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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이란?

01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파악하여 광고 노출 대상 선별과 전환 최적화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WEB 
카카오픽

웹사이트

카카오픽셀

방문

검색

검색

장바구니

구매

구매

맞춤 타게팅

전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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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 왜 사용해야 하나요?

01

전환 리포트를 확인해 광고 전략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노출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최적화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전환 
최적화

광고 전략 
개선

타게팅 
고도화

전환 리포트로  

직·간접 전환값 파악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 기반 
선별적 노출

전환 목적에 최적화된 
캠페인 운영



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01  6

트랙아이디 이벤트 코드 태그 (필요시 추가)

•카카오픽셀&SDK를 구분하는 고유

번호 

•하나의 kakao 계정에서 최대 30개 

생성 가능 

•카카오픽셀과 카카오SDK에서 동일

한 트랙아이디 사용 가능

•픽셀을 통해 파악할 이벤트를 규정하

는 코드 

•카카오픽셀과 SDK에 대한 9개의 고

정 이벤트 자동 생성 

•픽셀은 방문, 가입, 검색, 조회, 장바구

니 보기, 구매 로그 수집 

•고정 이벤트의 수집 로그를 추가적으

로 분류하기 위한 구분자 

•하나의 트랙아이디에서 이벤트 코드

에 관계없이 최대 30개의 태그 추가 

가능

‘트랙아이디’와 ‘이벤트 코드’,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01  7

트랙아이디 이벤트 코드 태그 (필요시 사용 가능)

•카카오픽셀&SDK를 구분하는 고유번호 
•하나의 kakao 계정에서 최대 30개 생성 
가능 

•카카오픽셀과 카카오SDK에서 동일한 트
랙아이디 사용 가능

•픽셀을 통해 파악할 이벤트를 규정하는 
코드 

•카카오픽셀과 SDK에 대한 9개의 고정 
이벤트 자동 생성 

•방문, 가입, 검색, 조회, 장바구니 보기, 
구매 로그 수집 

•고정 이벤트의 수집 로그를 추가적으로 분
류하기 위한 구분자 

•하나의 트랙아이디에서 이벤트 코드에 관
계없이 최대 30개의 태그 추가 가능

카카오픽셀과 SDK를 구분하는 고유 번호인 ‘트랙아이디’, 파악할 액션을 규정하는 ‘이벤트 
코드’, 고정 이벤트로 수집되는 로그의 추가 분류를 위한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명 이벤트 코드

방문 PageView

가입완료 CompleteRegistration

검색 Search

콘텐츠/상품 조회 ViewContent

장바구니 보기 ViewCart

구매 Purchase



01  8

트랙아이디 이벤트 코드 태그 (필요시 사용 가능)

•카카오픽셀&SDK를 구분하는 고유

번호 

•하나의 kakao 계정에서 최대 30개 

생성 가능 

•카카오픽셀과 카카오SDK에서 동일

한 트랙아이디 사용 가능

• SDK를 통해 파악할 이벤트를 규정하

는 코드 

•카카오픽셀과 SDK에 대한 9개의 고

정 이벤트 자동 생성 

• SDK는 앱 실행, 설치(마켓제공값), 가

입완료, 검색, 콘텐츠/상품조회, 장바

구니 보기, 구매(마켓제공값), 구매(앱

내수집값) 데이터 수집 

• 고정 이벤트의 수집 데이터를 추가적

으로 분류하기 위한 구분자 

•  하나의 트랙아이디에서 이벤트 코드

에 관계없이 최대 30개의 태그 추가 

가능 

•설치(마켓제공값), 구매(마켓제공값)

에는 추가 불가능

‘트랙아이디’와 ‘이벤트 코드’,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잡화류 
상품D

잡화류 
상품E

잡화류 
상품F

기타 
상품I

기타 
상품H

기타 
상품G

의류 
상품A

의류 
상품B

의류 
상품C

전체 콘텐츠/상품조회 

로그

‘의류’ 카테고리 태그 추가시  

콘텐츠/상품조회 로그의류 의류 의류



카카오픽셀 알아보기

카카오픽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01  9

[자바스크립트 코드 예시: 구매 이벤트] 

<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
t1.daumcdn.net/adfit/static/kp.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kakaoPixel('1234567890123456789').pageView(); 
      kakaoPixel(‘1234567890123456789’).purchase('특가프로모션'); 
</script>

트랙 아이디 이벤트 코드
태그

‘트랙아이디’와 ‘이벤트 코드’,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카카오픽셀 준비하기

카카오픽셀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02  11

트랙아이디 생성 픽셀 스크립트  

발급

개발자 또는 담당 마케터에게 

픽셀 스크립트 공유

픽셀 설치 수집 현황 확인
광고계정에 

사용 권한 부여

카카오모먼트에서 카카오픽셀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광고주 웹사이트카카오모먼트 플랫폼 카카오모먼트 플랫폼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2

트랙아이디 생성

카카오계정으로 카카오모먼트 플랫폼에 로그인하세요.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3

상단의 카카오계정을 클릭하여 내 픽셀&SDK 관리에 들어가세요.

