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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트렌드는 변하고, 제품은
팔리고, 소비자는 반응합니다.
백만스물한 번 푸쉬업하는 건전지조차도 놀라는 AI.

에게 맡겨보세요!



⊙ 레고블럭처럼 제품기획·마케팅의 전과정을
블록화하여 AI어플리케이션 구성

⊙ 산업특성에 따라 수집범위, 분류알고리즘이
달라지므로, 산업테마별 데이터카탈로그로
구조화. 

⊙ 각각의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시장조사 항목과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세계 데이터포털,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대형 커뮤니티 등 다채널 데이터 크롤링을
위해 산업별 DataSOURCE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시장조사, 제품기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카탈로그는 액티브러닝기반 알고리즘
15종 중에서 산업에 따라 적용

⊙ 구글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이중화하여
마름모서비스 제공



제품/서비스 연동

알고리즘의
자동프로그램화

(API)

Data Cleansing

Data Filtering

Dataset 구조화
이미지
라벨링

텍스트
라벨링

키워드
분류

제품분류

니즈분류

SRI

STAR

Predict

Anomaly Detection

Behavior Segmentation

On-demand Funnel

Acquisition

Cross-sell

Retention

Optimization

Recommendation

Customer LTV

AARRR

Marketing Performance

BMO

Neural Network

SVM

PCA

Decision Tree

Lasso Regression

Collaborative
Filtering

Naïve Bayes

…

알고리즘 성능평가 〮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모델링 For Train data

평가 For Test data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탐색적 분석 및
인사이트 활용)

기상기후 등
생활환경 데이터

피부 〮 체질 〮 건강
데이터

경쟁업체정보

SNS 데이터

제품 〮 기술정보

생활습관

소비자니즈 〮 U&A

라이프로그

제품 〮 서비스
수용도

데
이
터

카
탈
로
그

튜닝

시장추이

…

소비자거래데이터

매출데이터

트렌드

TEXT to 
KEYWORD

⊙ 시장트렌드조사 및 아이템발굴에 특화되어 있는
자연어이해(NLU) 기술 적용. 특히 고성능 자연어
처리를 위해, 산업별로 RESEARVED WORD를
만들어 인더스트리최적화

⊙ 크롤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트렌드키워드, 제품속성키워드 등에 대해
KEYWORD WARM-UP 단계 별도수행

⊙ 무작정 수집-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웜업을
통해 학습시간 예측

키워드웜업

빌드



무엇을 분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비싼 범용AI개발툴 하나 덩그러니 구매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절래절래 전래동화.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통찰력을 가진 AI연구원에게 맡겨보세요! 방대한 비정형데이터와 기업내부데이터를 어떻게 합쳐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지 노하우를 드립니다.

산업마다 제각각인 사용자
인사이트도출까지의 생각의 흐름 및 USAGE 

TRACKING 을 반영한 분석경로를 고려해
사전설정필터 자동설정.

사전설정필터만 클릭하면, 산업별로
자주보는 인사이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가능

정량적 수치화되지 않는 트렌드, 제품속성, 
리뷰속성 등에 대해 콘텍스트분석을 통해
정량화한 후, 시계열분석과 공간분석을

병합함으로써,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정량적지표로 환산

전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모든 유망아이템에
이미지라벨링, 텍스트라벨링을 할 수 없고, 

산업마다 트렌드가 천차만별인데다가
유망아이템 특성 상 산업마다 정보량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라벨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가장
정보량이 풍부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웜업-

재학습하는 사이클을 통해 모델을 고도화





트렌드추적의 핵심은 말장난이나 언어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량적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산업분류코드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

대상으로 추적합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부터 매크로트렌드, 메가트렌드는
물론 2050년까지의 메타트렌드에 대해 시장영향력
추적 및 시장동향까지 시각화. 이때 키워드웜업이
가장 중요

①시장요인 사업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장요인과 산업요인을 해부

②시장동향 타겟시장의 트렌드영향도, 매출추이
(산업세분류별, 연도별, 지역별, 
국가별), 제품동향, 기술동향, 경쟁
업체동향, 마케팅동향 등 키워드화

③시장비교표 해당시장이 타산업과
비교우위인지 저성장인지를
파악하고, 시장의 주요이슈
Dimension별 Market 
Comparison Matrix 생성

④산업영향도 기후변화, 정부정책, 한류 등
시장이슈에 따른 산업영향도 및
사회파급력



FMCG·건강, 문화예술, 미디어콘텐츠, IoT디바이스 등을
라이프스타일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을 대상으로

발굴합니다.

