처: 2021년 1월 22~26일에 Snap Inc.에서 미국 Snapchat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나이 및 위치 
데이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usinesshelp.snapchat.com/en-US/a/
audience-size-tool을 참조하세요. 질문: "휴대폰에서 즉시 구매하지 않을 물건에 대한 흥미로운 광고를  
보면, 다음 중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자 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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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apchat 사용자가 광고
에 관심이 있을 때 수행하는
주요 액션

새로운 브라우저 탭 열기

#1

#2

27%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기

23%

#3
클릭/누르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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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는 Snapchat에서 광고를  
보고 선글라스 웹사이트를  
보려고 화면을 스와이프 업합니다.

#1 #2 #3
Alex는 즉시 Snapchat을 나간 다음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GA는 Snap의 내부 브라우저 밖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을 Snapchat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GA에서는 전환 어트리뷰션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개 세션: 
Snapchat으로부터 1개 
오가닉/다이렉트 1개 

오가닉/다이렉트를 통한 1개 구매

Snapchat으로부터 1개 

Snapchat으로부터 1개 구매

GA에 표시

GA에 표시

Snapchat 
웹뷰

데스크톱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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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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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에서 광고를 본 다음…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추적 가능

Adobe /  
Omniture에서  
추적 가능

DCM  
“스탠다드”에서 추적 

가능

DCM 교차 환경에서 
추적 가능

Snap Ads Manager 및  
전환 리프트에서 추적 가능*

광고에서 스와이프 업하여 Snap 네이티브 브라우저 내에서 즉시 
구매

예 예 예 예 예

광고에서 스와이프 업하고 나중에 같은 휴대폰의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때로는 조회수로 카운트됨)

예 예

광고에서 스와이프 업하고 Showcase에서 제품을 검색한 다음  
나중에 같은 휴대폰의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때로는 조회수로 카운트됨)

예  
(조회수로 카운트됨)

예

광고에서 스와이프 업하고 나중에 다른 기기(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광고에서 스와이프 업하고 Showcase에서 제품을 검색한 다음  
나중에 다른 기기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조회수로 카운트됨)

예

광고를 보고 나중에 같은 휴대폰의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때로는 조회수로 카운트됨)

예 예

광고를 보고 나중에 다른 기기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광고에서 스와이프하거나 광고를 보고 나중에 브랜드 앱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

광고에서 스와이프하거나 광고를 보고 나중에 실제 매장에서 구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

*pixel 경유 
**MMP 경유 
***전환 API 경유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통한  
전환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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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미디어 플랫폼이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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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플랫폼보다  Snap에 악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

모바일 전용 뉴스피드 없음 프리미엄 광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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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3%  

조회

6,000  

7/1 전환

90%  

바운스 비율

6  

Snap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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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춤 설정  
어트리뷰션 플롯을 생성하면 Snap의  
어트리뷰션 모델 및 전환 동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켓 분석에 따르면, 
Snap에서 광고를 보고 12시간 후에  
90%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광고주 어트리뷰션 모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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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리뷰션 윈도우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짧은 어트리뷰션 윈도우에 기여 긴 어트리뷰션 윈도우에 기여

평균 주문 가격 저렴한 제품/충동 구매(예: Grubhub 주문) 비쌈 - 최고급 럭셔리 제품 구매

캠페인 유형 리마케팅 예상

구매 유형 1회 구매 월별 구독 약속

제품 유형 별 5개 리뷰가 수백만 개 있는 인기 제품 소비자가 구매를 고려하기도 전에 사전 교육 사이클이 필요한 신제품 출시

할인/쿠폰 혜택 매우 공격적인 강력한 할인(예: 사이버 먼데이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 빠듯한 기한 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소액의 인센티브

브랜드 파워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한 잘 자리 잡은 브랜드 스타트업 비즈니스

마케팅 채널 유형 적극적으로 제품을 찾는 소비자(예: Google 검색 - Adwords) 소셜 기반 노출(Snap, Pinterest, Instagram)

37

어트리뷰션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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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기

