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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DATA CX컨설팅팀
이진민

이커머스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진단과 고객 데이터 활용



다룰 내용

1.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2. AI가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
3. 고객 데이터 활용 사례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데이터 분석 · 일자별 방문 분석
· 마케팅별 효과 분석
· 매출 분석
· 제품별 매출 분석
· 성별/연령 분석

…

2022. 10. 01. 535 43,025,000

2022. 10. 02. 504 40,569,000

2022. 10. 03. 496 38,013,000

2022. 10. 04. 497 38,940,000

2022. 10. 05. 388 28,620,000

2022. 10. 06. 447 31,488,000

2022. 10. 07. 664 49,012,500

2022. 10. 08. 611 45,963,000

커머스 분석, 저희는 잘하고 있죠!



구매 행동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중요
패션업종 A 사이트의 구매자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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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횟수별 고객수 비중 고객 구분별 매출 기여



구매 행동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중요
패션업종 A 사이트의 구매자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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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횟수별 고객수 비중 고객 구분별 매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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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구매 주기가 67일?

2회 구매 3회 이상 구매 Loyal

123일

58일
31일

고객 구분별 재구매 주기 분석



업종별 Loyal 고객의 매출 비중

업종 상위 10% 로열고객의전체매출비중

가구 39.2%

건강보조식품 30.1%

문화 57.1%

반려동물 43.5%

식품 56.1%

어학원 31.0%

여행 46.4%

패션 52.0%

평균 42.8%

※다이티상위쇼핑몰사이트 33개의구매데이터분석



구매 고객

구매 횟수별 고객수 비중

고객 구분별 매출 기여

재구매 주기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Loyal 고객의 기여도

중요한 구매 관련 4가지 지표



모든 이커머스에 같은 전략?



NO!
비즈니스에 따라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365일 동안의 모든 구매 이력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DBTI (Dighty eBusiness Type Indicator)



36개 유형으로 비즈니스를 구분하여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Dighty의 특허 기술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내 비즈니스 타입은?

새내기 고객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상품 노출이 중요한
비즈니스

전형적인 이커머스
비즈니스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새내기 고객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첫 구매를 재구매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잠재 고객이 경쟁사가 아닌 내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타깃 맞춤 마케팅 활동 추천

주요 업종: 여행사, 교육, 주얼리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상품 노출이 중요한
비즈니스 한 번 구매할 때의 AOV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연관 상품,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노출을 추천

주요 업종: 여성의류, 패션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

전형적인 이커머스
비즈니스

꾸준한 이탈 관리가 필요하며
재구매 빈도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비즈니스

주요 업종: 가공식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업종이지만 다른 DBTI! 



나의 비즈니스 유형은

새내기 고객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Loyal 고객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짧은 구매 주기를 고려했을 때 새내기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고객을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 전체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비즈니스를 36개 유형으로 진단하고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다이티



Dighty Growth Strategy 
비즈니스 맞춤 성장 전략



AI가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



AI가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
새내기 고객의 구매 및 매출 영향력이 크고 재구매 주기가 짧은 FFSM 유형에게 추천하는 세그먼트

새내기 고객을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 전체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



AI가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
새내기 고객들이 많지만 Loyal 고객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FRSM 유형에게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

단골 고객의 구매 금액을 늘려 Loyal 고객으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



Customer Lifetime Value



Customer Lifetime Value



Customer Lifetime Value



Predictive CLV



Predictive CLV



Dighty Growth Strategy 
Dighty AI의 Quick 예측 분석



잦은 PUSH → 앱 삭제
잦은 알림 톡 → 친구 차단



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타깃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발송!



Dighty Growth Strategy 

‘Wake UP이 필요한 Loyal 고객’이
186명 있습니다.

이 그룹의 미래 3개월 예측 고객 가치는
65,821,155원

(1인당 평균 20,794원)입니다.

‘이탈이 예상되는 Loyal 고객’이
36명 있습니다.

이 그룹의 미래 3개월 예측 고객 가치는
75,897,209원

(1인당 평균 76,565원)입니다.

‘향후에도 높은 Loyalty를
유지할 수 있는 Loyal 고객’이

54명 있습니다.

이 그룹의 미래 3개월 예측 고객 가치는
114,900,878원

(1인당 평균 82,660원)입니다.

이탈을 감지하고 더욱 높은 로열티를 가진 고객을 찾아내는 AI



고객 데이터 활용 사례



구매고객

첫 구매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 A사
다양한 고객 특성

미구매자
첫구매자

지난주구매자
VIP 고객

단골고객

잠옷구매자

이불세트구매자

디퓨저구매자

10개월전구매자



첫 구매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 A사
모든 고객에게 매주 카카오 친구 톡 발송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미구매자
첫구매자

지난주구매자
VIP 고객

단골고객

잠옷구매자

이불세트구매자

디퓨저구매자

10개월전구매자



첫 구매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 A사



구매고객

첫 구매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 A사
AS-IS
1주마다 전체 고객에게 카톡 발송

프로모션 발송수 유입수 구매
건수 구매율 매출액

9월1주_카톡 306,457 3,664 66 1.80% 3,989,800

9월2주_카톡 305,465 2,450 45 1.84% 3,894,200

9월3주_카톡 300,544 4,020 58 1.44% 3,522,840

9월4주_카톡 301,454 3,319 55 1.66% 3,842,880

합계 1,213,920 13,453 224 1.67% 15,249,720

TO-BE
세그먼트별 중복 제거 발송

프로모션 발송수 유입수 구매
건수 구매율 매출액

10월1주_첫구매자혜
택

3,044 398 43 10.80% 3,350,000

10월1주_재구매유도 550 38 9 23.70% 2,200,000

10월1주_단골할인쿠
폰

2,022 370 49 13.20% 3,483,000

10월 2주부터 4주까지동일하게타깃발송진행
.
.

합계 68,362 5,752 311 5.41% 23,966,901



첫 구매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 A사
고객의 피로도 감소↓ 효율은 크게 증가↑

메시지발송요금 구매율 매출액

↓7,443,573 ↑4.8% P ↑8,717,181



단골의 영향이 가장 큰 식품 사이트 B사
모든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쿠폰 제공

5,000원



단골의 영향이 가장 큰 식품 사이트 B사



단골의 영향이 가장 큰 식품 사이트 B사
세그먼트별 맞춤 메시지 발송

높은매출가치를
발생시키는단골고객

최근들어구매금액이
높아진단골고객

기획전안내
방문유도
메시지발송

떠나기전잡아야하는
Loyal 고객

7,000원
쿠폰발송

Wake UP이필요한
Loyal 고객

무료배송
쿠폰발송



단골의 영향이 가장 큰 식품 사이트 B사

제품 조회수

↑111.4%

순 매출 증가↑ 구매당 매출액 증가 ↑

구매당 매출

↑8,500원
순 매출액

↑1.3배



상품 수가 적은 화장품 D2C 사이트 C사
모든 고객에게 월 1회 프로모션 알림 톡 발송

프로모션안내



상품 수가 적은 화장품 D2C 사이트 C사



상품 수가 적은 화장품 D2C 사이트 C사
상품 구매자 대상 재구매 주기별 쿠폰 발송

아이세럼

65일
톤업크림

90일
미스트

45일



상품 수가 적은 화장품 D2C 사이트 C사
상품별 재구매율 증가↑

상품명
AS-IS

재구매율
TO-BE

재구매율

아이세럼 6% 11%

톤업크림 6% 9%

미스트 3% 5%



내 사이트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전략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킵니다



Q&A



로비에 NHN DATA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솔루션 데모 확인 및 질문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2. 뉴스레터 구독,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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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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