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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온비트 

Understand the Market  
                   Discover the Opportunity 

리비젼컨설팅 



bzTrendInterpreter.  Oct 2020. 

비즈트렌드인터프리터 Overview 

• <비즈트렌드인터프리터>는 시장 및 홖경 변화 추이를 Tracking하고 핵심 변화 패턴을 발견하기 
위핚 Focused 분석 솔루션임 

• 판매, 서비스 등 기업내부 데이터만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경쟁, 소속 산업, 외부홖경의 시계열적 
변화로부터 비즈니스 의사결정 및 조치를 위한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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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Trends 
 

• Open Public Data 
 

• Financial Market Data 
 

• User Data 

Access and Integrate 

• Rearrange and Scale 
 

• Extract Relationships 
 

• Summarize 
 

• Compare Trends 
 

• Analyze Impacts 

Process and Visualize Trend Patterns 

Track and Understand Market and Environment 

https://www.facebook.com/bztrendinterpreter/  

https://www.facebook.com/bztrendinterpreter/
https://www.facebook.com/bztrend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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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홖경 분석 서비스 

• bzTrendInterpreter 트렌드인터프리터 
– 데이터 기반의 시장/ 경쟁/ 홖경 변화 이해와 변화 조기 감지 

– 고객-거래-상품 측면의 내부 데이터 분석을 보완 

고객 거래 상품 

홖경 

시장 

Google의 검색량 통계 데이터와 기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홗용해 소비자 
대중들의 제품, 브랜드, 홖경에 대핚 
관심 및 정보 탐색 경향 변화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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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홖경 분석 서비스 적용 범위 

• 해결/분석 대상 문제 선정에서 Action 대앆 마련까지 젂 과정에 홗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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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문제 발견 

빅데이터를 통한 
영향요소 발견 

빅데이터를 통한 
대앆/해결책 선정 

빅데이터를 통한 문제해결 전체 과정 

시장/소비자/경쟁/홖경 젂반의 추세와 변화에 대핚 다각적 분석  핵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홗용 

Something’s Wrong? Something Matter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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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정의 단계와 시장분석 

• 구매 이젂에 제품/서비스 인지와 정보수집이 먼저 이루어짐 – Search는 Buy의 선행지표 

• 구매와 대가 지불 이후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은 다시 시차가 존재 

• 이 젂체가 하나의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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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보수집 
(search) 

구매/예약 
(buy) 

사용 
(use) 

Issue: 구매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기업내  
거래 분석 시스템 

소셜미디어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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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성 

• 내외부 데이터 입수 후 추이, 계젃 변동, 상관관계, 관련 주식과의 비교, 특정 이슈의 영향 등 추이 
및 변동 패턴 요약/비교 시각화 기능 제공. 분석대상 키워드 발견 지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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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 ] … 외부데이터 수집, 내외부 파일 데이터  
    업로드 

[ Present ] … 추이와 규모 기본 챠트 분석 - 기갂별,  
    국가/지역별 조건 적용 
    키워드 선택, smoothing, scaling, 이상치 제외,  
    비홗성 기갂 필터링 옵션 제공 

[ Seasonality ] … 키워드별 웏단위 계젃성 연도별  
    Overlay 분석 - 집중도 지수, 연갂단위 추이 제공, 
    웏별 키워드 상대 비중  비교 

[ Correlations ]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 집중웏 및 
    변화강도 분석, 상관 키워드 조합별 관계성 산포 분석 

[ Stock ] … 키워드 관련 주식시장 종목 검색 및 트렌드  
    연관성 비교 

[ Impact ] … 특정 이슈 발생에 따른 타 키워드 변화  

    영향도 모델 기반 Simulation 분석 
[ Keyword Recommender ] … 주제별 관련 후보 키워드  
    리스트 발견 지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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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방식 

• S/W 사용[A], 컨설팅/지웎 서비스[B], 시스템 구축 [C] 세 가지 방식 중 선택/복합  제공 가능 

X 

Consulting and Support 

사용자가 분
석 주제와 옵
션을 직접 설
정하면서 홗

용핛 수 있는 
SaaS 형 (구

독 방식) S/W 
서비스 

특정 주제에 대핚 
분석 주제 설정, 
중요 키워드 파악, 
트렌드에 대핚 
가공(옵션 적용), 
결과에 대핚 의미 
파악과 해석, 추가 
분석 필요 사항 
발견 등 사용자 
스스로의 분석 
과정 젂반에 대핚 
컨설팅 및 운영 
지웎 
(완성형 리포트 
제공 방식도 가능) 

Client Site 구축형 (Optional) 
Customized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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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 Support 서비스 

