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이용사례



분식점 / 양경*

북촌손만두 매장을 여러 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 마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 매

장의 고객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기사에서 아이노유 https://www.ethno-mining.com/iknowyou 를 알게

됐고, 신규 매장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예상 고객층의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홍보전략과 주력제품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고, 매출 향상에도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협동조합 / 최선*

청주에서 인쇄 관련 소상공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한국전산DM인쇄 협동조합원입니다. 조합차원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기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https://www.ethno-mining.com/iknowyou 에서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에 대한 고객 분석 데이터를 찾

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객분석을 인정받아서 지원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 안성*

엄지척몰이라는 철판 아이스크림, 와플메이커 등을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광고를 진행하려 하는

데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부지원 등으로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주변 지인 소개로 ‘아이노유 AI’ 서비스에서 쇼핑몰 10, 30대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

인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포트를 출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광고진행사와 협의하였고, 최소 30%은 매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패션 매장 / 이정*

일산 킨텍스앞에서 7년째 ‘엘리스’라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우

연히 아이노유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40~50대 여성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데이

터를 얻어서 사입하는 품목과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띄게 매출도 늘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한성대학교 / 진재* 교수

3, 4학 년 학 생 들 과 산 학 협 력 프 로 젝 트 를 진 행 하 는 과 정 에 서 https://www.ethno-

mining.com/iknowyou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에스노그라피 기법으로 경험데이터를 페르소나로 가

공한 데이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관련한 논문 등으로 신뢰성도 검증된 것을 보고 수업의 보조도

구로 직접 이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수치기반의 데이터로 협의할 때 보다, 타겟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 편리해

졌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 강태* 팀장

다양한 사업기획과 R&D 프로젝트에서 타겟에 대한 분석 방식이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솔루션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이노유AI’를 알게 됐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UX(사용자경험)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페르소나로 모델링된 결과 보고서가 상당히 유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에 좋은 파트너를 찾게 됐습니다.



국민대학교 / 이태* , 최영*, 나요* 학생

마케팅 수업에서 페르소나 방식의 고객 분석 기법을 알게 됐고 ,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https://www.ethno-mining.com/iknowyou 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성향, 구매성향, 마케팅성향까지 상

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경험, 사용자경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객의구매시점중심으로
감정과행태를
알려주는 AI 서비스
i know you
데이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 형태로

고객경험정보를 시각화한 리포트 방식으로 서비스

빠르고 쉬운 고객분석으로

창업준비, 사업계획, R&D 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질문 및 보고서 요약> <개인 성향 보고서> <소비 성향 보고서>

<마케팅 전략 보고서> <마케팅 상세 전략 보고서> <플랫폼 소개>



고객에대한
의미있는정보와
다양한활용이
가능한콘텐츠구성
창업준비, 사업계획, R&D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개발과정과 영업을

전략적으로 지원

 고객 성격, 여가, 성향 비교 그래프

 고객의 월평균 지출금액, 소비 성향 분석

 5개 항목의 마케팅 전략 고려사항

 같은 연령, 성별의 다른 키워드와 공통적인 키워드

 마케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TIP



감사합니다
문의 : pibuch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