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한 AI 기술로 비즈니스를 진단하고,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다이티

ⓒ NHN DATA Inc. All rights reserved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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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다이티              는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적재·AI 분석·타겟 추출

데이터 연동·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Data 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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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추출, 분석,
AI, 마케팅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이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애널리틱스 
솔루션

타게팅 배너 / 메시지
관리 솔루션

AI 기반
세그먼트 제공 솔루션

AI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리포트 서비스

타겟 오디언스 추출
솔루션

3rd party 데이터 조회 
및 판매 서비스

Dighty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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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티 솔루션 
활용 Flow

쇼핑몰 & 사이트 
& 앱

고객사 서비스

타겟 오디언스
세그먼트 추출

Email, SMS, 카카오톡
Push(연동준비중)

사이트 방문자 행동기반의
맞춤 배너 노출

사이트 콘텐츠 마케팅

인하우스 마케팅

미래 예측 LTV / 이탈 등
AI 기반 세그먼트 추출

추출한 타겟 오디언스 대상
인하우스 / CRM 마케팅

추출한 조건의 오디언스를
페이스북 타겟으로 전송

Dighty 라인업

웹/앱 행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AI 연관 상품 추천,
업종별 맞춤 데이터 리포트

사이트&앱 사용성 개선 
및 프로모션 기획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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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ty 라인업

다이티 데이터(3rd party) 

활용 Flow

다이티 보유
웹&앱 데이터

안드로이드 설치 앱 
및 데모 조회

추출한 조건의 오디언스를
선택한 매체의 타겟으로 전송

동종 업종의 트래픽, 
검색어, 구매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인사이트 제공

시장 트렌드 확인 및
경쟁사&자사

 포지션 모니터링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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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I(Dighty e-Business Type Indicator)란? 
고객의 비즈니스 특성을 3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NHN DATA 특허 기술입니다. 

※ 

Dighty AI의 분석, 예측 기술로

비즈니스 성장 전략과 세그먼트를 추천합니다.

Dighty 솔루션 소개

새내기 고객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Loyal 고객들도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FFSM 타입 입니다.
짧은 구매주기를 고려했을 때 새내기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고객을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 전체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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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분석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 메시지를 전달해 고객을 반복구매로 이끌고 
VI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고객 수여도, 반복 구매 고객과 VIP 고객이 많아지면 전체 매출 볼륨이 커집니다.

다이티 AI의 VIP 고객 세그먼트

평균결제금액

첫구매

총 구매 횟수

VIP 유지 가능성

115,000원

1년 전

15회

중간

320,000원

3개월 전

5회

중간

66.000원

2년 이상

42회

높음

최근 구매금액이
큰 고객

앞으로도 오랫동안
VIP를 유지할 고객

평균 결제 금액이
높은 고객

Dighty 솔루션 소개

A
(n=3,000)

B
(n=3,000)

1,500 1,300 200

1,300(-200명) 1,450(+150명) 250
(+50명)

1회 구매 반복 구매 VIP 구매
8억

6억

4억

2억

0

A B

-13%

+12%

+25%

+16%약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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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데이터에 AI 예측 데이터까지 더한
효율 높은 세그먼트를 쉽고 빠르게 사용해 보세요.

Dighty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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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맞춤 오디언스를 생성하고

다양한 활용까지 가능한 오디언스 추출 솔루션입니다.

진행예시

방문/회원/구매 관련 44개 옵션으로
원하는 조건의 오디언스 모수 확인

생성된 오디언스에게 맞춤 배너를 노출하거나
리스트를 다운받아 인하우스 마케팅 진행

회원 ID 다운로드

Campaign
Manager

Dighty 솔루션 소개

세그먼트 : 2,345 명
(총 오디언스 규모 : 256,358 명)

세그먼트 모수 : 2,345 명

타겟팅 
배너 노출

AD

SMS · email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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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오디언스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예시 최근 일주일내 / 네이버에서 '요가매트'를 검색하고 / 사이트에 방문한 20-30대 여자 회원 중 / 
'홈트레이닝' 카테고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 구매하지 않은 유저

