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썸트렌드, 대학생 대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아카데믹 플랜' 출시
- 회원가입 시 한 달간 무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맥북·아이패드·에어팟프로 등 경품 이벤트 진행

# 대학생 A는 팀플 과제에서 자료조사를 맡았다. B사의 인기제품 C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
사하려고 하는데, 이를 객관화할 만한 설문조사 자료 등이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 않았다. 그
러다 A는 '이것'을 발견했다.
# 취준생 D는 E사의 면접을 앞두고 막판 스터디에 집중하고 있다. D는 친구에게서 추천받은 '
이것'을 활용, E사의 기업 이미지 분석, 주력 제품에 대한 반응 분석,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 등
을 진행해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Sometrend)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믹 플랜'
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썸트렌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대표 송성환, 구. 다음소프트)의 278억 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인사이트 발굴까지 한번에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
폼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급량 추이 ▲연관어 추이 ▲감성 연관어 ▲평판
요인 분석 ▲키워드간 비교 분석 등이 즉시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인 '아카데믹 플랜'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출시하게 됐다. 아카데믹 플랜을 이용하면 어떤 키워드든 무제한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
석이 가능해 ▲리포트 작성 ▲발표 자료 준비 ▲취업 준비 ▲공모전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다. 또,
해당 플랜은 2014년부터 6년간의 블로그, 뉴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데이터를 포함어와
제외어 기능을 넣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썸트렌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 이외에도 전문 에디터가 매주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
트를 제시하는 ▲트렌드 매거진, 맛집·넷플릭스·이슈 랭킹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랭킹을
보여주는 ▲썸랭킹,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여행 추천 및 여행 리포트인 ▲썸트립, 빅데이터 분
석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썸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아카데믹 플랜 출시와 더불어 회원가입한 전원에게 아카데믹 플랜을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모션도 함께 실시한다.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2020년형 맥북 에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썸트렌드 관계자는 "썸트렌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누구나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기말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
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