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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중심의사결정지원

마케팅진단시스템

1. 브랜드진단 2. 커머스진단

브랜드 연관어 버즈 리포트

포지셔닝 확인 및 수정 제안

CRM 분석을 통한 매출 관련 요소 진단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MLC) 진단



의사결정지원마케팅진단시스템

데이터기반시장상황분석으로

브랜드의현재위치및위협/기회요인진단,

경쟁사분석, 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 

컨셉도출및마케팅활동전후효과(브랜드자산)비교.

1.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 : 시장트렌드, 제품카테고리, 브랜드

소비자, 기업 발신 브랜드 연관어 버즈 분석 : 거리별 연관어, 긍부정, TPO 분석.

콘텐츠 채널 대상 연관어 버즈 분석 : 브랜드(자사, 경쟁사) 버즈량, 

소비자, 기업 인식, 긍부정, TPO, 2차 연관어 및 검색량 비교 분석.

일간, 주간, 월간 상품군 트렌드 분석 / SNS 상 인기 상품 및 인기 요인 분석.

특정 카테고리 소비자 인식 분석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인식, 관련된 댓글 분석.

고객 유형 분석 : 세그먼테이션을 통한 타깃 맞춤 마케팅.

브랜드진단

2. 포지셔닝확인및제안

소비자 인식 분석 결과 및 추가 설문 조사 활용 브랜드 포지셔닝 매핑 추천.

토픽 모델링(LDA) 활용한 시장, 브랜드, 자사, 경쟁사,

소비자 보이스 대상 컨텐츠 토픽 파악.



1. CRM 분석을통한매출관련요소진단

공구 및 라이브 커머스 매출 분석 및 예측 : 자사몰, 쇼핑24 등 타 플랫폼 분석 가능.

추천 상품 분석 : 장바구니 분석 및 연속 구매 예측 분석.

구매 세그먼트 분석.

커머스진단

2. 모바일라이브커머스(MLC) 진단

인플루언서 계정 분석 : 셀러 포지셔닝, 피드 컨텐츠 분석 및 5단계 가이드라인 제공.

MLC 진행자 멘트 분석으로 구매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10 요소 효과 진단(논문 진행 중).

MLC 유입률 제고를 위한 사전 광고 집행 후 효과 분석.

제품, 매출, 화면 시쿼스 효과 진단.

라이브 커머스 경쟁사 분석 –경영사 모니터링 및 시장 트렌드 파악.

의사결정지원마케팅진단시스템

MLC, 타깃, 제품및인플루언서컨텐츠최적화를통해

매출증대유도



데이터중심의사결정지원

마케팅진단시스템

1. 브랜드진단 2. 커머스진단

브랜드 연관어 버즈 리포트

포지셔닝 확인 및 수정 제안

CRM 분석을 통한 매출 관련 요소 진단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MLC) 진단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1.소비자, 기업발신브랜드연관어버즈분석 :

거리별, 연관어, 긍부정, TPO 분석을 통한 브랜드 자산 확인.

트렌드분석및소비자인식분석

제품 카테고리 버즈량, 검색량 제공 및 분석

트렌드 기사 스크랩 카테고리, 브랜드, 제품 관련 소비자 인식 분석

제품 속성 분석 및 감성 분석

초겨울에도 판매 대박…
'사계절 가전' 된 정수기

주방 가전의 필수품 정수기가 꼭꼭 숨었
다. 주방 수납장으로 숨은 '빌트인 정수기'
가 심플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활용 등 다
양한 장점을 앞세워 인기몰이에 나서고…

삼성전자 비스포크 ‘마지막 퍼즐’
정수기…렌털사들 “시장 더 커진다”

정수기, 숨으니까 더 잘 팔리네

여름 가전’으로 인식돼온 정수기가 올해는
초겨울부터 이례적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홈 카페 ….

삼성전자가 오는 9일 ‘비스포크 정수기’를 공
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렌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정수기 시장은 연간 3
조원 규모로 렌털 기업 코웨이, SK매직, LG전

자, 쿠쿠, 청호나이스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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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2.고객유형분석을통한타겟마케팅실행준비

구매고객세그먼트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2.고객유형분석을통한타겟마케팅실행준비

구매고객세그먼트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채널 SOV 및버즈분석

5.2
6.4

13.9

14.9
59.6

매스미디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3.콘텐츠채널대상연관어버즈분석을통한매체별버즈및 SOV 확인

- A 자동차 키워드의 경우 트위터가 많은데, B 자동차의 경우 커뮤니티가 많았음.
- 신차 론칭과 관계있어 보임.
- 매스미디어 SOV가 다른 채널 대비 적었음.