방문옵션 회원옵션 구매옵션

방문일자

방문시간대

검색엔진

검색어

ALL

검색엔진

기타도메인

검색광고

지난 7일

0-23시

네이버

요가 매트

장바구니
담은일자

제품명

카테고리

가격

ALL

검색엔진

장바구니

검색광고

지난 7일

트레이닝복

홈트레이닝

1~100,000

일자

성별

검색엔진

검색어

ALL

회원가입

로그인

지난 7일

여자

20-39

ALL

오디언스 20,391명

Dighty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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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오디언스는 캠페인매니저로 바로 연동시키거나

회원 ID를 추출하여 이메일·메시지·카카오톡 등
인하우스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출 프로세스 화면

1. 데이터 소스 선택 2. 세그먼트 세부 조건 선택 3. 세그먼트 사용(캠페인 매니저 또는 외부툴)

방문·회원·구매 항목 중 원하는 
조건 항목을 선택

방문일자, 재방문vs신규방문 등 
선택한 조건 항목의 세부 조건을 

선택하고 모수 확인

모수까지 확인 후 추출한 오디언스는
캠페인매니저 또는 인하우스 마케팅에 

바로 활용 가능

방문
51,805 명

이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친구톡

Dighty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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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맞춤 콘텐츠 노출 방법

내 서비스에 방문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타겟 맞춤 콘텐츠를 노출하고 개인화 메시지를 
발송하는 솔루션입니다.

내 사이트내 타겟별 맞춤 배너 노출 이메일 · 문자 · 카카오톡 친구톡 등 개인화 마케팅 진행  

시간, 요일, 타겟별로 다르게 배너를 노출할 수 있으며 
배너 및 링크 수정도 간단하게 세팅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맞춤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자동 발송 세팅으로 간편하게 사이트 방문 유도

요일과 시간 
선택하여

자동 배너 변경

스케줄링 오디언스 타겟팅 A/B 테스트 통합 관리

AM*에서 
전송한 타겟에 

배너 노출

배너와 
링크를

빠르게 교체

여러 개 
사이트의 배너를 

통합관리

AM*에서 
전송한 타겟에
 메시지 노출

메시지 
채널별

간편한 연동 

오디언스 타겟팅

Dighty 솔루션 소개

* AM : Audience Manager

스케줄링

요일과 시간 
선택하여

전송 메시지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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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타겟에게 원하는 시간에 배너를 노출하고 

성과를 측정해보세요.

타겟의 이탈을 줄이고 구매까지의 
여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3개월 전 염색약 구매 고객 원목 테이블 구매고객

야구중계 전

사이트 맞춤 배너 노출 예시

배너 영역

Dighty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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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뜸한
단골 고객

개인화 마케팅 예시

고객 세그먼트에 따라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카카오톡 / 이메일 / SMS)

재방문과 재구매는 상승하고 이탈 고객은 감소하는, 
효과적인 리텐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재구매 타이밍이 다가온 
첫구매 고객

Dighty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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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과 앱에 간단한 스크립트/라이브러리 설치로

유입부터 마케팅, 전환 분석까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애널리틱스

주요 기능 소개

자동분석 회원분석 구매분석

검색광고, 쇼핑 광고 등 별도의 세팅없이
자동분석하여 편하고 정확한 효율 분석

성별, 연령 외 옵션을 선택하여
회원 별 방문 및 전환 효과 측정

제품 옵션, 결제수단을 추가하여
고객의 구매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계좌입금

카카오페이

휴대폰결제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82&py=26

4&sx=382&sy=264&p=초당옥수수

2022. 7. 1 ~ 2022. 7. 31

파라미터 자동분석
성별

연령

직업

지역

직접정의

남성

10대 이하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시

마케터

경기도

프로게이머

세종시

디자이너

Dighty 솔루션 소개

네이버(사이트검색광고)

검색어

기간

유입수

전환수

구매건수

매출액

초당 옥수수

2022. 7. 1 ~ 2022. 7. 31

8,354

177

21

5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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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ty 솔루션 소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완벽한 지원으로 
막힘없이 이용하세요.

애널리틱스

어려운 스크립트 설치/검증, 다 해드려요.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마케터가 공부할 필요 없는 애널리틱스, 
알아서 정리해 드려요.

광고 자동 분석 및 기본 데이터 분류를 통해 
간단하게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면? 바로 확인해드려요.