트랙아이디 생성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4

픽셀&SDK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픽셀의 이름을 설정한 후 
트랙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트랙아이디 생성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5

픽셀&SDK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픽셀의 이름을 설정한 후 
트랙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트랙아이디 생성



생성이 완료되면 리스트에 새로운 픽셀이 추가됩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6

트랙아이디 생성



생성된 픽셀명을 클릭해 기본 수집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7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8

웹 카카오픽셀 설치를 눌러 이벤트 별 스크립트를 발급받습니다.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19

웹 카카오픽셀 설치를 눌러 이벤트 별 스크립트를 발급받습니다.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0

추가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벤트의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1

태그를 통해 이벤트 분류 기준을 추가하려면 태그추가를 클릭하세요.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2

태그 추가를 원하는 이벤트를 클릭하고,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3

태그 추가 이벤트명과 태그값을 입력하세요.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4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리스트에 태그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5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개발자 또는 대행사를 통해 픽셀을 설치하는 경우,  
발급받은 코드를 이벤트 별로 복사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검색

가입

방문

...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6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추가한 태그 값 역시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7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t1.daumcdn.net/adfit/static/kp.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kakaoPixel(‘2003020697478280635’).pageView(‘프로모션방문'); 
</script> 

플랫폼에서 추가한 태그 값과 전송된 태그 값이 
정확히 일치해야 해당 로그가 반영됩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8

플랫폼에서 추가한 태그 값과 전송된 태그 값이 다를 경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 발급과 설치

직접 픽셀을 설치하시는 경우,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페이지의  
<head>와 </head> 사이에 스크립트를 삽입하세요. 

<head> 
… 
<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t1.daumcdn.net/adfit/
static/kp.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kakaoPixel('2003020697478280635').pageView(); 
</script> 
… 

</head>

스크립트 삽입 영역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29

수집 현황 확인

설치가 완료되면 내 픽셀&SDK 관리에서  
로그 정상 수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30

픽셀 사용 권한 부여

픽셀 사용 권한을 부여할 광고계정의 대시보드로 진입합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31

픽셀 사용 권한 부여

상단 타겟관리 메뉴의 픽셀&SDK 연동 관리를 클릭하세요.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32

픽셀 사용 권한 부여

픽셀&SDK 권한 추가를 클릭해 
내가 소유한 픽셀 및 SD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33

픽셀 사용 권한 부여

권한을 추가하려는 픽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광고 계정의 모든 멤버가 픽셀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픽셀 준비하기02  34

픽셀 사용 권한 부여



카카오픽셀 활용하기03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전환 리포트 확인하기

03  36

캠페인에 픽셀을 연동하여 광고관리>대시보드와 보고서>맞춤 보고서에서 표준 이벤트의 직
·간접 전환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전환 리포트 확인하기

03  37

캠페인에 픽셀을 연동하여 광고관리>대시보드와 보고서>맞춤 보고서에서 표준 이벤트의 직
·간접 전환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보기 

(직접)

가입완료 

(직접)

구매 

(직접)

구매금액 

(직접)

장바구니  

보기 

(간접)

가입완료 

(간접)

구매 

(간접)

구매금액 

(간접)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맞춤타겟 설정하기

03  38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리마케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맞춤타겟 설정하기

03  39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리마케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태그 단위까지 노출대상 구분 가능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맞춤타겟 설정하기

03  40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리마케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로그를 포함하거나 제외해 노출 가능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맞춤타겟 설정하기

03  41

방문 가입 검색
콘텐츠/ 
상품조회

구매
장바구니 
보기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리마케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맞춤타겟 설정하기

03  42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리마케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장바구니 
보기방문 구매

재 방문 유도 재 구매 유도

…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Summary

03  43

카카오 계정으로 

트랙 아이디 생성
카카오픽셀 발급

웹 사이트에  

카카오픽셀 설치
광고 계정에 

사용 권한 부여

캠페인에 연동 

전환 리포트 

확인하기

그룹에 연동 

맞춤 타게팅 

활용하기

카카오픽셀 준비하기

카카오픽셀 활용하기



카카오광고의 플러스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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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광고 소식과 자료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