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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전 데이터수집, 
Metrics 수립 

• 트렌드 분석 
• 캠페인 前 이미지분석 
• 경쟁사 이미지분석 

• 실시간 이슈 트래킹 
• 연관어분석(브랜드 속성/
이미지), 감정분석  

• 인기콘텐츠 분석 
• 트렌드 분석 

• 채널별 (중요도) 비교  
• 채널별 확산량(팬수,  
   반응수 등 측정) 

• 캠페인 실시간 (반응) 
  모니터링  
• 영향력자 탐색 
• 브랜드(위기) 알람 

• 캠페인 전후 데이터
/Metrics 비교분석 

• 캠페인 후 브랜드 인식 및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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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메트릭스 분석항목 정의 

포스트수 

포스트수 추이 
• 자사와 경쟁사의 브랜드/상품, 또는 특정 이슈에 관한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 매출 추이, 계절적 동향 등의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에 활용됩니다. 

포스트점유율(SOV) 
• 브랜드 또는 토픽별로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가(SOV: Share of Voice)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 경쟁사 브랜드의 상품 및 캠페인과 관심도 현황 비교, 이슈 대응 우선순위 의사결정 시 사용됩니다.  

캠페인 전후 포스트수 변화 
• 캠페인의 이슈화 정도, 또는 캠페인에 의한 브랜드/상품에 대한 고객관심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 캠페인 성과측정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수 

반응수 추이 
• 브랜드나 이슈와 관련된 포스트들에 대한 반응(Like/Comment/Share/Retweet) 변화를 보여줍니다.  

• 이슈성 포스트(VOC)의 확산 추이, 콘텐츠 벤치마킹을 위한 화제성 콘텐츠 및 토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점유율 
• 주제(topic)별 또는 브랜드/상품별로 콘텐츠나 메시지에 대한 반응도/확산량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가 어떤 브랜드/상품 또는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캠페인 전후 반응수 변화 
• 캠페인 시작 후 관련 온라인 콘텐츠(UGC 포함)나 메시지에 대한 반응 및 확산 변화를 보여줍니다.  

• 브랜드캠페인이나 이벤트에 대한 참여도 변화 및 바이럴콘텐츠의 확산 추이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릭스 분석항목 정의 

연관어 & 감정 

연관어맵, 트리 
• 연관어들을 추출하고, 각 연관어가 포함된 포스트수 또는 연관어별 언급빈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보여줍니다. 

• 고객들의 인식 및 이미지 조사 목적이나 기업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및 관심포인트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연관어추이 
• 시간에 따른 연관어들의 변화를 보면서 관심사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토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사 및 경쟁사 브랜드/상품, 이슈, 평판요인들과 고객들의 관심변화를 비교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속성단어 
• 디자인, 기능, 가격 의 3개 속성 카테고리별로 연관어랭킹 및 포스트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 브랜드/상품의 개별 속성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조사, 광고소재 제작시 강조포인트 발견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상세감정점유율 
• 브랜드/상품, 특정이슈에 관한 포스트수에 표출된 감정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각각의 점유율을 측정합니다.  

• 브랜드 및 캠페인간, 또는 이슈 및 트렌드간의 상세한 감정을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부정단어 
• 브랜드나 캠페인, 특정 이슈에 관해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정성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 마케팅 메시지나 콘텐츠 개발시 감정어를 활용하거나 기업평판요인들에 대한 감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전후 감정변화 
• 캠페인에 의한 고객 및 참여자들의 인식 및 감정변화를 분석합니다. 

• 캠페인 시작 후 브랜드/상품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 감정의 증감 여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비중 

포스트 채널비중 
• 브랜드/상품이나 이슈가 채널별로 얼마나 대화되고 있는지, 가장 대화가 많은 채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매체 및 광고전략 수립 시 집중해야 할 채널이 무엇인지 판단하거나, 이슈가 집중된 채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응 채널비중 
• Like수, Comment수, Share수, Retweet수 등의 반응이 높은 채널을 알 수 있습니다.  

• 브랜드나 이슈에 대한 포스트 확산이 활발한 채널을 찾고, 채널별 마케팅전략, 위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