이미지 불러오기

(퍼포먼스향상을 위해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호출됩니다.)

향후 10년 후 유망할 제품·서비스(시설 포함)을
전세계 전자상거래플랫폼(국가별 TOP10), 
연구기관, 뉴스, SNS 등에서 실시간 수집-분류-
키워드웜업-추천

①추천알고리즘 트렌드적합성, 시장매력도, 
사업자적합도, 소비니즈적합성 등
'이음'의 독특한 스크리닝 기준에
따라 최적의 유망아이템을 추천

②제품속성 제품컨셉디자인에 필요한
속성Feature (기능적/감성적/ 
환경적 요소)들간 간 연관성, 
유사성을 매트릭스형태로 제공

③제품경험 U&A, 리뷰데이터를 키워드화하여
가치맵으로 구조화하고, 
유사경험별 소비자특성을 재구성

④제품모니터링 물가정보와 함께, 특정 카테고리의
히트제품들의 가격, 패키지·세트
구성항목 등을 비롯해, 소비자리뷰
등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간재 혹은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재·원료, 부품, 
장비정보를 용도별로 매핑하여
메이커산업과 연결짓는 완벽한 “용도분류”가 핵심.

①분류알고리즘 제품트렌드, 기술트렌드 등
트렌드적합성, 제품수급가능성
(지역별 거리추정), 경쟁강도, 
네트웍파워 등으로 분류

②소부장DB 소재·원료, 부품, 장비 목록에
제조사, 가격(수집일기준), 사양, 
용도, 트렌드적합성별로 지도 표시

③Biz Directory 소부장 특성 상, 전문유통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
및 유통업체 지도 제공

④품목모니터링 물가정보와 함께, 특정
카테고리의 히트제품들의 가격, 
패키지·세트 구성항목 등의
변동을 주단위로 모니터링



신규 사업자 · 제휴처 · 공급처 확보 혹은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이음의 오랫동안 축적된 기업타게팅
노하우가 반영된 스크리닝기법에 따라 발굴

① Biz Directory 공공데이터, 커뮤니티사이트, 
전자상거래플랫폼, SNS 등
전세계 온라인사이트를 탐색
하여 사업체 및 시설정보 수집

② Firmographics 단순히 매출만으로
등급분류하지 않고, 관심사 및
구매행동을 코드화하여 분류

③ 다차원상권분류 국가별, 지역별, 상권별로
Territory 분류 후, 매출, 
유동인구 (서비스업only), 
특구(산업단지) 등으로 분류

④ 타겟적합도 네트웍력, 고객수, 
유효타겟보유여부 등 사업자가
리드로서 적합한지를
스크리닝



FMCG·건강, 문화예술, 미디어콘텐츠, IoT디바이스 등을
일상생활의 라이프로그 수집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내 소비자 경험을 추적합니다.

U&A, 리뷰데이터, 라이프로그를 키워드화하여
가치맵으로 구조화하여 제품경험키워드 추출 후, 
거래데이터와 병합하여 경험 유사성별·연관성별
소비특성 및 라이프스타일로 재분류

①리뷰키워드 포털·SNS리뷰 등으로 부터
제품경험키워드간 추적

②생활습관&
라이프로그

끊임없는 U&A, IoT디바이스
센싱데이터로 부터 휴먼라이프
로그 및 생활환경데이터 수집
및 평소 생활습관(운동, 
여가활동 등) 분류

③Demographics 얼굴, 혀, 귀 등 사진 속 얼굴
특성별 체질분류, 인구통계학적
분류, 제품경험키워드별
휴먼특성 클러스터링

④소비특성&
라이프스타일

어떤 제품경험을 가졌는지에
따라 소비자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역추적할 수
있는 드릴쓰루 대시보드 제공



https://mareummo.ieum.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