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르소나(persona) 방식의
구매관점의고객분석정보제공서비스

페르소나(persona) : 고객의경험데이터를활용하여구매관점의고객의행태와감정을이해하기편리하도록가상의인물형식으로시각화하는방식



idINNOLAB의
전문성과핵심역량

경험데이터 수집, 가공분야의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솔루션의 저작권 등록

고려대학교 HI-AI연구소와 업무협약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로직을 개발중

- 특허 및 인증 현황

- 언론 보도자료

<고려대 HI-AI연구소 업무협약><데이터베이스 저작권><경험데이터 가공 분야 특허>

<매일경제 기사><중앙일보 기사><IT조선 기사>



idINNOLAB이강조하는
경험데이터의중요성

경험경제의 시대,

비즈니스의 성공의 키워드는 고객 경험분석

창업전략, 사업계획, R&D에서

경험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의 필요성



의미있는경험데이터는
에스노그라피기반의
데이터수집, 가공이중요
일상생활에 들어가 직접 관찰하고,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하는

일정한 패턴이 아닌 경험과 감정을 수집하여

숨어있는 시사점을 찾는 질적데이터를 수집

Big data Thick data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변수를 분리

데이터안의 공통점을 찾음

데이터를 깊이보는 것에 대한 한계

환원불가한 복잡성을 수용

숨어 있는 시사점을 찾음

의미 있는 질적데이터

Ethnography(에스노그라피)

인류학자들이 다른 문화의 일상생활에
들어가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 과정으로 다른 문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하는 현장 연구 방법



경험데이터
수집과가공방법

직접적인 관찰과 조사로

질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 데이터 수집과

고객의 구매성향부터 마케팅, 인테리어, 응대 등

고객이 구매에 있어 정말 필요한 정보등을

이해가 쉬운 페르소나로 가공

현장관찰

인터뷰

영상, 사진

설문조사

공공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ethnography heuristic

구매 성향

구매 패턴

영업 전략
도출

persona

경험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10~60대 온/오프라인으로 분류된 총 128set 페르소나 유형
특허 출원번호: 제 10-2018-00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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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