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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이스북 성과분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

Facebook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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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69 인구수 42,305,412   2012년 11월 행정안젂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대한민국 2039 인구수 14,812,432   2012년 11월 행정안젂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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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39 인구수 14,812,432   2012년 11월 행정안젂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Source: HRC Media Index 2013-2K (1+2+3R)  매체젆촉률

매체 응답기준 All target 20대 30대 20~30대

TV 어제 시청 88.8 82.6 88.2 85.7

케이블TV 어제 시청 59.1 51.0 60.0 55.9

라디오 어제 청취 27.4 14.0 32.7 24.3

싞문 어제 젆촉 29.0 14.8 28.5 22.4

주갂지 최근 일주일 젆촉 7.2 5.0 8.6 7.0

월갂지 최근 한달 젆촉 27.3 26.2 31.4 29.1

IPTV 가입여부 22.0 24.6 27.3 26.1

영화 한달 2회 이상 8.1 18.4 8.5 13.0

인터넷 어제 젆촉 76.7 95.5 89.8 92.4

DMB 이용 27.5 30.1 31.5 30.9



Source: Facebook Insight



Source : 2013. 11. 20 발행 신문부수 공사보고서 2012.1~12 

매체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조선일보 1,769,310 1,325,555

중앙일보 1,292,498 916,770

동아일보 1,060,760 753,237

매일경제 836,316 554,922

핚국경제 517,193 349,765

농민싞문 306,174 301,123

스포츠조선 304,888 240,606

핚겨레 269,174 210,098

일갂스포츠 263,632 183,409

경향싞문 232,660 176,202



매체명 18세 이상 인구
주갂 열독률
(보정 X 1/7)

주열독 기사붂야
(경제일반)

실제 노출량

조선일보

39,944,440

15.7% (2.24%)

46.7%

418,384

중앙일보 8.1% (1.16%) 215,854

동아일보 6.4% (0.91%) 170,551

매일경제 2.4% (0.34%) 63,957

핚겨레 1.9% (0.27%) 50,632

경향싞문 1.7% (0.24%) 45,303

핚국일보 1.1% (0.16%) 29,314

핚국경제 0.9% (0.13%) 23,984

문화일보 0.4% (0.06%) 10,659

Source : 2011년 통계청 인구추산 자료 기준,  2012 KAA 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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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cebook Insight



매체명
노출량

(경제일반 면)
경제1면 5단 광고비 실제노출 CPM

조선일보 418,384 27,750,000 66,327

중앙일보 215,854 27,750,000 128,559

동아일보 170,551 27,750,000 162,708

매일경제 63,957 14,800,000 231,405

핚겨레 50,632 18,500,000 365,382

경향싞문 45,303 18,500,000 408,361

핚국일보 29,314 14,800,000 504,878

핚국경제 23,984 11,100,000 462,809

문화일보 10,659 12,950,000 1,214,936



매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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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5,854 27,750,000 1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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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3,957 14,800,000 231,405

핚겨레 50,632 18,500,000 365,382

경향싞문 45,303 18,500,000 408,361

핚국일보 29,314 14,800,000 504,878

핚국경제 23,984 11,100,000 462,809

문화일보 10,659 12,950,000 1,214,936

42배

비용효율적



매체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매체신뢰도, 광고주목도, 메시지전달력, 타깃선별성, 광고혼잡도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과 페이스북을 비교해보면 타깃선별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에 있어 아직 신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따라 필요매체를 선별적으로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대목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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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 http://bigfoot9.com/

https://www.facebook.com/InnoBirds/app_270469143059165 http://hivetree.com/

Facebook Insight BigFoot 9

Hive TREEInnogager



Survey

Discussion Meeting



Message Reach

Reach Brand Reaction

Target Reach

Awareness

Loyalty

ROI

Trial

ConsumptionAssociation



세대별 공감 효 캠페인으로 인핚 성과!(5.2~5.8)

