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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Marketing

빠르게 팽창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초현실 디지털 세계의 확장인 메타버스. Z세대들의 새로운 소통

CASE STUDY. GS25 - 맛있성
§ 제페토 내 GS25의 ‘맛있성’ 세계관을 적용한 월드를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제페토, 로블록스, 젭,

오픈하고 세계관을 체험하고 실제 오프라인 편의점을

게더타운 등과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저들을 만나기 위해 너도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나도 뛰어들어 가상공간을 만들고 이벤트를 하는 등 Z세대 소비자를
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은 체험형
컨텐츠와 시각적 몰입을 통한 높은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지에스리오 왕자, 삼김이 등 세계관에 속해 있는
캐릭터들로 구성된 가상 환경 구축.
§ 세계관 캐릭터 IP의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메타버스
공간내에서 체험하고 NFT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연계
이벤트 진행.
§ 메타버스 인플루언서 및 게임 유튜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리뷰와 바이럴 발생.
§ 오픈 한달여간 제페토 인기맵 최상위를 차지하며 높은
방문자수와 2차 확산 컨텐츠 양산.

CASE STUDY. CU - 한강편의점
§ 제페토 공식월드인 한강 맵 내 CU 편의점 입점 형태로
메타버스 마케팅 진행.
§ 기존 공식월드의 높은 트래픽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연계
홍보 효과 달성.

<GS25와 CU의 메타버스 유통 경쟁>

Metaverse Data Analysis

메타버스 마케팅 KPI 분석/모니터링 부재
메타버스는 Z세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트렌드에 민감하고

Q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빠르게 변화합니다. 브랜드의 가상공간을 만들었다면 공간을 만든
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의 세계관과 공간구성 전략 및 홍보전략을
최적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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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메타버스브랜드마케팅효율성제고

A 이 모든 물음의 답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Our Solution

메타버스 KPI 분석/모니터링 솔루션 메타인덱스를 소개합니다.
메타인덱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KPI 분석/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를 활성화 하며, 정량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타인덱스는 메타버스 애드테크 기업 메타버즈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으로 자사 고객사 및 협력사에 한하여 무료 제공됩니다)

Product 01.

Product 02.

ZEPETO Monitoring Dashboard

ROBLOX Monitoring Dashboard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월드 랭킹 대시보드, KPI 도달 측정 및 채널 상세 리포팅,

기반으로 자사 및 경쟁사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경쟁사 채널 및 산업군 통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2022.08월말 예정)

Product 01.

ZEPETO
MONITORING DASHBOARD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드 랭킹 대시보드, KPI 도달 측정 및 채널 상세 리포팅,
경쟁사 채널 및 산업군 통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eatures 01

Features 02

Features 03

RANKING DASHBOARD

TRAFFIC MONITORING

INDUSTRY ANALYSIS

제페토내공개된월드의데이터를기반으로
산업군별랭킹대시보드를제공합니다.

제페토월드의정량적트래픽데이터와
방문자수대비반응율변화를확인할수있습니다.

자사에서분류한산업군별통계데이터및
일자별변화데이터를제공합니다.

§ 방문자수,좋아요수,싫어요수,E.R랭킹등

§ 방문자수,좋아요수,E.R등의성장모니터링

§ 각지표에따른산업군랭킹

§ 산업군별랭킹대시보드

§ 광고,이벤트,프로모션에따른KPI설정및추적

§ 산업군데이터변화모니터링

§ 자사및경쟁사채널성과추적

§ 월드에해당하는산업군의평균데이터와월드
데이터를비교분석

§ 자사,경쟁사,산업군동시비교모니터링

§ 정량적목표수립

Product 01.

01.랭킹 대시보드
제페토 월드의 랭킹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좋아요수, 좋아요율, 싫어요수, E.R 등
각 핵심 지표별 랭킹과 산업군 별 랭킹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을 원하는 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Add World’를 통해 월드 등록 신청해주세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처리 됩니다)
제페토 공식월드와 비공식 월드의 랭킹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Product 01.

02.월드 상세 데이터
Summury

현재 월드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Daily World View

일자별 방문자수 및 누적 방문자수 변화 모니터링
Daily Like Count

일자별 좋아요수 및 누적 좋아요수 변화 모니터링
Like & Unlike

좋아요율, 좋아요수, 싫어요율, 싫어요수
Engagement Rate

방문자수 대비 반응율 변화 모니터링
Industry Avg.Compare

월드 해당 산업군의 통계와 월드 데이터 비교

Product 01.

03.산업군 모니터링
View Count Avg.

방문자수 기준 산업군 평균 데이터 랭킹
Like Rate Avg.

좋아요율 기준 산업군 평균 데이터 랭킹
Like Count Avg.

좋아요수 기준 산업군 평균 데이터 랭킹
Unlike Count Avg.

싫어요수 기준 산업군 평균 데이터 랭킹
Daily View Count Avg. Change

산업군 별 방문자수 일자별 변화
Like Count Avg. Change

산업군 별 좋아요수 일자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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