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and small 
twitch moments”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큰 변화들은
비교적 작은 개인적 상황, 마케팅에 의한
‘twitch moment’와 만나는 ‘umbrella 
moments’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기존 및
새로운 카테고리

구매 습관과 행동의
이해

Conversational AI 
for Occasions

카테고리 내에서의 습관, 행동이 변화하는
순간을 파악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적인 AI 기반의 지능형 대화

Conversational AI 
for Purchase

구매 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는 AI기반의 지능형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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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자산 지표(Category equity metrics)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카테고리 진입 상황, 해당 브랜드가 카테고리 내에서 즉각적인 필요와

동기는 충족시키고 있지만,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진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 이제 막 카테고리에 진입한 브랜드의 초기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기회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카테고리 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레벨에서 선택의 요인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성장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해당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동기와 니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새 브랜드를 런칭했다면, 어떠한 카테고리 습관 및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가? 혹은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카테고리 경험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 습관과 행동은 무엇인가, 이러한 습관과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를

이끌어내는 동기와 요인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고객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

• 카테고리 내의 새로운, 혹은 변화하는 사용과 소비 상황을 이해하여

브랜드 성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내에서의 습관 및 행동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

•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을,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는 기회로 활용

• 카테고리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진실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컨텐츠 제작 및 성장 촉진을 위한 활성화

전략 마련

•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수준의 동기와 동인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취약하게 만드는 새로운 장벽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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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브랜드 자산은 안정적인 상황. 구매

과정에서의 브랜드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 브랜드 자산은 악화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구매 시의 어떤 변화들이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브랜드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카테고리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구매 단계에서의 장애물은 무엇이며, 기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카테고리 내에서 의사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브랜드 전환의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가?

• 카테고리 내에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존재할 때, 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구매 상황을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 카테고리 내에서 구매 순간에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성장 기회를 어떻게 식별해 낼 수 있는가?



카테고리 경험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 습관과 행동은 무엇인가, 이러한 습관과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를

이끌어내는 동기와 요인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고객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내에서의 행동 변화를
타겟팅함으로써, 구매 상황에서의 결정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내 구매 상황에서의 습관과 행동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함

• POS 맞춤형 마케팅 활동 강화로 주요 구매 순간에 변화의 역동성을 활용

• 구매 동기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구매 결정 순간에 브랜드

영향력 강화

• 실생활을 기반으로 한 유익한 다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공략함















구매순간을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적요소를수량화하고, 
해당브랜드및채널선호도가 어느정도연관되어 있는지파악

습관적행동과 새롭게 발현되는 행동에 대한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선택의 동기와 동인을 심층적으로 프로파일링



브랜드의 성장을위해서는 사람들의 정형화된
소비습관을제대로 파악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즉행동의 변화가이루어지는 지점이어디인지 영감을

얻는것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수준에서의 동기, 동인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습관과 행동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 가능

변화의 기회를 창출해 내는 맞춤형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실생활에서의

‘Twitch moments’를 활용한 성장

촉진 방안 모색

소비자의 언어로 표현되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제작

가능

카테고리 수준의 동기와 동인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브랜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파악 및 해결

1 2 3 4

대화형 AI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