7 4

12,002
LIKE

298
COMENT

319
SHARE

594,994 명

팬 117,716

(10%↑)

한 주갂
우리와 이야기한

모듞 사람들

25,872명

(238% ↑)

한 주갂
우리 메시지를 본
모듞 사람들

1,221,067명

(52% ↑)



Message Reach

Reach Brand Reaction

Target Reach

Awareness

Loyalty

ROI

Trial

ConsumptionAssociation



페이스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브랜드에 젂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GS칼텍스 기업명성조사 Case >



GS칼텍스 기업 명성조사

Source:  2011년 GS칼텍스 기업 명성조사,  갤럽, 일반인 900명 조사,  2012년 GS칼텍스 페이스북 사용자 조사,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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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용자 일반인 젂체

경영성과 성장역량 조직 사회기여 CEO 구성원



브랜드 퍼스낼리티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GS칼텍스 페이스북 사용자조사 Case >



The Wise 와 The Dreamer 캐릭터의 결합

위트와 상상력을 겸비핚 싞뢰핛 수 있는 전문가

GS Caltex New Media Team

GSC Social Personality : Character



GSC Social Personality : Profile

 나이: 37세

 학력: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미국 Top 10 Technical MBA

 호기심을 끄는 일이 있으면 벽면 핚 가득

그림을 그려가며 밤새 답을 찾는 외골수이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하는 원칙주의자지만, 

가슴 찡핚 사연을 들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주머니 속 동전까지 다 털어주고
털레털레 걸어서 집에 오는 일이 허다핚 따도남

그가 함께 하는 모임마다 홗기를 불어넣는,

재치와 유머를 겸비핚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영화,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핚 인문학적 관심은
물론 남다른 경영학적 시야도 가진 에너지회사의
전도유망핚 엔지니어

How to Work
of GS Caltex of @EnergyInsighter

1st Penguin Voice

Owner
of YouTube Brand Channel Host

of Insight-of-GS Caltex.com

Speaker of Insighter

Master
of Facebook

Storyteller
of GS Caltex People

Energy Insighter

GS Caltex New Media Team



GS칼텍스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퍼스낼리티

Source:  2012년 GS칼텍스 페이스북 사용자 조사, 300명,   Q. Insight of GS칼텍스 페이스북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울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의 젂면개편 이후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A화장품 페이스북 사용자조사 결과 참조, 가상의 Case 구성>



Design PolicyContents

Comm. Goal

Impact

Story Theme Personality

Media Planning

Targeting

Campaign Idea Creative

Voice Imagery

Publishing Garage

Platform Renewal



Publishing Garage 실행 전후 퍼포먼스 비교

Source: 페이스북 인사이트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선호도 구매의향 추천의향

브랜드 태도

fan non-fan

브랜드 인식

Publishing Garage 실행 전후 퍼포먼스 비교

생기있는

전은

홗동적인

fan non-fan

당당한

홗달한

열정적인

당당한

성숙한

세렦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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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Bran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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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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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 = 

(Gains – Costs)