- 디자인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됨.
- B 자동차 4천만원 시대 : 호불호 존재. 정보(팩트) 차원으로 해석.
- B 자동차, 비싼데 안 비싼 느낌 : 산타페와 사이즈 가격 디자인 비교 언급.

A 자동차 or B 자동차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주별분석 > 버즈량 > 긍부정 > 00자동차

Total

968

긍정 49%

(475건)

중립 37%

(359건)

부정 13.8%

(134건)

• 분석기간: 2020.10.01 ~ 
2020.10.07

3027

1505

968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주별 버즈량

4.일간, 주간, 월간상품군트렌드분석 / 언론동향분석을통한시장모니터링

주별 긍부정 비율

45.7
32.6 37

19.1

10
13.8

35.1
57.2 49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중립 부정 긍정

968 버즈

전주 대

비

35.6%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일간 / 주간 / 월간이슈분석

화장품

순위 1주 2주 3주 4주

1 세럼 크림 크림 마스크팩

2 크림 색조 마스크팩 크림

3 틴트 미스크 세럼 색조

4 오일 마스크팩 오일 세럼

5 미스트 선크림 색조 오일

6 마스크팩 에센스 에센스 립스틱

7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틴트

8 색조 오일 틴트 에센스

9 선크림 틴트 선크림 미스트

10 에센스 세럼 미스트 선크림

가전/디지털

순위 1주 2주 3주 4주

1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냉장고

2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TV

3 TV 건조기 핸드폰 오픈

4 건조기 청소기 세탁기 청소기

5 청소기 컴퓨터 냉장고 핸드폰

6 컴퓨터 식기세척기 컴퓨터 건조기

7 핸드폰 TV 건조기 세탁기

8 식기세척기 오픈 식기세척기 컴퓨터

9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오픈 공기청정기

10 오픈 핸드폰 TV 식기세척기

4.일간, 주간, 월간상품군트렌드분석 / 언론동향분석을통한시장모니터링



브랜드진단 : 소비자인식온라인버즈분석케이스
5.특정카테고리소비자인식분석을통한카테고리전문성담보

화장품소비트렌드분석

뷰티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상품 출시/소비 경험/브랜드 인식/구매 채널/추천 요소/소비 계층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상품의 R&D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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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진단 : 포지셔닝확인및제안
1.소비자인식과설문조사분석후브랜드포지셔닝맵핑

브랜드인지지도분석

소비자 인지 지도 상에서, B는 ‘귀여운’, ‘익숙한’, ‘친숙한’ 등의 이미지와 함께 연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A는 ‘건강한’, ‘든든한’, ‘고소한’, ‘담백’ 등이 연상되며,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점을 매력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C 시리즈는 ‘간편한’ ‘가성비 좋은’ ‘다양한’ 등의 이미지가 함께 연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B와 C시리즈가 일상 선물로 애용됨에 따라 ‘고마운’ 키워드 도출됨.



브랜드진단 : 포지셔닝확인및제안
2. LDA 토픽모델링을통한컨텐츠핵심컨셉파악

콘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산업 시장의 트렌드 및 브랜드 / 경쟁사 / 제품의 구체적인 주제 파악이 가능함.
산업 시장에서 경쟁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보이스를 주제별로 파악하고 싶을 경우 사용.

산업 트렌드 분석 경쟁사 파악 소비자 파악



데이터중심의사결정지원

마케팅진단시스템

1. 브랜드진단 2. 커머스진단

브랜드 연관어 버즈 리포트

포지셔닝 확인 및 수정 제안

CRM 분석을 통한 매출 관련 요소 진단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MLC) 진단



커머스진단 : CRM
1.공구및라이브커머스매출분석 –자사, 타사쇼핑몰모두가능

인플루언서의 공구 상품 분석.
컨텐츠 및 영향력 분석.

인플루언서공구전략분석

판매 상승 이유
- 전반적인 수치가 2배이상 상승함.

(신규 가입자수의 경우 3월대비 4배이상 상승)
- 콘텐츠 메시지 차이

이전 공구(3월) : 제품 설명,장점,고객 후기 위주.
최근 공구(6월) : 본인 경험,느낌,애정이 담긴 메시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트북 들고다닌다 등),제 3자(남편,강아지) 
자주 등장. 친근감▲

- 신혼여행에 대한 관심,게시물 증가.
- 피드 분위기 변화 (셀카위주에서 이쁜 배경or필라테스or여행으로)    

and 인스타그램 3월대비 인지도 상승.
-> 이 때문에 도달수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

product 피드갯수 도달수 인스타그램_참여율_1 인스타그램_참여율_2 방문수 신규가입자수 객단가 판매량

시카크림 (3월) 11 66,031     0.73 2.48 4,385      19 -            -                

시카크림 (6월) 18 159,565    0.78 2.44 9,669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커머스진단 : CRM
2.추천상품분석 –장바구니, 연속구매분석을통한매출상품예측

CaSe_1     클렌징, 액세서리, 색조, 기초, 바디, 식품, 패션, 잡화.

