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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ography Research

왜 Netnography 기법의
빅데이터 분석인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경쟁사 신제품들과 변덕스러운
소비자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급변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최적의 마케팅 인사이트 창출을 위해
Netnography 기법을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서비스 제안에 앞서, 먼저 기존의 리서치 방법과
Netnography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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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ography Research

Typical Research

• 주로 조사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
• 질문지 작성, 질문 등에서 연구원의 연구목적 및 의도 개입

•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비용면에서 부담이 큼
• 일반적으로 전수조사 불가
•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조사기간이 길어지며
그 결과, 조사 결과와 조사기간의 시간적 오차 큼

• 적시성에 악영향

Big Data Analysis Netnography Research

기억 VS 경험

표본대비 예산

표본대비 조사기간

• 실제 경험 기반 웹 업로드 시간과 체험한 시점 사이 기간 짧음
• 웹업 된 원문에 조사자의 의도 개입 없음

• 비용적인 면에서 표본의 수에 크게 구애 받지 않음
• 이론적으로 원하는 집단의 전수조사 가능

• 상대적으로 표본의 수와 조사기간의 시간적 오차 작음
• 시장 반응 및 수요 예측에 효과적

기존 리서치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빅데이터 분석, 하지만 빅데이터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Deep Mining의 Netnography Research은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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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ography Research

Netnography Research란
무엇인가?
• Online media에서 고객들의 Interaction 및 경험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인류학적 기법인 Ethnography 리서치의 일종인 Qualitative & Empathic
Research 방법
• Online & Offline Cultures와 Communities를 통합적으로 분석
• Influential Bloggers 또는 Message Posters와 같은 온라인 OL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
• Digital Data(visual, audiovisual)와 문자/글 정보를 동시에 확보 가능, 고객들의
풍부한 story, 문화적 Connections, Rituals, 특정 고객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Pain points, 시각적인 이미지 등 정보 수집 가능
• Big Data & Small Data 정보량 모두 가능

Internet

Eth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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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System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마케팅 리서치의 Integrated System
축적된 마케팅 노하우와 최첨단 기술로 고객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안합니다
•

•
•

•

•

NLP(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기반
Noise Data Filtering

•

Text Mining, 원문분석

•

원문/이미지 심층 분석

•

트렌드, 연관어 분석

Deepmining
Netnography
Research

•

Advertisement Effect

•

Brand Evaluation

•

Brand/Product SWOT

국내 최고의 크롤링 기술 특허 보유

•

Competitive Research

국내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Social Media/Site 등 채널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쇼핑몰 등
데이터 추출 최적화

•

Current Market diagnostics

•

Customer Behavior Research

•

Demand Forecasting

•

Market Environment Analysis

•

Marketing Strategy(STP)

•

U&A, KBF, TPO Analysis

단기에 필요한 다양한 채널에서
Data 수집 가능
인스타그램 이미지 분석 가능

해시스크래퍼,
No.1 솔루션
파트너

인사이트코리아
Marketing
Research

인사이트코리아는 보다 신뢰성이 높고 실행 가능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 설정부터 Data Crawling, Analysis, 컨설팅까지 체계화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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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자연어처리

형태소 분석

감성 분석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 도출
소스 코드

머신러닝 기반의 자연어처리, 이미지 분석, 텍스트 마이닝 및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미지 분석

OCR(문자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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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특장점

다양한 채널

형태소 분석

감성 분석

이미지 분석

문자 인식 분석

커스터마이징 개발로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 수집 가능

자연어를 형태소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문장을 최소 단위로 쪼개 분석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문맥의
긍/부정 등 감정을 분류

딥러닝 시각화 기술로 이미지에서
객체의 특성과 정보를 식별

파일 및 문서, 그림의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OCR(문자인식) 기술

블로그,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지식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를 형태소를 비롯하여 어근,
접두사/접미사, 품사 등 다양한 언어
적 속성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정형, 비정형 텍스트의 긍정/부정을
분류합니다. (score 점수가 -1에 가까
우면 부정, 1에 가까우면 긍정)

이미지 내에 있는 각 객체의 정보를
감지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합니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제품을 찾거나, 스타일이
비슷한 제품을 찾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스캐닝한 문서 파일, 그림 이미지,
PDF파일을 문자인식(OCR) 엔진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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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Process

최적의 마케팅 인사이트 발굴 기법인 Netnography 적용
빅데이터 수집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분석 보고

다양한 채널의 빅데이터, 공공기관,
기업 내부 데이터 등 모든 종류의
빅데이터 수집

Deep Learning 기반의 자연어 처리
및 정교한 분석을 위한 마케팅 기반
분류

트렌드, 연관어 분석, 마케팅 이론
등을 적용해 최적의 인사이트 도출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공
분석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고객들의 마케팅 솔루션을 찾는 과정은
최적의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인사이트코리아만의 최대 강점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후 불필요한 데이터는 버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해
분석 의도에 맞게 퍼즐을 맞추는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몸이 되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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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Process

최고의 팀워크, ONE TEAM
각기 다른 프로젝트 마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R&D와
소비자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파트너 해시스크래퍼,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마케팅 인사이트

