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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의 Organic Voice가 담긴 ‘쇼핑몰 리뷰’입니다.

ASAP BEAUTY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Q

1위 판매사이트의 해당 제품 구매자의 후기 전년 대비

…

11위 뷰티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제품 소개 전년 대비

12위 유명 뷰티 블로거의 사용 후기 전년 대비

76%

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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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P BEAUTY가 쇼핑몰 리뷰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

하루 평균 2만 건씩 늘어나는 쇼핑몰 리뷰, 더 이상 일일이 찾아보지 마세요!

이제 ASAP BEAUTY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쇼핑 – ‘화장품/미용’ 리뷰수 추이 바이브컴퍼니가 분석한 데이터 (2021년 8월 기준)

브랜드 수

쇼핑몰 수

제품 수

리뷰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약 38만개

약 87만개

약 180만개

약 330만개

약 480만개

약 540만개 4,046

19,917

56,407

20,131,928



ASAP BEAUTY는 네이버쇼핑에 작성된 구매후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뷰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포착한 분석 결과를 최대 2~3일 내 제공하는 보고서 서비스입니다. 

ASAP BEAUTY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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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BEAUTY 소개1

Q2 어떤 브랜드/제품이 주목 받는가?

Q3 자사 제품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Q4 자사 제품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Q1 뷰티 전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마케팅

계획 수립

신제품
개발

인기 제품
모니터링

KPI
측정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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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Q4 21.Q1 21.Q2

히알루론산 아데노신 판테놀

20.Q4 21.Q1 21.Q2

지속력 밀착력 발림성 보정력

[주요 성분별 언급량 추이] [주요 속성별 언급량 추이]

ASAP BEAUTY를 통해 뜨고 있는 뷰티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자사 제품에 적합한 광고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ASAP BEAUTY는 어떤 분들에게 유용할까요? ‘마케팅 키워드를 발굴해야 하는 홍보·마케팅팀’

마케팅 계획 수립

“요즘 뜨고 있는 뷰티 키워드가 뭘까?”

“요즘 스킨케어에서 뜨는 키워드는 히알루론산이고,

메이크업에서 뜨는 키워드는 지속력이야 !”

ASAP BEAUTY 활용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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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어떤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면 좋을까? 
해당 제품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지?” 

“요즘 뜨는 제품군은 스킨케어고,

특히 스킨케어 제품군에서는 트러블케어가 중요해!”

스킨케어 선케어 클렌징 마스크/팩 베이스메이크업 색조메이크업

기능 사용감/제형 향기

[제품군별 관심도 변화]

[주요 속성별 관심도]

스킨케어 선케어 클렌징 마스크/팩 베이스메이크업 색조메이크업

ASAP BEAUTY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제품군이나 제품의 속성이 무엇인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ASAP BEAUTY는 어떤 분들에게 유용할까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연구소’ ASAP BEAUTY 활용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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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품 모니터링

“요즘 인기 브랜드/제품이 뭐야?”

“최근 ‘키엘’이 주목받고 있고,

제품 중에서는 ‘링클바운스 보습밤스틱(KAHI)’이 핫해!”

[브랜드 인기 순위] [제품별 인기 순위]

라로슈포제 키엘 닥터지 닥터지

수딩크림

KAHI 

밤스틱

라로슈포제

플라스트밤

ASAP BEAUTY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제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SAP BEAUTY는 어떤 분들에게 유용할까요? ‘타사 제품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품기획팀’ ASAP BEAUTY 활용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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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측정

“타사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의 만족도가 어때?
어떤 속성에서 좋은/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 

“우리 제품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특히 경쟁제품보다 컬러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ASAP BEAUTY 활용 사례2

ASAP BEAUTY를 통해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며, 자사 제품이 핵심 키워드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AP BEAUTY는 어떤 분들에게 유용할까요? ‘제품 KPI를 측정해야 하는 브랜드전략팀’

[Product Matrix] [속성별 제품 만족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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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주기/분석내용에 따른

맞춤형 보고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감성 분석 기술을 통해

66개 속성별로

만족도를 분석합니다.

AI 리포트 생성 기술을 통해

2~3일 내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① 맞춤형 보고서 ② 정교한 감성 분석 ③ 빠른 생성 속도

ASAP BEAUTY는 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비자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방대한 양의 쇼핑몰 구매후기를 맞춤형으로, 정교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ASAP BEAUTY 일까요? ASAP BEAUTY 특장점3

A S A P



신제품 개발마케팅 계획 수립 인기 브랜드·제품 모니터링 KPI 측정

언급량 추이 속성별 리뷰수
TOP/RISING
KEYWORDS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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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브랜드/제품

언급량 추이

TOP/RISING
KEYWORDS

속성별 리뷰수
TOP/RISING
KEYWORDS

속성별 리뷰수

제품
만족도

핵심 키워드

인기
브랜드/제품

속성별 리뷰수 제품 만족도인기 브랜드/제품

ASAP BEAUTY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재구성한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왜 ASAP BEAUTY 일까요? ① ASSEMBLED Report(맞춤형 보고서) ASAP BEAUTY 특장점3

ASSEMBLED
Report

인기
브랜드/제품 제품 만족도

언급량
추이

속성별 리뷰수

제품
만족도

핵심 키워드

인기
브랜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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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BEAUTY는 바이브컴퍼니가 보유한 정교한 감성 분석 기술을 통해 총 66개 속성별 만족도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왜 ASAP BEAUTY 일까요? ② SOPHISTICATED Report(정교한 감성 분석) ASAP BEAUTY 특장점3

제품이 쫀쫀하긴한데 기름져서 싫어요.

xx스토어 · chee**** ·21.08.214

정교하고 체계적인

뷰티 감성 사전 별도 구축

기존 분석 방식 ASAP BEAUTY 분석 방식

제품의 ‘어떤 속성’에 대한

평가인지 정확히 분석

‘무엇’에 대한 평가인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함

긍정 쫀쫀하다

부정 기름지다

 “사용감/제형”에 대한 평가

긍정 쫀쫀하다

부정 기름지다

OOO 사서 써봤는데



최대 2~3일 소요

ASAP BEAUTY는 바이브컴퍼니가 보유한 AI리포트 생성 기술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자동 생성합니다. 

