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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1987년생 (만29세)

직장 4년차, 올해 대리 승진

자신감, 자기애, 독립성

최신 스마트폰 사용 IT 기기, 어플 관심 多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 활발

여행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남들보다 새롭고 가성비가 좋은 합리적인 선택 추구

구입한 물건이나 만족한 음식점에 대한 평가 공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 공유 

But, 혼술·혼밥 등 1인 생활을 즐기기도 함. 

밀레니얼 세대 
들여다 보기 # 변혜영대리 전격 탐구 생활 

하루일과 

직방 전세만기 +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 직방으로 새집 검색

쏘카 카 쉐어링 서비스

풀러스, 럭시 카풀 어플리케이션

피키캐스트, 딩고 스낵 콘텐츠로 시간 때우기

이마트 쓱 배송 원하는 시간에 쇼핑한 물건 바로　받기

망고플레이트, 얍 맛집 추천과 동시에 쿠폰까지 제공

왓챠 영화 추천 및 감상평 공유로 취미생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야식 및 간식 구매

야놀자 숙박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에어비앤비, 스카이스캐너 여행 및 숙소 써치와 예약을 한번에

넌 얼마나 쓰니 휴대폰 잠금 어플로 가끔은 디지털 디톡스 타임!

서프라이즈 패션, 뷰티 세일 정보를 총집합 시킨 어플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쇼핑!

배민프레쉬 잦은 외식과 회식으로 찌든 몸을 상쾌하게! 

싱싱한 샐러드를 아침마다 신선하게 배송 받는다.

#모닝콜
아직도 기본 모닝콜?

똑똑한 알람 앱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알라미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진을 찍어야 알람이 꺼진다.

고구마 알람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받아쓰기 해야 알람이 꺼진다.

#허리아플땐_
짬짬이_운동

#주말_병원예약

Wakeout 앱 켜고 3분 

간단한 스트레칭!

똑닥(똑똑한 닥터)

진료, 질환, 위치 등으로 

내 주변 병원을 찾을 수 있다.

Wakeout

신나는 BGM과 함께 랜덤으로 

나오는 동작 3개를 따라하며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퇴근 #수면

#한강 치맥과 드라이브

#집안일

#디지털 디톡스

쏘카 카쉐어링 서비스 

리화이트 세탁 수거 및 배달 서비스

넌 얼마나 쓰니

휴대폰 잠금 어플로 가끔은 

디지털 디톡스 타임!

달팽이 수면

수면 시간 및 

바이오 리듬 체크

뚜벅이도 드라이브가 필요해. 

근처에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

를 이용하면 월요병도 굿바이.

수고했어, 

오늘도! 

꿀잠자러 갑니다. 

#샤워
Siri 에게 “음악 켜줘”

“음성인식 기능”

Milk

내가 원하는 장르에 맞는 

음악을 알아서 선곡해주는 

똑똑한 뮤직앱

배민프레쉬 

잦은 외식과 회식으로 

찌든 몸을 상쾌하게! 

싱싱한 샐러드를 아침마다 

신선하게 배송.

#아침
배민프레쉬로 다이어트, 

건강 관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요.

#출근
지옥철? Good bye!

나는 카풀한다.

풀러스, 럭시(LUXI) 

카풀 어플리케이션

카풀앱을 통해 출퇴근길 카풀

을 원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이용

#직장인의 낙

#깨알 점심시간 활용

맛집 추천 앱과 함께라면 오늘 

점심 메뉴 선택도 성공적

여행의 묘미 - 여행 계획 짜기

10월 황금 연휴 남자친구와 

동남아 여행 계획

망고플레이트, 얍

맛집 추천과 동시에 쿠폰까지 제공

야놀자 숙박정보 제공·예약 서비스

에어비앤비, 스카이스캐너

여행 및 숙소 서치와 예약을 한번에

#개취존중(개인의 취향 존중) 부탁해요!

#Application

06:30 07:30 08:00 12:00 14:00 18:00 22:00
기상 식사 출근 점심 회사업무 퇴근/저녁시간 취침

07:00
출근준비/화장

넷플릭스 각국의 사랑받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을 즐긴다. 

마라톤 대학생에게 국토대장정이 있다면 직장인에겐 

마라톤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경쟁하고 기록을 

세우는 즐거움 

도깨비야시장, 밤샘 공원 축제 선선한 날씨, 다양한 

먹거리와 음악, 사람들이 모여 공원에서 즐거운 힐링 타임 

테마파크, 방탈출게임, 물총축제

일상에서 탈출 & 힐링 하는 의미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획, 테마 콘텐츠 소비 증가

네이버TV 바쁜 일상에서 재밌고 중요한 장면만 

골라보기! 네티즌들의 베스트 댓글도 꿀잼 요소 

밀크뮤직 내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수와 비슷한 

분위기의 곡 자동재생, 내 선호도에 맞춰 음악 안목을 

넓힐 수 있다 !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를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이 

아닌 프로그램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 제시

#콘텐츠 소비

변 혜 영 대리의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