• 자연어 처리(NLP) 기반 소셜 빅데이터 수집

• Ad/Promotion Effect

• Marketing Mix

•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API 개발/ 관리

• Brand Strategy/Extension

• STP

• 원문 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데이터 정제

• Customer Behavior/Profiling

• TPO, KBF, Unmet Needs

• 품사별 형태소 관리 및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Market Environment

빅데이터 & 마케팅 R&D

빅데이터 분석

• Hybrid 분석 모델 연구

•

분석 프로세스 총괄 관리

• Knowledge Connection

•

빅데이터 & 마케팅

• 분석 최적화 분류사전 설계

•

빅데이터 프로젝트 기획

• Text Mining [Marketing Based] 연구

• Data Mining, Modeling,
Machine Learning을 통한 분석 모델 개발
• R/SPSS/Python,/SQL 등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

인사이트코리아 Deep Mining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한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이 발휘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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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Service

빅데이터 분석 Marketing 활용 분야
PRODUCT

BRAND

• 소비자 반응 Tracking

TREND

• Customer Voice 기반 브랜드
이미지 파악

• 제품에 대한 소비자
Unmet Needs 파악

• 경쟁 브랜드 대비 자사 브랜드
강/약점

• 경쟁 제품 비교 분석

AD/PROMOTION

• 시장 분석

• 광고/홍보 효과 분석

•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니즈 변화

• 광고 모델의 적합성/효율성 분석

• 소비 행태 변화 파악

•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 제안

• 브랜드 확장 시 기존 브랜드 이미지
영향 측정

• 제품별 Profile & Positioning
• 대체재 및 Key Buying Factor 제안
• 수요예측

•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핵심 가치
제언

• 신상품의 수용도 및 개선점 분석

• 브랜드 전환 요인 및 관련 니즈 분석

• 신상품의 핵심 성장/장애 요인 분석

• 브랜드 평가 측정
• 기간별 브랜드 평판 변화 Tracking

소비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빅데이터에서 제품 및 브랜드 인사이트 발굴의 전문성은
저희가 걸어온 발자취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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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Service

인사이트코리아 Deep Mining 의 분석 사례

트렌드 분석

소비자 니즈

브랜드 평판

소비 행태 분석

신제품 반응

• 소비 변화에 따른 다이어트
식품 트렌드

• 반찬류 고객 니즈 발굴 및
컨셉 개발

• 냉동제품 카테고리 별 브랜드
평판 조사

• 냉동제품 소비자 U&A / TPO
조사

• 햄버거 신제품 출시 초기반응
분석

• 군(Miliary) 선물 트렌드 조사

• 비건 시장 조사 및 Unmet
Needs 발굴

• 더마 화장품 브랜드 평판 조사

• HMR 제품 소비자 U&A 조사

• 제조 커피 경쟁 브랜드
포지셔닝

• 화장품 제형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 흑맥주 시장 Trend 및 TPO
조사
• 닭가슴살 취식 소비자 Benefit
Trend

• 선물 세트 시장 조사 및 컨셉
개발
• 식품 안전 시장 조사 및
소비자 인식 조사
• 간편식 시장 조사 및 고객
니즈 발굴

광고 효과

New Ideation

• 치킨 광고효과 및 U&A 조사

• 선크림 신제형 INSIGHT 제언

• 아이스크림 광고효과 분석

• 주류 신제품 초기반응 분석

• 데오드란트 신제형 INISHGT
제언

• 베이커리 선물 카테고리 U&A
조사

• 탄산수 Buzz량 및 소비자
반응 조사

• 요거트 제품 Profiling 및
신상품 제안

• 샌드위치 & 샐러드 U&A 조사

• 주스, 음료류 신제품 초기
반응 분석

• 화장품 수요 및 판매처별
신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 립글로즈 소비자 U&A 조사
• 기초 화장품 소비자 U&A
조사

• 건강 기능 식품 신제품 초기
반응 분석

• 장류, 절임류 시장 U&A 조사
• 음료, 과자류 시장 U&A 조사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를 발굴하고, 고객사의 브랜드 및 제품의 지향점을 분석해
Customized 인사이트를 제안 드리는 것. 바로 인사이트코리아가 걸어온, 그리고 걸어갈 발자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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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Managing Director
문준열 대표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02-3483-0580 / 010-5274-9608

jymoon@insight-korea.com

CRS Director
인사이트코리아는 마케팅 리서치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안수현 이사
02-3483-0586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shahn@insight-korea.com

이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Deep MininG Team
02-3483-0527 / 02-3483-0623
deepmining@insight-korea.com

SEE BIG INSIGHT!
REVOLUTIONARY,
This word pretty much describes data analysis era in which we live.
Big data analysis is a do-or-die requirement for today’s businesses.

You will experience big insights that you have not seen through ‘Deep MininG’,
which is the big data service of Insight Korea.
We are much different from traditional marketing researchers or
data scientists who are based on statistics.
Our research-based data scientists can turn big data into real big insights!
You will get more than you expected from our big data service.
www.insightdeepmin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