왜 ASAP BEAUTY 일까요? ③ AI-Powered Report(빠른 생성 속도) ASAP BEAUTY 특장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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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Trend on Beauty Categories

 Top/Rising Beauty Keywords

 Top/Rising Category Keywords

 Top/Rising Brand/Product

 Key Attributes by Product

 Top/Rising Keywords by Product

제품

제품군
 스킨케어, 메이크업 … 
 스킨/토너, 에센스 … 

브랜드

뷰티 전반

PART I. 
뷰티 트렌드 분석

PART II. 
제품 경쟁력 분석

ASAP BEAUTY는 총 4가지의 Business Questions에 기반합니다. 

ASAP BEAUTY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분석 결과 예시4



코로나 시기,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특히 ‘수분감’, ‘트러블케어’, ‘모공케어’에 관심 집중

페이셜크림 제품군의 ‘기능’에 대한 리뷰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지속력’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언급량 추이

15

ASAP BEAUTY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1. 뷰티 전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분석 결과 예시4

TOP/RISING KEYWORDS 속성별 리뷰수 추이 속성별 리뷰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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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BEAUTY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2. 어떤 브랜드/제품이 주목받는가? 분석 결과 예시4

‘닥터지’가 페이셜크림 제품군 중 상위권을 차지하며, 20년도 4분기 대비 ‘기본평가’, ‘경험평가’ 만족도 동반 상승

특히 ‘레드 블레미쉬 크림(닥터지)’의 리뷰수 증가 추세

인기 브랜드 /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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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BEAUTY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3. 자사 제품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예시4

‘레드 블레미쉬 크림(닥터지)’의 ‘제품/패키지’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세를 보이며,

‘가격’, ‘성분’ 등 주요 속성에서도 타사 제품 대비 좋은 성과

제품 만족도



전년 동기 대비 ‘레드 블레미쉬 크림(닥터지)’과 함께 ‘트러블없다’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밖에 페이셜크림 제품군 내 핵심 키워드(‘트러블없다’, ‘촉촉하다’, ‘순하다’, ‘발림성좋다’)에 대한 점유율 모두 증가

18

ASAP BEAUTY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4. 자사 제품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분석 결과 예시4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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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STEP 

02
STEP 

03

분석 범위/기간 협의담당자에게 전화/이메일로 문의 보고서 제공

ASAP BEAUTY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 절차5

의뢰 협의 제공

ASAP BEAUTY 담당자

02-565-0531 (내선 7번) 

aibeauty@vaiv.kr 최대 2~3일 소요

요청사항 수신(유선/이메일)

보고서 생성
이메일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PPT 파일로 제공



(‘네이버쇼핑’ > ‘화장품/미용’ 제공 기준)

분석 가능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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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남성 화장품 기타

스킨케어 선케어 클렌징 마스크/팩 베이스메이크업 포인트메이크업 남성화장품 네일케어 바디케어 헤어케어 헤어스타일링 향수 뷰티소품

크림 선크림 클렌징폼 마스크시트 파운데이션 립틴트 올인원 네일아트 바디로션 샴푸 염색약 여성향수 헤어소품

에센스 선스틱 스크럽/필링 워시오프팩 파우더 아이라이너 남성화장품세트 매니큐어 바디클렌저 트리트먼트 헤어스프레이 남성향수 피부케어기기

스킨/토너 선파우더/쿠션 클렌징오일 코팩 BB크림 립스틱 메이크업 네일영양제 핸드케어 헤어에센스 헤어왁스 남녀공용향수 거울

화장품세트 선스프레이 클렌징워터 필오프팩 프라이머 아이섀도 스킨 손발톱정리기 바디크림 탈모케어 헤어젤 향수세트 페이스소품

로션 태닝 클렌징티슈 수면팩 컨실러 립케어 로션 네일리무버 여성청결제 헤어팩 파마약 DIY화장품재료

아이케어 애프터선 클렌징비누 마사지크림/젤 메이크업베이스 아이브로 쉐이빙폼 네일케어도구 풋케어 두피케어 헤어무스 아이소품

미스트 선케어세트 립앤아이리무버 마스크/팩세트 CC크림 마스카라 클렌징 네일케어세트 바디미스트 린스 헤어글레이즈 메이크업브러시

페이스오일 클렌징젤 트윈케이크 블러셔 남성청결제 바디오일 헤어미스트 눈썹정리기

톤업크림 클렌징크림 베이스메이크업세트 속눈썹영양제 선크림 바디스크럽 헤어케어세트 화장품케이스

넥케어 클렌징로션 하이라이터/쉐이딩 크림 제모제 두피케어기기 타투

클렌징파우더 립글로스 에센스 데오드란트 바디소품

클렌징세트 립라이너 마스크/팩 제모기

색조메이크업세트 스크럽/필링 목욕비누

아이케어 바디슬리밍

파라핀용품

샤워코롱

바디케어세트

입욕제

아로마테라피

바디파우더

ASAP BEAUTY 는 ‘네이버쇼핑>화장품/미용’에서 제공하는 총 131개 제품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별첨] ASAP BEAUTY의 분석 대상 제품군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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