1단계준비

Snapchat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타임라인

온보딩 첫 2주
2단계 3단계
다음 4주

학습 단계

• 여러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한  
자동 입찰로 시작 

• 개별 광고 세트를 통한 광범위한 
데모, 관심사 및 맞춤 설정한 유사 
오디언스 테스트 

• Snap Ad로 시작하여 광고  
세트당 최소 5개의 광고 제작 

• 오디언스 규모가  
200만 명 이상이며 비용이  
하루 200달러 이상인지 확인

테스트하고 배우기

• 자동 입찰, 목표 비용 및 최대 입찰을 테스트하여 규모와 실적 개선 

•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목표 기반 입찰 테스트  

- 앱 설치 

- 앱 구매 

- 앱 가입 

- Pixel 구매 

- Pixel 카트에 추가 

• 스토리 광고 및 컬렉션 광고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광고주를 위한 동적 형식도 도입 

•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켓으로 지출 확장

배운 것을 구현하기

• 다양한 CTA 및 메시징을  
테스트하여 크리에이티브  
스타일 개선 

• Snapchat에서 브랜드에  
대한 모범 사례 구축 

• 신규 사용자/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브랜드 활동 소개

6주 및 그 이후

명확한 목표 설정

• Snapchat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전환을 올바르게 추적하도록 
설정되어 있나요? 

• 성공을 위한 적절한  
크리에이티브가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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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산기: 여기 

어트리뷰션 성공을 위한 미디어 계획

 
적절한 미디어 혼합을 
위한 테스트

주 1 2 3 4 5 6 7 8

권장하는 광고 유형 및 구독 형식별 예산 할당 비율

Web_View 
(이미지/동영상 전용)

100% 100% 100% 100% 100% 80% 80% 80%

스토리 광고/DPA/ 
컬렉션

20% 20% 20%

마일스톤 새로운 광고주!
어트리뷰션 
미팅

제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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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fqjUABi0ToNON_Nw56Fsv0HfJ1KYiff0vPmAne9Ayg/edit?usp=sharing


리타게팅 
Snap Ad 및 스토리 광고 

목표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 광고 세트 게재 위치, 최적화  
및 입찰

광고 세트당 크리에이티브  
2~5개

획득 
Snap Ad 및 스토리 광고 

목표 웹사이트 전환

Snap 광고 페이지 조회  
excl 구매(30~180일)

자동 게재 위치 
구매 옵션 

타겟 비용/자동 입찰

필요한 애셋: 
짧은 동영상 2~5개 

(6~10초) 또는 이미지

스토리 광고 페이지 조회  
excl 구매(30~180일)

스토리 광고 브로드 - 데모 전용 

스토리 광고 LAL 균형 구매자

스토리 광고 2~3개의 관련 이미지

Snap Ad 브로드 - 데모 전용 

Snap Ad LAL 균형 구매자

2~3개의 관련 이미지

필요한 애셋: 
3개 이상의 짧은 동영상,  

텍스트가 없거나 로고가 1개인 1~3개의  
타일 이미지

2~3개의 Snap Ad 
2~3개의 스토리 광고

자동 게재 위치 
구매 옵션 

타겟 비용/자동 입찰

자동 게재 위치 
스와이프 업/스토리 열기 옵션 자동 입찰 

또는 구매 옵션 자동 입찰

전자상거래 캠페인 구성  
성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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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게팅 
목표 카탈로그 판매 
오디언스 유형: 리타게팅

캠페인 광고 세트 게재 위치, 최적화  
및 입찰

광고 세트당 크리에이티브  
2~5개

획득 
목표 카탈로그 판매 
오디언스 유형: 예상

자동 게재 위치 
구매 옵션 
자동 입찰

필요한 애셋: 
제품 카탈로그

조회 또는 ATC 30일

조회 또는 ATC 15일

조회 또는 ATC 7일

브로드 - 데모 전용 

필요한 애셋: 
제품 카탈로그

자동 게재 위치 
구매 옵션 
자동 입찰

전자상거래 캠페인 구성  
성과 최적화 - 동적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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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forbusiness.snapchat.com/go-global-with-snapchat에서 확인하거나  

현지 APAC 엑스퍼트에게 문의하세요. 

http://forbusiness.snapchat.com/go-global-with-snap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