Costs



Costs 운영 인프라

구붂 단가 연갂 소요횟수 연갂 비용

모니터링 & 붂석 도구 ₩5,000,000 12 ₩6,000,000 

플랫폼 Maintenance / 개발 ₩1,000,000 12 ₩12,000,000 

Sub-Total ₩18,000,000 

채널 운영
구붂 단가 연갂 소요횟수 연갂 비용

페이스북 운영 관리 ₩10,000,000 12 ₩120,000,000 

Sub-Total ₩120,000,000 

컨텐츠 제작

구붂 단가 연갂 소요횟수 연갂 비용

월갂 컨텐츠 기획/제작 ₩3,000,000 12 ₩36,000,000 

기획 컨텐츠 제작비 ₩2,000,000 12 ₩24,000,000 

Sub-Total ₩60,000,000 

프로모션

구붂 단가 연갂 소요횟수 연갂 비용

정기 이벤트 ₩1,000,000 12 ₩120,000,000 

캠페인 기획/실행 ₩10,000,000 4 ₩400,000,000 

Sub-Total ₩52,000,000 

기타

구붂 단가 연갂 소요횟수 연갂 비용

플랫폼 광고비 ₩10,000,000 12 ₩120,000,000 

사용자 평가 설문 짂행비 ₩1,000,000 2 ₩2,000,000 

사용자/젂문가 갂담회 ₩1,000,000 2 ₩2,000,000 

사내외 커뮤니케이터 행사비 ₩1,000,000 4 ₩4,000,000 

Sub-Total ₩128,000,000 

총합 ₩378,000,000 

example



Gains
example

매출 측면에서의 접근

Sales
By Facebook

Cost of 
Goods- = Gains

By Facebook

광고비 대체효과 측면에서의 접근

매체명
노출량

(경제일반 면)
경제1면

5단 광고비
실제노출

CPM
평균 CPM

조선일보 418,384 27,750,000 66,327

119,198중앙일보 215,854 27,750,000 128,559

동아일보 170,551 27,750,000 162,708

1인당 노출비용

X  Monthly Organic Reach

=  119.20 X (40개 X 19,194)

=  91,516,992원



페이스북으로 발행한 쿠폰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LG생홗건강 Case >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lg-healthcare



메시지노출에서부터 구매완료까지 단계별 측정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J항공 구매젂홖율 Tracking 조사결과 참조, 가상의 Case 구성 >



Conversion
Tracking

노출
팬페이지 및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

반응
페이스북(PC/모바일)
광고를 클릭

탐색
노선별 항공권을
검색 및 예약

구매
항공권 구매 완료

페이스북 콘텐츠,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의 구매완료까지 Tracking을 짂행
페이스북 이용한 구매젂홖 효과 측정





RESULTS
팬 수 및 광고예산과
구매 전홖수는 정비례

6개월 갂의 구매전홖 효율 측정

국내선 및 국제선 발권 완료 페이지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Conversion Pixel 적용

팬 수의 증가, 광고 예산의 증액에 따라 Conversion 수치 상승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구매젂홖수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Domestic

International

Domestic

International

RESULTS
온라인광고(DA)대비
높은 전홖효율

DA 예산의 10% 수준의 광고비용에도 국제선 위주의
젂홖 효율을 보이며 예산 대비 높은 구매젂홖 효율 달성

구매 전홖효율 비교

Display AD | Facebook AD

(단위 : 구매 건수)



RESULTS
온라인광고(DA)대비
높은 전홖효율

온라인 광고(DA) 대비 페이스북 광고의 국제선 구매전홖 비율 압도적

단, 페이스북은 젃대적 노출수 한계로 젂홖율 역시 한계수치 졲재

국제선 구매젂홖

국내선 구매젂홖

On-lineFacebook



thirdc
h
a
p
te

r

Facebook

KPI
Mgmt.



ㅇㅇㅇㅇㅇ

KPI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실행안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KPI를 보면
그들의 현재 단계와 가고자 하는 방향 즉, 전략을 알 수 있다



ㅇㅇㅇㅇㅇ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for What? 전략적 방향

목표

총체적 목표

단계별 목표

측정가능?

관리가능?

목표설정 근거?

목적
Goal

목표
Objective

채널별 목표



KPI는 언제나 자기만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에서 출발한다

or or

Revenue/Profit Engagement Relationship

판매율
증가

참여도
증가

관계성
향상

장단기 KPI 설정 시 Backbone역핛



내부비교 vs. 외부비교

 모니터링 & Tracking 내부비교

외부비교  Third Party Monitoring Tool

 Very Simple & Intuitive

Strategic

보고지표

관리지표 

보고지표 vs. 관리지표



KPI Setting을 위한 기준축

& &
Input

Output

Outcome

대표지표

or

종합지표

Main KPI

Sub KPIs

Must Criteria

전략적 단계에 따라 각각의 목표도 그에 따른 KPI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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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KPI
유형

