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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 사 소 개

문제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그로스 마케팅을 하는 
허들러스 입니다.

INTRODUCTION

기업명 

대표자 

주소지 

이메일 

웹사이트

허들러스 

유성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305 P243호 

team hurdlers.kr 

hurdlers.kr

http://hurdl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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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허들에 봉착하는 
비즈니스들을 위해 
허들러스의 경험과 노하우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MISSION

브랜드 핵심 키워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빠른 실행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고객 욕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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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그로스마케팅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허들러스는 행동할 수 있는 그로스 마케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브런치 구독자 1천명 달성

2022년 삼성전자 C랩  
공식 그로스마케팅 컨설팅 업체 선정

2020년 크몽  
공식 마스터 전문가 선정

2022년  
마케팅 대행 서비스 시작

2022년  
패스트캠퍼스 GA4 단독 강의 오픈

2022년  
공식 대행사 포이시스 
파트너 협약 체결

2021년 퍼블리 공식  
저자 협약



01 회 사 소 개

PORTFOLIO
이미 그로스마케팅을 선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허들러스와 함께 하였습니다.
상세 포트폴리오 보러가기

https://bit.ly/3I7Y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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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허들러스는 고객의 문제에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그러나, 분야별 탑티어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PROBLEM

그로스 팀

퍼포먼스 팀

엔지니어 팀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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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허들러스의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데이터의 설계 및 구현 그로스 프로젝트 그로스 마케팅 대행 그로스 및 퍼포먼스 컨설팅

맥락은 같지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객의 현재 예산 상황, 고객의 최종 니즈에 따라 서비스의 형태는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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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허들러스의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데이터의 설계 및 구현 그로스 프로젝트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 그로스 및 퍼포먼스 컨설팅

그로스 마케팅을 위한 기본 데이터 
환경을 구현해 드립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이벤트 텍소노미 설계 

#매체별 스크립트 설치 

#자동화 대시보드 설계 및 구현 

#분석 및 CRM 툴 선정

그로스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운영을 직접 

도와드립니다.

#사이트 A/B 테스트 구현 

#CRM 운영 및 기술적 지원 

#전환율 상승을 위한 가설리스트 제작 

#레퍼런스 및 성공사례 도입

#검색 광고 최적화 비딩 

#디스플레이 리타겟팅 광고 최적화 

#네트워크 광고 및 다매체 확장 

#광고 크리에이티브 개발

고객을 유입시키고 전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퍼포먼스 광고를 도와드립니다.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통해 
내재화를 원하시는 고객들에게 

각 분야별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광고 컨설팅 

#이커머스 쇼핑몰 컨설팅 

#그로스 마케팅 컨설팅 

#각종 툴 활용 방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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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캠페인 운영 전략 및 미디어 믹스 

・인사이트 리포트 

・미디어 및 랩사 네트워크 

・공식 대행 권한 보유 

・LMF 메시지 테스트

・CRM BluePrint 설계 

・유저 세그먼트별 시나리오 도출 

・채널톡, 카카오채널, 푸쉬메시지 

・Optimize를 활용한 A/B Test 

・Braze, Appier 등 CRM 툴 역량 

・리드 스코어링 / 리드 카테고라이징 

・PMF 시장 검증

그로스 마케팅

・GA4, UA 데이터 분석 환경 설정 

・Google Data Studio 시각화 

・자동화 대시보드 설계 및 구축 

・Amplitude, Appsflyer 툴 활용 

・Bigquery, Tableau 등 Raw 

Data 처리

각종 그로스툴 활용 역량

・GA4, UA, GDS 단독 강의 가능 

・패스트캠퍼스 단독 VOD 강의 진행 

・삼성전자 C랩 그로스 컨설팅 파트너 

・AI 양재 허브 공식 그로스 컨설턴트 

・러닝스푼즈, 코드스테이츠, 인프런,  
야나두 클래스 등 다양한 강의 경력 보유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허들러스는 그로스마케팅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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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또 허들러스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우며, 독점적인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타사 인사이트 보유 내재화 지원

•한번 세팅된 데이터 세팅은 사이트 변경 전

까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시각화 리포트 자동화로 리포팅에 대한 업

무 커뮤니케이션 리소스의 대대적인 감소 

•개발팀을 거치지않고, 데이터 세팅 및 관리 

관련하여 유지보수 지원 

•전문인력 고용 및 운영 비용보다 저렴 

•툴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음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세팅 업체들을 도맡으

