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필수 플랫폼 유한킴벌리 ‘맘큐’ 

임신부터 육아까지,
고객 여정 개인화로 
장기적 충성 고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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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필수 플랫폼 맘큐는 더 나은 육아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쇼핑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 준비부터 아이의 발달 및 성장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맘큐는 육아 단계 모든 과정에서의 고객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맘큐는 인사이더 솔루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고객의 상태 및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타겟 세그멘트를 설정하여 각각의 세그멘트 니즈에 맞는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규 방문자를 장기적 
충성 고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사이더 예측 세그멘팅 기술은 고객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고객군의 육아 니즈와 맞는 마케팅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불어, 인사이더 어카운트 매니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캠페인을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유한킴벌리
맘큐 김지연 이커머스 플랫폼 매니저

“인사이더의 고도화된 세그먼테이션 기술과 
웹 스위트 기능으로 보다 유연한 개인화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웹 스위트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웰컴 팝업의 
경우, 클릭률 37.9%, 쿠폰 다운로드율 
26.5%를 기록하며 인게이지먼트율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
CRM 매니저



Campaign 1

AI 기반 관심사 세그멘팅으로
배너 클릭률(CTR) 35.5% 증가 

다양한 육아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맘큐는 임신과 육아
단계에 따라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맞춰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
니다. 맘큐는 이를 위해 인사이더의 AI 기반 예측 세그멘팅
(predictive audience)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사이더
예측 세그멘팅은 온사이트 유저들의 과거 행동 패턴 및 실시간
움직임을 AI로 분석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들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맘큐는 예측 세그멘팅으로 기저귀

브랜드와 아기 젖병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구분하고 플로팅 배너로 매칭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저귀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겐 하기스의 메시지를, 아기
젖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겐  더블하트의 메시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 결과 동일 기간 동안 인사이더의 타겟팅 기술이
들어간 배너와 그렇지 않은 배너의 클릭율을 비교했을 때
일반 대비 최대 35.5%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률 (CTR)
35.5% 증가  



Campaign 2

육아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캠페인으로 
고객 경험 최적화하기

고객의 아이 정보는 월령별 실시간 타겟팅 및 육아 단계별 온사이트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맘큐는
태아 및 아이의 성장에 따른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발판이
되어줄 아이 정보 등록 캠페인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아이 정보가

나아가 맘큐는 기입된 아이 정보를 기반으로 월령 타겟팅 캠페인을
진행하여 육아 단계에 따라 고객의 관여도가 가장 높은 맞춤형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기 기저귀의 경우 출산 직후
부터 사용하며 성장에 따라 밴드형, 팬티형 등 다양한 종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맘큐는 기저귀에 대한 니즈가 높은 월령 ‘0개월 –
35개월’에 매칭될 경우 기저귀 브랜드인 하기스 아기물티슈 레드
챌린지 메시지가 트리거 되도록 했습니다. 또, 더블하트는 젖병

등록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혜택 배너를 메인 페이지에
선별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캠페인 전후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아이 정보 입력 페이지의 페이지뷰가 일반 
대비 52.8%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유 또는 혼합수유를 하는 돌 전 아기를 포함한 월령 ‘0개월 –
12개월’에 매칭될 경우 대표 제품군인 젖병 및 젖꼭지 50% 할인
프로모션이 노출되도록 룰을 세팅했습니다. 맘큐는 아이의 월령을
바탕으로 구분한 세그멘트에 맞춤형 소재를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쾌적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혜택 배너 노출 아이 정보 등록 페이지

하기스 챌린지 노출

더블하트 50% 할인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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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기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는 ‘0개월-12개월’ 사이의 월령 세그멘트를 오히려 제외시켜 야외 활동이 더 많은
나이대의 아이를 가진 고객에게 선케어 제품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 기간 동안 인사이더의 타겟팅
기술이 들어간 팝업과 그렇지 않은 팝업의 클릭율을 비교했을 때 일반 대비 최대 52%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아이의 발달 및 성장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맘큐는
육아 단계 모든 과정에서의 고객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했습
니다. 맘큐는 인사이더 솔루션으로 고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타겟 세그멘트를 설정하여, 각 고객의 단계별
육아 니즈를 고려한 소통을 이어나감으로써 신규 방문자를 장기적
충성 고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Rules Operator Customer rule

