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코픽 추천 
방문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비법 



비싸게 지불한 광고를 통해  
방문한 사람들은 과연  

구매 고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쇼핑몰에 이미 방문하고 있는 
고객에 주목하세요! 
 

쇼핑몰에 한번 방문한 고객은 꽉~ 잡아서  

‘진짜 구매 고객’이 되도록 레코픽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RecoPick 



레코픽이 하는 일 

추천을 통한 페이지뷰 증가 
및 매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제공  
(11종의 추천 성과 지표 제공) 

고객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상품 클릭을 
유도하여 구매로 연결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
에 기반하여 구매확률
이 높은 연관 상품을 
실시간 추천 

1 

쇼핑몰에 유입된  
고객들의 구매 행동 
로그 분석 

2 3 4 

관심 상품을 실시간으로 바로 추천 

비슷한 취향의 다른 스타일  
상품 지속적으로 추천  

고객이 원하는 상품 발견, 구매전환 
추천을 통한 트래픽,매출 증가 확인  

인당 페이지 상승 

인당 구매 건수 

추천 클릭률 

추천을 통한 매출 

‘셔츠’ 상품에 관심 있어 유입된 

20 ~ 30대 여성고객 



모바일에서의 대세는 

‘실시간’ 
네이버 실시간 검색 
멜론 실시간 차트 

아마존의 실시간 추천 

국내 추천 솔루션 회사중  

가장 뛰어난  

실시간 개인화 추천 
(타사 대비 3배의 구매전환율) 

고객 응대의 핵심은 

‘실시간 대응’ 
고객이 머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적합한 상품을 
즉시 추천할 수 있어야… 

모바일 실시간 개인화 추천! 레코픽의 엣지 



고객의 개인별 최근 성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현재 니즈와 특성이 반영된 개인 맞춤형 추천입니다. 

실시간 개인화 추천 상품소개 

노출영역 메인페이지 포함 모든 페이지에 적용가능 

적용예시 



고객이 현재 보고 있는 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

하는 서비스입니다. 

함께 본 상품 상품소개 함께 구매한 상품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때,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입니다. 

함께 본 상품 함께 구매한 상품 

노출
영역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영역  

적용

예시 

노출
영역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 영역 , 장바구니 페이지 

적용

예시 



통계형 추천 상품소개 

다양한 통계 Data를 기반으로 인기 상품과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상품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한눈에 ~ 
  

레코픽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상품에 대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레코픽에서는 실시간 개인화 추천, 함께 본 상품/함께 구매한 상품 추천의 결과가 부족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통계형 추천 종류 상세 설명 

실시간 인기 상품 TOP 100 최근 1시간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상품 노출 

구매전환 Top100 사용자의 View 대비 구매가 많이 일어난 상품 노출 

View Top100 하루 동안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상품 노출 

Buy Top100 하루 동안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노출 

추천클릭 Top100 추천 리스트 노출 대비 클릭이 많이 발생한 상품 노출 

추천유입 Top100 상품의 유입 경로 중 추천 유입률이 높은 상품 노출 

카테고리 Top100 카테고리내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 제공 



레코픽 추천 성과 
이미 경쟁업체들은 레코픽을 선택하였고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당 PV 구매 전환율 추천을 통한 매출 기여 

 

 

 

 

 

 

 

 

 

 

10% X 전체 매출의 	  

구매하기 

3 X2



고객 현황  
많은 쇼핑몰들이 레코픽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더 많은 고객 사례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대형 쇼핑몰 

오드 

  나인 문고리닷컴 

현대리바트 

클릭앤퍼니 

11번가 

AK몰 

신세계면세점 

삼성전자 스토어 

천이백엠  그레이시크 

만다리나덕 

두닷 닥터브로너스 

머스트잇 

가방팝 

패션플러스 

갤러리아면세점 아이러브제이 

패션 뷰티 가구/인테리어 

아리따움 

데일리먼데이 

 헬로우 스위티 

  따따따 

  제이스타일   리얼코코 

스와니코코 

보나쥬르 자연미인가구 

스킨알엑스 

  삼성물산 패션몰 



적용 사례 

* 더 다양한 고객 사례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이용 요금  
업계 최저 가격으로 부담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한달간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이트별(PC웹, 모바일)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상품수 10만개 이상일 경우 상품당 2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크립트 설치 대행비는 별도입니다. 

함께 본 상품, 함께 구매한 상품  
(두 상품 모두 이용해도 동일과금 부과) 

과금기준  PV (페이지뷰) 

단가 일평균 PV당 2원 

최소금액 월 20만원 (과금단위: 1만원) 
일평균���������	
��������������������  PV가���������	
��������������������  100,000이하일���������	
��������������������  경우���������	
��������������������  최소���������	
��������������������  과금���������	
��������������������  20만원���������	
��������������������  

실시간 개인화 추천 

과금기준  UV (순방문자수) 

단가 일평균 UV당 20원 

최소금액 월 20만원 (과금단위: 1만원) 
일평균���������	
��������������������  UV가���������	
��������������������  10,000이하일���������	
��������������������  경우���������	
��������������������  최소���������	
��������������������  과금���������	
��������������������  20만원���������	
��������������������  

이용혜택 

30일 무료 체험, (고객 요청시) 추천성과 확인을 위한 A/B테스트 제공 

상품 기준 추천과 사용자 기준 추천을 함께 이용 시 총 과금액에서 20% 추가 할인 혜택 제공  

무료기간 중 결제카드 등록 시 RecoPick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10만원 추가 혜택 제공 

다양한 통계 기반의 추천 서비스 무료 제공 



Thank you 

www.recopick.com 
recopick-‐help@skpla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