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CG19x1np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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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BikWiSyuw






https://www.youtube.com/watch?v=0e_LCRt0g7I
https://www.youtube.com/watch?v=OMED-9nd76E




https://www.youtube.com/watch?v=DDqOr1m9aUg
https://youtu.be/L_7EMPzTqs8
https://www.youtube.com/watch?v=QQ92R1WpGVM&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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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5ltAcy75pQ
https://youtu.be/G5ltAcy75pQ








https://www.youtube.com/watch?v=GkZFr8g0uNA
https://www.youtube.com/watch?v=H0GMa1sHfQQ










https://www.nii.co.kr/index.html




























https://www.udemy.com/


http://www.drmartens.co.kr/


http://www.klairs.com/


https://payprotocol.io/#anchor1




https://dreamplu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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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p/Cij16SxtazF/
https://www.instagram.com/stories/highlights/17896267301679606/
https://www.instagram.com/stories/highlights/17956794425033549/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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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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부정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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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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플루언서계정분석을통한셀러포지셔닝및피드분석및상품매칭제안자료

인기 게시물 해시태그 분석 비인기 게시물 해시태그 분석

주제별 게시물 반응 포지셔닝 ‘일상’ 게시물 분석

인스타그램 내용 및 댓글 분석으로 셀러 포지셔닝 잡기

커머스진단 :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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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라이브커머스 (MLC) 진단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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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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