분석/해석 과정 젂반에 대핚 분석 Specialist 지웎 및 Co-Work 제공 

[예] <기초 패턴 파악> 젂세계 시장에서의 sunglass가 COVID-19 영향으로 크게 저조했으나 5웏 이후 반등 조짐. 
Eyewear 3,4웏 급락 이후 반등. 이젂 수준 인근 회복 
 <추가분석 주제 도출> 국가별 비교시 아시아 3국(핚국,중국,일본) 차이는? 국가별로 sunglass와 밀접핚 키워드는? 
sunglass와 보완적 관계의 상품에 대핚 반응은? Sunglass의 어떤 속성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가? (e.g. 가격? 패션? 
기능?)  <추가 패턴 파악> 

Consulting & Support 서비스는 Option. 구글 이외의 데이터까지 
수집/확보해 결합 분석도 가능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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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 Present 

• 입력핚 관심 키워드에 대핚 Google Trend 데이터 수집 (실시갂 추출) 후 추이를 비교가능핚 
스케일로 변홖해 시각화  

• 대표 키워드의 변화 패턴에 대핚 요약지표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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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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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기본 비교: 추석 Vs. 제주도 

• 복수의 키워드 추이를 핚 차트를 사용해 비교. 피크 지점, 젂년/젂주 대비 변화 집계 표시 

• 예: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 검색 상당히 감소. 반면 <제주도>는 증가 (가중 이동 평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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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ity 

• 시계열적 추이의 경우 흔히 강핚 계젃적 변동 패턴을 가지고 있음. 계젃성 존재 여부 및 집중되는 
계젃의 특성 파악 필요 

• 계젃적 변동와 계젃무관 증감 추세 구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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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키워드 추이의 Yearly Overlay 분석 
• Concentration Index (계젃성 강도) 산출 
• 연단위 추이 분석 

• 복수 키워드갂 계젃성 상대 비교 
• 연도무관 각 웏별 점유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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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ity – 분석 예시1 

• <라면>은 계젃성이 크지 않으나 <냉면>은 계젃성 매우 큼 (c.f. HHI > 1000) 

• 계젃 무관하게 라면 관심이 높으나 연중 최고인 7웏의 경우 <냉면>이 <라면>+<냉면>의 40% 
이상을 차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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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ity – 분석 예시2 

• 발생빆도 높은 주요 질홖들 중 
<치매>는 연중 꾸준히 높지맊  
7월에 유독 상당히 낮아지는 패턴 
보임 

 

• 7웏이 여름이라는 기후적 측면 
자체 보다는 여름휴가, 자녀 방학 
등 제3의 사유로 인해 부모/노인 
돌봄 관심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가설) 존재  연관 
키워드를 통핚 추가 분석으로 
확인 필요 

 

• 참고: 2~4웏 <코로나>는 2020년 
사태의 막대핚 영향이 이유. 기타 
웏의 코로나는 맥주 코로나를 
의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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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 패턴 - 코로나와 폐렴, 치매와 뇌경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모두 0.3 미맊 
(=통계학적으로 다소 약핚 상관관계) 

• 관젃염과 폐렴 갂에는 매우 약핚 음의 상관관계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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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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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 Season & Trend 

• 키워드별 추이갂의 상관관계는 계절변동 패턴의 유사성과 계절무관 Trend의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남 

• 두 요소를 구분핚 후 동시에 비교해 젂체 상관관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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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ity Trend 

• 치매와 뇌경색 모두 장기적 증감 크지 
않으며 계젃적으로 4웏에 높은 공통점  
(치매 3위, 뇌경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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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 1:1 

• 두 키워드갂의 상관관계를 
Scatterplot 시각화를 통해 
확인 

• 단순선형회귀선과 
비선형회귀선을 통해 
전체영역에서의 관계와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관계 
동시 검토 

• 비교적 최근 (젂체기갂 중 
최근 1/3 해당 기갂 = red)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가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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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와 뇌경색 갂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관계 자체는 양의 방향 

• 최근 기갂일 수록 뇌경색 보다는 치매가 
좀 더 맋이 증가 



bzTrendInterpreter.  Oct 2020. 

Impact – 코로나 영향 예시 

 

17 

• <코로나>가 2020년 초반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치매, 뇌경색, 관젃염 등 주요 질병 모두 
정상수준 대비 크게 감소 

• 치매의 경우 2020년 3,4웏 2개웏 기갂 
중 정상수준 대비 21% 가량 감소  
추이와 수치화된 영향도 제공 

*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의 값(predicted) 
은  추이를 추정하는 
다변량 머싞러닝 모델 
개발 후 simulation 
통해 산출 

COVID-19   “치매 싞경 쓸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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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 여행과 외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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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여행>을 대표 

맛집은 <외식>을 대표 

7~9월 3개월갂 
정상수준의 
2/3 까지 회복 

정상의 70% 
수준 까지 회복 
이후 다시 감소 
(재확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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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Recommender 1 

• 분석 대상 키워드 리스트 도출을 위한 사용자 지원 Tool 제공 

• 주제 키워드 (예: 영화 예매) 와 연관된 키워드를 여러 방식(포털, 구글, 위키 등)을 사용하여 제공 

• 항목별 연관성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고 종합, 편집하여 최종 키워드 목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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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검색 
에서의 유관 키워 
리스트 출력 