데이터 수집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조회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커스텀 리포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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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꼭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보는 커스텀 리포트 서비스

Dighty AI Delivery

특징

꼭 봐야 하는
데이터와 인사이트만

메일로 간편하게

AI 예측 / 방문 / 
회원구매 / 인기상품 등 

다양한 항목

수집 / 분석 / 인사이트 / 
데이터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추천 대상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빠르게 

보고 싶은 분

다양한 데이터를
폭 넓게 

보고 싶은 분

데이터 활용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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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이 뜰까?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AI가 알려드리는 매출 상승을 위한 제품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다이티 AI 딜리버리 리포트 샘플

AOV(평균 주문 가치)를 높이는 다이티 AI 제품 분석

Dighty AI Delivery

유저들의 구매 패턴을 다이티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합니다.

추천액션
1) 제품 상세 페이지에 함께 판매된 제품 리스트를 노출해보세요.
2) 다이티가 분석한 제품을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제안해보세요.
3) 데이터 기반으로 세트 제품을 기획해보세요.

 홑겹매트리스커버S/SS/Q/K

 먼지없는 순면 특대형 차렵이불
 60수 피그먼트 침대패드
 누빔매트리스커버SS/Q/K

 퀼팅베개커버50x70

 극세사 담요 블랭킷
 시어서커 침대패드 10종 택1

 극세사 토퍼 SS/Q/K 8color

다이티 AI 추천 연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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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티 AI가 추천하는 회원에게
맞춤메시지를 전달해 반복 구매자로 만들기

다이티 AI가 추천하는 고객과
접점을 늘려 더 빠르게 VIP로 만들기

Dighty AI Delivery

솔루션 없이도 효율 높은 세그먼트를 확인하고

AOV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재구매 타이밍이 
다가오는 회원

다른 고객보다 빠르게 
재구매하는 단골 고객

재구매 확률이 
높은 회원

최근 구매 금액이 
높아진 단골 고객

10%
이번주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10%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보세요.

NEW Arrival
10% 할인 소식

2주 뒤 품절이 예상되는
상품을 확인하세요!

VIP
고객님, VIP 승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VIP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5%
TIME COUPON

5% 중복 할인 쿠폰을
선착순 증성중이예요!



맞춤형 온라인 행태 데이터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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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ty Data Market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웹과 앱 비식별 데이터를

원하는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ghty 데이터 규모

약 2천 8백 만
ADID

약 2억 8천 만
Cookie

WEB APP

방문이력

관심사

검색 키워드

디바이스

구매 정보 설치 APP

성별

앱 카테고리

연령회원 분석

데이터 소스
국내 1위 로그분석 솔루션 에이스카운터에서
한 달 동안 수집된 유니크 쿠키 수 (2022. 12월 한 달 기준)

데이터 소스
NHN DATA 자체 데이터 + NHN 그룹사
+ 외부 데이터의 ADID 수 (2023. 1월 기준, 안드로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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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ty Data Market

내 앱을 설치한 유저의 데모 정보와 
무엇에 관심있는지 알 수 있으며

경쟁사 앱을 설치했지만 내 앱은 미설치한 

유저에게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제공 데이터 예시

ADID데이터(셀프마켓/오디언스 공유)

원하는 세그먼트의 ADID를 
추출하여 매체 계정에 직접 전송

자사앱설치

경쟁앱설치

연령

성별

제외포함

제외포함

20대 AND 30대

여자

자사 앱 설치자의 ADID별 
추정 데모, 설치 앱 리스트

구분 data

ADID 40c7ece7d3ae461e01c84d…

성별 여성

구매지수 SuperActiveShopper

설치앱1 핑크다이어리

설치앱2 할인의여왕

설치앱3 에이블리

… …

자사 앱 또는 경쟁사 
앱 설치 리포트(성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자
77%

남자
23%

segment

91,290A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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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ty Data Market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다이티 셀프 마켓에서는 가능합니다.

조회

셀프마켓에 접속하여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월 150만 원 (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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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다이티 오디언스

Dighty Data Market

원하는 ADID 조건만 전달해주세요.