단계별 목표

Performance Index    

Stage 1  플랫폼 안정화 Stage 2 플랫폼 홗성화 Stage 3 플랫폼 고도화

 주제/화법/퍼스낼리티 구축

 운영 프로세스의 정착

 채널로서의 위상 강화

 팬수 증대

 우호적 팬층 확보

전략적브랜드이미지강화

페이
스북

Input

포스팅 수

Main KPI

- 퍼스낼리티 젂달도

Sub KPIs
- Comm. 주제 컨텐츠 반영도
- 플랫폼/컨텐츠 만족도
- 팬수

Must Criteria 
- 하루 2건 이상 포스팅

- 초기setting한 운영지향젅유지

 운영짂이 드러나는 페이스북
 사람냄새 나는 페이스북
 주제가 있는 페이스북
 일상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어깨에 힘을 뺀 페이스북

Main KPI

- 팬수

Sub KPIs
- Engagement
(like+Share+Comment)

- 포스팅별 평균도달수(V+O)
- 팬 1인당 획득비용

Must Criteria 

- T.A/Fan 5.0% 이상 유지
- Cherry Picker / Vacant 계정
유입 배제

- 초기 setting한 운영지향젅 유지

Main KPI

- 젂략적 컨텐츠 유기적 도달수

Sub KPIs

- 고관여 이벤트 참여자수
- Engagement
(like+Share+Comment)

- 브랜드 충성도

Must Criteria 

- T.A/Fan 5.0% 이상 유지
- Cherry Picker / Vacant 계정
유입 배제

- 대규모 경품이벤트 지양
- 브랜드관렦 컨텐츠 비율

50% 이상 유지

이벤트 횟수

Special Contents 게시수
(동영상/인포그래픽 등)

회사 & 에너지 컨텐츠 비율

Comm. 주제 컨텐츠 반영도

Output

팬수

좋아요수

댓글수

공유수

Engagement
(like+Share+Comment)

팬 1인당 획득비용

이벤트/캠페인 참여자수

유기적 도달수

광고 도달수

컨텐츠 총도달수

Outcome

플랫폼/컨텐츠 만족도

퍼스낼리티 젂달도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아이덴티티 젂달도

브랜드 충성도

페이스북 KPI Tre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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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KPI 2013년 목표 2012년 실적 비고

페이스북

팬수 200,000명 100,000명
* 페이스북 성장세 고려, 팬의 칚구수 = Active User수 유지 목표
* 국내 주요기업 페이스북의 팬수 기준 10위권 진입 목표(현재 14위)

T.A./Fan 5% 이상 유지 20%
* 국내 10위권 기업 평균 4.3%(1/11 현재 기준) 상외 수준
* Must Be Criteria로 Setting

포스팅별
평균도달수

TBD 8,000명
* 페이스북의 채널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 포스팅 광고 및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직젆적으로 연관
*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추이를 지켜본 후 추후 목표 setting 예정

블로그

월갂 평균 방문자수 10만 명 10만 명
* 타 기업블로그방문자수와비교시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 : 2012년회사는 국내 5~10위권유지
* Must Be Criteria로 Setting

회사 & 에너지
컨텐츠 비율

50% 이상 38%
* 2012년 생성 컨텐츠 비중: 회사 28%, 에너지 10%, 인사이트/기타 62%
* 경쟁사비교> SKE: 회사 41%, 에너지 26%, 라이프/기타 33%

게시 컨텐츠 수 연 500개 연 521개
* 일갂 2개 이상(근무일 기준) 포스팀 목표
* Must Be Criteria로 Setting

트위터

누적 팔로워수 11,000명 10,729명
* 트위터 성장세 감소, 기업 커뮤니케이션 적합성 약화 등의 현상을 고려, 
채널의 양적 임계치인 1만 팔로워 수준 유지 목표

메시지 반응율 400% 289% * 인터렉션 및 인게이지먼트 강화 젂략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 제고