면서 얻은 인사이트 및 업계별 평균 전환율 

공유 가능 데이터 자체는 보안 이슈로 공유 

불가  

•타사의 데이터 세팅 및 소스/매체 관리 방법

론 적용 가능 

•수많은 프로젝트로 겪은 시행착오 및 데이

터 세팅 사례 공유 및 요청사항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평균 1일

•그로스해킹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그로스해

커들이 직접 데이터를 설계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메모리 관리 가능 

•비전문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시

각화 리포트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재화 리

포트 구현 

•사이트 설계도 및 태깅 가이드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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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처럼, 비즈니스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매출 키우고 싶고 내부 역량을 키우고 싶고 효율적인 BM을 만들고 싶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싶고 새로운 트렌드가 궁금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경쟁사는 뭐하는지 궁금하고

비즈니스가 무엇을 욕구로 삼느냐에 따라, 허들러스는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전략안 기반으로, 구체적인 
과업 범위 및 TO DO LIST를 산정하
고 정해진 납기일 안에 프로젝트를 
완수합니다. 

서비스별로 허들러스의 경험과 노하
우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과업을 진행합니다.

비즈니스의 원초적인 문제에 접근하
고, 그에 맞게 서비스를 제안하고 설
명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면 대시보드
를 제작합니다. 내재화가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매출 상승이 
필요하다면 그로스 마케팅 프로젝트
를 제안합니다.

PROCESS
허들러스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형태가 바뀝니다.

고객 니즈 분석 문제 정의 전략 제안

그로스마케팅 분야는 광범위하기 때
문에 고객이 스스로 요구 사항을 작
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불편한점을 듣고, 불편한 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허들러스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최초 가벼운 미팅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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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장 단계

고객 비즈니스 상황 진단 
서비스 스터디 

문제 정의 및 전략 도출

데이터 세팅

준비 단계

필요 지표 정의

이벤트 텍소노미 설계

고객 니즈 정의

이벤트 데이터 구현

자동화 KPI 대시보드 구축

퍼포먼스 광고 단계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 믹스 설계

광고 전략안 도출

검색 브랜딩 구현

각종 매체 스크립트 설치

퍼포먼스 기초 운영 환경 세팅

그로스 단계

그로스 마케팅

CRM 툴 선정

주요 자동화 툴 선정

A/B 테스트 구축

A/B 테스팅 운영 시스템

개인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내재화 단계

데이터 역량 내재화

툴 교육(GA4 등)

마케팅 컨설팅

유료 툴 도입 소개

교육 자료 전달

데이터 분석 역량 내재화

고객의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 특정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전체 서비스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허들러스는 다양한 고객의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클라이언트의 성장단계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역제안 드립니다.

고객 비즈니스 성장 
및 

데이터 역량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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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장 단계

Acquisition

Activation

Retention

Revenue

Referral

메시지 A/B 테스트공감적 컨텐츠 기획

다매체 믹스 전략

KPI 정의 및 데이터 셋 이벤트 텍소노미 설계

검색 브랜딩, SEO

PR 및 브랜딩

리드 스코어링온사이트 CRM

사이트 A/B 테스트

바이럴 체크리스트 및 커뮤니티 유도 프로모션

오프사이트 CRM

허들러스에서 제공하는 업무범위는 그로스해킹의 AARRR 모델에 입각하여 
비즈니스 상황별, 성장 속도별로 차별화된 허들러스만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 니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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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PHILOSOPHY



허들러스는 모든 분야를 잘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PHILOSOPHY
04 프 로 젝 트  철 학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신뢰를 통해 허들러스는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PHILOSOPHY

2년전 고객 1년전 고객 6개월전 고객

허들러스 서비스 재이용률

22

42

87

04 프 로 젝 트  철 학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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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대표자 

주소지 

이메일 

웹사이트

허들러스 

유성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305 P243호 

team hurdlers.kr 

hurdlers.kr

가벼운 차 한잔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기

http://hurdlers.kr
https://bit.ly/3viLDfw
https://bit.ly/3viLDfw
https://bit.ly/3viLDfw
https://bit.ly/3viLDfw
https://bit.ly/3viLDfw
https://bit.ly/3viLDf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