간의 연관 관계가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남.

기초 <->클렌징

색조 <->악세서리



커머스진단 : CRM
3.세그먼트분석을통한타겟마케팅강화

핵심 주요 지표를 통한 등급화.
고객 등급의 세분화 및 Tree Map 시각화.

쇼핑몰 데이터 관리 및 타 인플루언서 비교를 통한 포지셔닝

등급 회원수 판매량 평균 구매횟수(달) 평균 구매횟수(주) 객단가

vvip 65 (2.72%) - 1.41 0.3525 -

vip 35 (1.47%) - 0.92 0.23 -

잠재vip 91 (3.81%) - 0.7 0.175 -

normal 2,196 (92.00%) - 0.17 0.0425 -

지표(8개) : 팔로워 수(명), 월별 평균 판매량(원), 객단가(원), 재구매율(%),
평균 구매주기(일), 쇼핑 횟수(달), 신규유입율(%), 충성고객 비율(%)

1. 디벨롭
: 8개 지표 중 3개 이상 낮을 때.

2. 그로스

: 월별_평균_판매량 < 팔로워 수.
: 충성고객_비율, 신규 유입율, 쇼핑 횟수,

-재구매율 중 2개가 낮음.

3. 매니악

: 충성고객 비율 > 팔로워 수.
: 신규 유입율 < 쇼핑 횟수.

4. 커머셜

: 충성고객 비율 < 팔로워 수.
: 신규 유입율, 쇼핑 횟수, 재구매율 중 2개가 높음.

5. 레귤러

: 8개 지표 중 5개 이상 높을 때.

디벨롭

그로스

커머셜

레귤러

매니악



커머스진단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1.인플루언서계정분석을통한셀러포지셔닝및피드분석및제안

인기 게시물 해시태그 분석 비인기 게시물 해시태그 분석

주제별 게시물 반응 포지셔닝 ‘일상’ 게시물 분석

인스타그램 내용 및 댓글 분석으로 셀러 포지셔닝 잡기



커머스진단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2.라이브커머스진행자멘트분석을통한셀링컨셉분석

구간별 단어 언급 시각화.
멘트 –매출 상관관계 분석.
멘트 구매 설득 전략 10요소 토픽 모델링 분석.

라이브 커머스 및 인스타 라이브 분석 보고서 예시

채팅수 축 상품클릭수 축

쇼호스트멘트

소비자 댓글



커머스진단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3.사전유입광고효과분석을통한 ROI 분석

데이터 분석 종류 및 범위 웹/앱 매체별 유입 사용자 유지율 예시

Google analytics와 firebase를 활용한 웹/앱 매체별 유입, 전환율 등의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퍼널분석

유입분석

키워드분석

AARRR 모델기반유입, 활동, 재방문, 매출,
확산과정내이탈포인트발굴

소스/매체별 유입분석을통한매체효율성파악
(유입량, 체류시간, 구매수, 전환율등)

키워드분석을통한소비자니즈파악
(유입및사이트내부키워드)



4.영상시퀀스효과분석 – A/B 테스트활용판매조건효율화

A안 : 5월 18일 B안 : 5월 29일

양복바지

프린트된면티

실크

와이셔츠

장식니트

교복

털실스웨터

(스팀이뚫고나옴)

양복바지

프린트된면티

실크

와이셔츠

정장자켓

치마

장식니트

교복

청바지

털실스웨터

> A 안과 B 안 비교 시 A 안매출이더잘나옴

: 시안 B 시연에서 추가된 정장 자켓, 치마, 청바지 소재가 스팀다리미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로서 한계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분산되었다는 판단

커머스진단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커머스진단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5.라이브커머스경쟁사분석 –경쟁사모니터링및시장트랜드파악

경쟁사 방송 모니터링 : 경쟁사 브랜드 및 라이브 커머스 일정 파악
데이터 수집 : 영상별 로그 데이터(재생수, 좋아요수) 추출

: A사 톤프리 (21.08.10.화 19:00~20:00)

날짜 요일 시간 제조사 브랜드 채널 구분 품목
상품명

(모델명)
노출구좌 제작주체 메인호스트 게스트 view 좋아요수 방송 URL 기획전 이벤트

8/10 화 19시 A사 11번가 AV
무선

이어폰

A 톤프리
B 톤프리
C 톤프리
D 톤프리
E 톤프리
F 톤프리

오픈라이브 11번가 - - 확인불가 확인불가

https://live11.11st.co.kr/
output/20210810_19hli
ve_full/Default/MP4/20
210810_19hlive_full.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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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경쟁사 분석 보고서 경쟁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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