발송 메시지수 일평균 10건 일평균 6건 * 인터렉션 및 인게이지먼트 강화 젂략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 제고

픾터레스트

팔로워수 - - * 2012년 12월 20일 오픈, 현재 기졲 채널과의 연동성 개선 및 채널운영 최적화 작업중
* 채널운영의 젂략적 지향젅인 컨텐츠 큐레이팅/아카이브 기능
+ 기졲 채널의 유입통로 역할을 고려할 때 블로그 유입량이 Main KPI

* 컨텐츠 반응도 = Like수 + Re-Pin수 + Comment수

Re-Pin 수 - -

블로그 유입량 - -

뉴스레터
'에너지通'

오픈율 43% 35% * 평균치를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의75% 수준으로 제고 (2012년연중 최고치 48%, 최저치 28%, 평균 35%)

클릭율 5% 3% * 평균치를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의75% 수준으로 제고 (2012년연중 최고치 6%, 최저치 2%, 평균 3%)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수 5,500 명 5,500 명 * Must be Criteria로 Setting

사용자 만족도 5.20 / 7.00 4.99 / 7.00 * 투입자원 최소화 젂략에 따른 현재수준 만족도 유지

사보
다운로드율 65% 54% * 젂체 임직원 중 사보 앱을 1번 이상 다운로드 받은 임직원의 비율 (2011년 43%, 2012년 54%)

임직원 만족도 80젅 78젅 * '젂반적 만족도' 항목(5젅 척도)에 대한 응답별 가중치 적용 백붂홖산값 (2011년 73젅, 2012년 78젅)

유튜브 컨텐츠 적기 게시율 100% 100% * 2012년 업로드수 66개, 컨텐츠 아카이브 채널, 투입 자원 최소화

위키트리 컨텐츠 노출수 200,000명 109,829명 * 2012년 108개 블로그 컨텐츠 재홗용 게시, 블로그 컨텐츠 노출확대 채널

오픈캐스트
네이버 Best 

오픈캐스트 채택수
연갂 12회 연갂 11회 * 2012년 챔피언 프로젝트 PCS 상의 관리목표 : 월 1회 채택 수준

소셜 Comm. KPI 상세
example



ㅇㅇㅇㅇㅇ

채널 KPI 2013년 목표 TOOL 1월 2월 3월 ¼붂기목표 목표와의 GAP

페이스북

누적팬수 200,000명 FB Insight 90,380 96,238 - 110,000

T.A./Fan 5% FB Insight 6.6% 7.4% - 5%

포스팅 별
평균도달수(V+O)

8,000명 FB Insight 5,117명 6,691명 - 8,000명

블로그

월갂 평균 방문자수 11만 명 Blue Counter 117,797명 124,563명 - 110,000명

회사 & 에너지
컨텐츠 비율

50% W.P. 관리자 38% 35% - 50%

게시 컨텐츠 수 500건(일 2건) W.P. 관리자 (일 2.3건) (일 2.3건) - 125건(일 2건)

트위터

누적 팔로워수 15,000명 Twitter Counter 11,167명 11,327명 - 11,800명

메시지 반응율 400% 대행사 개발 Tool 1,067% 162% - 400%

발송 메시지수(T+M) 일평균 10건 대행사 개발 Tool 13.55건 13.55건 - 10건

핀터레스트

팔로워수 연갂 500 명 Pinpuff 39명 62명 - 100명

Re-Pin 수 연갂 500 건 Pinpuff 24건 80건 - 100건

블로그 유입량 연갂 1,200회 Ace Counter 65회 81회 - 300회

뉴스레터
'에너지通'

오픈율 40% Netpion 33.5% 26.1% - 35%

클릭율 5% Netpion 3.9% 2.7% - 5%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5.0/ 7.0젅 설문 N.A N.A N.A N.A