별도의 설치 없이, 정형화된 매체 타겟이 아닌

원하는 ADID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부터 광고노출까지 1day
원하는 오디언스를 모두 사용하는데 2주 200만 원 (매체 별)

Dighty Data 
서비스 제안

원하는 조건에 맞는
ADID추출

매체별 고객사 계정에
ADID 제공

세그먼트 ADID에
광고노출

상품 소개 더보기 >

https://market.dighty.com/audience_info?src=image&kw=000001
https://market.dighty.com/audience_info?src=image&kw=000001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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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활용 사례
다이티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 시즌, 문화, 특정 유저 등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주기적으로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리포트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다수의 뉴스와 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16개 업종
하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

대한민국 식음료 앱 38종 분석

이커머스 지속 성장을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 보고서

출산/유아동 업종 인사이트 리포트

X·M·Z·α 세대별 
설치 앱 총정리

엔터테인먼트 업종 인사이트 리포트

더 많은 리포트 보기 >

뉴스기사 보기 >

https://blog.dighty.com/apptrend2022_second_half?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721648&t=board&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ecommerce_guide?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871565&t=board&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621458&t=board&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bmode=view&idx=11164920&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src=image&kw=000033
https://blog.dighty.com/trend/?src=image&kw=000033
https://dighty.com/company/newsroom?src=text&kw=00002C
https://dighty.com/company/newsroom?src=text&kw=000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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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공공기관,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업종에서

다이티로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여 맞춤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

서울시청 한국생산성본부 현대캐피탈 KB금융그룹

롯데캐피탈 광주은행 인공지능연구원 중소기업 유통센터

하나투어 여행이지 박문각 이사만루21

아이엠아이 은하수 다방 오이니 선미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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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제휴사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실행하는 

실력 있는 광고 대행사들이

다이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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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메시지들을 

여러 서울시 산하 기관 사이트에 동일하게 노출하고 있는 

서울시는 다이티 캠페인 매니저를 사용 중입니다.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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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DA 광고 효율 개선

활용 사례

집행결과

구분 CTR CPC 인증률 인증 당 비용

다이티 오디언스 ↑9% ↓5% ↑367% ↓78%

다이티 사용 이유

경쟁사 유저 타겟팅 “대출 니즈가 있는 유저에게만 광고를 노출하여 
인증률이 4.6배 상승하였으며, 인증 당 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용 오디언스

캐피탈, 저축은행 
앱 설치 유저

CTR 9% 상승

인증률 367% 상승

인증 당 비용 78% 감소

인증률
4.6배 상승



34

박문각 온라인 설명회 홍보 캠페인

활용 사례

집행결과

구분 CTR CPC CVR ROAS

다이티 오디언스 ↑100% ↓11% ↑90% ↑256%

다이티 사용 이유

일반적인 광고 매체 
타겟팅으로는 경쟁사 및 
공무원 시험 관심 유저만

타겟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공무원 시험 관심 유저를 핏하게 타겟팅 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용 오디언스

공무원 시험 및 
설명회 교육 앱 150개 설치 

세그먼트를 추출하여
현재 공무원에 관심있는 유저만 선별

CTR 100% 상승

CPC 11% 감소

신청 전환 90% 상승

 ROAS 3.6배 상승

ROAS
3.6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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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블뉴런 게임 앱 홍보 캠페인

활용 사례

집행결과다이티 사용 이유

동종 앱 설치 유저를 
타겟팅 하고 싶음

“다이티 오디언스 사용으로 유료 사용자가 2배 증가했습니다.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더 많은 다이티 오디언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앱을 설치한 신규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한 타겟팅은 
게임앱이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사용 오디언스

RPG 게임 
앱 설치 유저

게이지먼트 15% 상승

유료 사용자 2배 증가
유료사용자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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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다방 앱 인스톨 캠페인

활용 사례

집행결과

구분 CTR CTR CPC

다이티 오디언스 ↓21% ↑0.2%P ↓6%

다이티 사용 이유

신규 앱 인스톨 유저 확보 “다이티 오디언스 사용으로 타겟이 확장되어 
기존에 노출되지 못했던 잠재고객에게 자사 컨텐츠를 

노출 시킬 수 있어서 좋았으며 
전반적인 페이스북 머신러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용 오디언스

경쟁사 및 라이프스타일과 
성별 성향을 반영한 그룹을 다양하게 사용

CTR 0.2%P 상승

전환 당 비용 21% 감소

CPA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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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편하신 방법으로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다이티에 대해 궁금한 것, 

저희와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연락해주세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메일로 
문의하기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보기

데이터&마케팅 
자료 받아보기

www.dighty.comdighty@nhndata.com

https://blog.dighty.com/subscribe?src=image&kw=000033
https://dighty.com/?src=image&kw=00002C
mailto:dighty%40nhndata.com?subject=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