Custom rule is not 0 < 월령 < 13

클릭률 (CTR)
52% 개선

그린핑거 어린이 선케어 제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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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3

맘큐는 임신 준비 과정부터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는 육아
전문 플랫폼인 만큼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유저가 웹사이트에 방문한 그 최소
한의 접점을 통해 방문자를 신규 회원으로 전환시키고, 지속
적인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맘큐는 인사이더
솔루션을 활용해 신규 방문자와 미로그인 고객이 웹사이트에 

접속했을때 회원 고객 대상의 기간한정 이벤트 팝업이 노출
되도록 룰을 세팅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 기간 동안 인사이더
캠페인을 실행하기 전에 비해 신규 회원이 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타겟팅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회원 혜택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회원 모집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신규 방문자
and 미로그인

= True

신규회원 7% 추가 확보

신규 회원
7% 증가!



웰컴 쿠폰 구매 전환율 최대 45%
신규회원의 첫 구매 가속화

신규회원에게 첫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들
에게 단순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와의 관계
시작을 인지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맘큐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신규회원 전환에 이어 고객의 첫 구매 리드 타임을
앞당기기 위한 웰컴 쿠폰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맘큐는
회원가입 직후 첫 구매 혜택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7일 이내

쿠폰을 발급하지 않은 고객’에게 웰컴 쿠폰에 대한 리마인드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웰컴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 에겐 또
리마인드 메시지를 트리거 시켜 첫 구매를 완료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구매 전환율 최대 45%를 달성하며 신규
회원의 첫 구매를 성공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쿠폰 발급 완료

쿠폰
발급 O

쿠폰
발급  X

쿠폰
사용 X

쿠폰
사용 O

회원가입 당일
1차 팝업 노출

쿠폰 구매 
전환율 
45%

회원가입
7일 후

2차 팝업
노출   

2차 팝업 
노출 7일 후
3차 팝업 

노출 

첫 구매 완료

Campaign 4



Campaign 5

수신동의 오버레이로
앱푸시 옵트인율 12% 상승

적절한 앱푸시 알림은 고객과 브랜드간의 유대감을 강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유입된 방문자 및 신규
회원과 1회성이 아닌,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의 전반적인 앱 인게이지먼트를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맘큐는 앱푸시 옵트인율을 개선
하기 위해 ‘앱 방문자’와 ‘수신 미동의 고객’을 하나의 세그

먼트로 분류하고, 해당 세그먼트에 속하는 사람이 앱에 랜딩
했을 때 ‘앱푸시 수신동의 혜택’ 오버레이가 트리거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오버레이 클릭률(CTR) 40%를 기록
하였고, 동일 기간 동안 옵트인 캠페인의 실행 전후를 비교
했을때 앱푸시 옵트인율이 12% 상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앱푸시 옵트인올

옵트인율
12% 증가!

캠페인 전 캠페인 후



About Insider
인사이더는 전세계 28개 도시에서 삼성전자, 로레알,
이랜드 등 1,300개가 넘는 기업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AI 기반 크로스채널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입니다. 인사이더는 다양한 채널간의 데이터를 연결한
단일 플랫폼으로써 AI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연하고 신속한 인사이더의
단일 통합 플랫폼은 웹·앱, 푸시알림, 이메일, 광고, SMS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과 같은 메신저 앱 및 기타 오프라인 채널까지 고객
과의 모든 접점에서 디지털 고객경험을 향상시켜 빠른
시간내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과 확보를 가능케합니다.

www.useinsider.com/ko

인사이더 솔루션은 가트너의 2020년 매직 쿼더런트 멀티
채널 마케팅 허브에 진입했고, 세계 최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평가 플랫폼인 G2 Crowd에서 솔루션의 우수한 역량과
탁월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
하며 21 분기 연속 ‘모바일 마케팅’과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석권했습니다. 또한, 2021년
3분기 포레스터 웨이브 보고서: 고객 데이터 관리 부문에서
‘마켓 현지화(localization)및 구축(integration) 역량 기준
으로 경쟁 업체 대비 가장 유연한 플랫폼 아키텍처를 제공
하며, 맞춤형 크로스채널 관리 플랫폼을 찾는 기업에게 적합한
선택’이라고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