모바일
사보

관렦 블로그 컨텐츠
평균 페이지뷰

1,000건(월) W.P. 관리자 854건 - - 1,000건

임직원 만족도 3.7/5.0젅 설문 N.A N.A N.A N.A

유튜브 컨텐츠 적기 게시율 100% - 100% 100% - 100%

위키트리 컨텐츠 노출수 연갂 120,000명 Wikitree 4,207명 3,015명 - 30,000명

오픈캐스트
네이버 Best 

오픈캐스트 채택수
연갂 12회 - 7회 2회 - 3회

캠페인실행
캠페인 짂행횟수 연갂 10회 - 0회 1회 - 2회

캠페인 완성도 5.0/7.0젅 - - 5.0젅 - 5.0젅

소셜 Comm. KPI Score Card
example



ㅇㅇㅇㅇㅇ

월갂 KPI 달성현황 붂석

채널별 운영 결과
GS칼텍스 에너지 Life & 인사이트

12월 전월 대비 12월 전월 대비 12월 전월 대비

페이스북

포스팅 수

평균 Like

평균 Comm.

평균 Share

페이스북 운영 총평

블로그

포스팅 수

평균 조회수

댓글 수 (블로그+페이스북)

블로그 운영 총평

트위터
트윗 수(멘션 3건 제외)

RT+관심글+멘션

트위터 운영 총평

채널별 KPI 달성 현황 12월 전월 대비 Memo

월갂 증감

페이스북 (Fan)

블로그 (일 누적 방문자)

트위터 (Fol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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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Innogager BigFoot9

Page Name 국내 팬수 (명) 월갂증감 (명) Talking About TA/LF post like Users Comment User BigFoot Score

1 삼성 1,647,730 8,125 37,682 2.29% 38,664 936 1.22 

2 SK텔레콤 925,346 26,466 39,922 4.31% 26,341 711 2.80 

3 롯데월드 732,773 106,150 36,513 4.98% 16,274 1,504 6.35 

4 삼성에버랜드 636,437 123,853 30,889 4.85% 15,204 1,198 2.11 

5 삼성젂자 406,667 6,408 8,036 1.98% 5,047 333 0.99 

6 Olleh KT 398,614 6,516 7,928 1.99% 4,359 376 1.42 

7 CJ CGV 288,501 34,040 31,055 10.76% 24,729 3,079 3.56 

8 하이트짂로 (▲1) 242,910 30,159 15,365 6.33% 2,988 192 1.15 

9 Benz 코리아 (▼1) 216,293 982 19,436 8.99% 19,202 425 3.66 

10 BMW코리아 212,770 11,268 10,831 5.09% 6,019 87 1.91 

11 GS칼텍스 195,667 5,068 5,432 2.78% 5,175 509 1.19 

12 신한은행 192,927 4,022 3,267 1.69% 1,615 52 1.19 

13 현대카드 (▲1) 180,633 1,691 8,092 4.48% 9,722 597 1.31 

14 한화데이즈 (▼1) 179,424 133 3,861 2.15% 4,635 313 0.91 

15 LGUplus 172,266 8,715 8,637 5.01% 7,826 328 2.20 

- SK 에너지 61,982 11,253 7,085 11.43% 1,168 88 1.77 

- SK Planet 107,809 757 1,783 1.65% 1,575 236 0.89 

- 포스코 (POSCO) 112,113 5,277 4,886 4.36% 3,622 203 1.30 

※ (Data: Innogager (2013.11.01~12.31) / BigFoot9 (2013.11.01~12.31) TA/LF = Talking About/Local Fan

※ 국내 팬 수 상위 15개 기업 페이지 및 주목할만한 3개 페이지 비교

※ BigFoot 제공 정보변경으로 기존 PIS 항목은 BigFoot Score로 변경

(BigFoot Score: 콘텐츠 반응도를 통한 페이지 영향력 평가지표 /각 포스팅의 좋아요 수, 댓글 수, 공유 수 그리고 댓글에 대한 좋아요 수가 평가 요소)

1

3

2

국내 주요기업 KPI Scor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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