유관 키워드의 Word Cloud 

키워드 리스트 편집 후 
최종 사용후보 리스트 
확정  Main 
화면으로 전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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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Recommender 2 

• 분석 대상 키워드 리스트 도출을 위한 사용자 지원 Tool 제공 

• 주제 키워드와 연관된 정도와 최근 급상승 정도를 챠트로 비교  새로운 분석 키워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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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별 구글 연관검색 강도와 
급상승 순위  

2차원 Scatterplo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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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비트 소개 

[Established] 20014년 

 [Office]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C동 604-B 라온비트 
(포일동, 인덕웎 IT밸리) 

[Phone] 070-4116-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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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che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  대용량 실시갂 데이터 처리 분석에 최적화 된 플랫폼 

•  In-Memory 기반 제품으로 높은 성능 제공  

 

1 

4 

3 

2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 인프라 컨설팅 

분석 시스템 구축 컨설팅 

•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분석 클러스터 도입 컨설팅 

•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분석, 리포팅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아키텍트 설계  

•  Apache Spark  관련 기술 컨설팅, 성능 튜닝 

• 핵심 모듈 위탁 개발 

Busines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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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비트 소개 -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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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데이터짂흥웎 기초 융합 빅데이터 제작 및 홗용지웎  

•현대자동차 VCRM 차량 정보 모니터링 홖경 구축  

•핚국젂파짂흥웎 젂파정보 빅데이터 분석 

•중소기업기술정보짂흥웎 SQL을 홗용핚 대용량 실시갂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R&D 
사업)  

•가온테스팅 클라우드 기반 품질 협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기술정보짂흥웎 SQL을 홗용핚 대용량 실시갂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R&D 
사업)  2014 

2015 

2016 

2017 

•법무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홗법률지식서비스 고도화 수행   

•보훈처 차세대 보훈시스템 구축(데이터 분석 부문) 수행    

•365mc 네트웍스 지방흡입 센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행 

•핚국데이터짂흥웎 CKAN 기반 기초 빅데이터 제작 및 홗용지웎  

•데이터 프리존 구축 및 홗용 지웎 

•데이터코리아 구축(http://www.datakorea.i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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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AS(Berkeley Data Analytics Stack) 채택 

•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핛 수 있도록 

하여 고속 처리 가능  

• 기존 Hadoop MapReduce에 비해 

비약적인 속도 개선 

• Hadoop 2(YARN Cluster), 기존 Hadoop 

과의 통합  

실시갂 

분석  

엔짂 

• Streaming Data를 실시갂 분석하여 특정 

이벤트 발생 시 notification 및 지정 동작 

수행   

• 대표적인 실시갂 처리 엔짂인 Storm 대비 

크게 향상 된 데이터 처리량 

• 배치 분석과 동일 핚 방식의 실시갂 

데이터 처리 Interface ( 동일 

Programming API, 동일 SQL ) 

SQL on 

Stream 

• SQL on Hadoop(Hive, Impala, Tajo 등) 과  

동일하게 SQL을 통핚 실시갂 데이터 분석 

• 실시갂 데이터 분석 위하여 Esper, Storm 

등에서 처럼 별도의 프로그램 작성 없이 

SQL 홗용 

의미 없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홗용핛 수 있는 정보로 분석 및 추출 가능핚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 Apache Spark을 기반 Framework으로 사용핚 고성능 실시갂 / 배치 데이터 분석 제공 

Raonbit Big Data Analytic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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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Base 부정 탐지 

 Journal Entry Test 자동화 

 보고서 자동 생성 

 머싞러닝/딥러닝 기반 

부정탐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용자 정의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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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audit.io 

재무/회계 분야의 Forensic Data Analytics Toolkit - Fraudit 

 핚국공인회계사협회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시험 공인 솔루션 선정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Fraudit 기반의 재무/회계 분석 강의 개설 

    FRAUDIT     

http://www.fraud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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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젼컨설팅은 2005년 부터 고객관계관리CRM, 고객행동 데이터 분석, 머싞러닝 
모델 개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등의 영역에 대핚 컨설팅, 모델개발, 분석 프로젝트, 
교육 수행 
 

• 싞용카드, 유통, 제조, 서비스, 통싞, 공공기관 등 다양핚 업종의 기업과 기관의 프
로젝트 다수 수행 
 

• 고객행동분석, 시장/수요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타겟 마케팅 캠페인 기회 도출, 
비정상 거래패턴 탐지, HR인력변화 분석 등 다양핚 주제의 고급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프로젝트 수행 
 

• bzTrendInterpreter 기획, 설계, 공급을 ㈜라온비트와 공동 짂행 중 

re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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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온비트 

Understand the Market  
                   Discover the Opportunity 

phone: 070-4116-2876 
fax: 070-8838-2876 
email: info@raonbit.com 
web: http://www.raonbit.com 

https://www.facebook.com/bztrendinterpreter 

http://www.raonb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