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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략과 기술이 하나로 응집된 웹 플랫폼 제공

빅데이터 전략 및 머신 러닝 알고리즘 구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수행

관점이 있는 접근Philosophical approach

Strategic plan

Data & M-L

Web

Platform

Machine Learning Web Platform
with philosophical BigData Strategy



기 업 명 주식회사 필로비즈

법인 설립 2014. 08. 19.

주요 인력 기획자, 데이터 전략가,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 등 10명

Services

Philo-Biz.com : 필로비즈 기업 사이트

Bizgress.com  :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분석 및 예측 플랫폼

Socialerus.com  : 국내 최초 유투버 및 소셜 랭킹 사이트

SimplyCRF.com : 임상시험 관리 웹 플랫폼

* 1997년부터 오직 IT 한 길

* 1999, “웹사이트 가치 평가” UpGrade24 Inc. 설립 및 운영

* 해외 9년 Global IT 경험 (New Zealand, Japan, Malaysia)

* 세계 3대 에이전시 퍼블리시스 근무

* LG, 두산그룹, 블랙베리, 행안부, 통계청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

* 웹으로 구현하는 머신 러닝 비즈니스 저자 (2017.11 출간)

* 클라우드산업협회 등 다수의 머신 러닝 비즈니스 강의

Founder / CEO

Justin HW Yang

Digital Philosopher

주주 구성

CEO/Founder : 양효욱

이사회 의장 : 전선곤 교수
- 카이스트 겸직교수, 기술사업화그룹 대표

투자사

8.7%

6.3%

82%

about PhiloBiz Inc.

Business Area



주요 연혁

벤처 기업 인증

기업 부설 연구소

상표권 등록

특허

2017.04 상표 등록
임상시험관리 웹 플랫폼 SimplyCRF

[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예측하는 방법 및 시스템 ]
특허 등록 완료

변리법인 BLT와 2017.07.10. 출원
10-2017-0086975

2013

01 필로비즈 개인사업자 등록

07 올림푸스한국 전사 통합 및 CRM, 웹 운영

2014

08 주식회사 필로비즈 설립

10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12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2015

02 아시아 통합 커머스 플랫폼 구축

07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포털

10 인적성 검사 탑재 플랫폼 구축

2016

0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운영

02 청년 창업 자금

03 임상시험 웹플랫폼 SimplyCRF 파일럿 런칭

07 벤처 기업 인증

10 인적성 검사 탑재 플랫폼 고도화

11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분석 및 예측 Bizgress 런칭

2017

04 SimplyCRf 상표 등록

07 “머신 러닝을 이용한 비즈니스 예측” 특허 출원

07 국내 유일/최초 유튜브 랭킹 플랫폼 소셜러스 런칭

11 대표이사 저서 “머신러닝 비즈니스” 출간

필로비즈 연혁 및 인증



주요 포트폴리오 – Socialerus.com

유튜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유튜버 랭킹 및 인사이트 제공 플랫폼
* 국내 유일의 유튜버 랭킹 및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분석 인사이트 제공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디오 플랫폼(유튜브)을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미디어의 인기도 예측 및 광고 연계
* 국내 유일/최대의 유튜브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소셜러스 인공지능 SARA를 활용한 다양한 예측 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기반으로 안정성/확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주요 포트폴리오 – Bizgress.com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분석 및 예측 플랫폼 비즈그레스
자가 진단 데이터와 외부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강/약점 분석 및 예측 서비스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예측하는 방법 및 시스템] 특허 출원 (10-2017-0086975)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zure 사용 / 다국어 서비스 중



주요 포트폴리오 – Visual & U.X.



주요 포트폴리오 – KizM 누리온 플랫폼 구축



데이터 & 머신러닝 프로젝트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분석 및 예측
Bizgresss

2015 ~ 현재
구축 및 운영

YouTube
데이터 기반

독자적인
랭킹 및 분석

Socialerus.com

07/12 오픈
구축 및 운영

DNA 머신러닝
분석으로
폐암 재발율
예측 프로젝트

2017
Kaist 및
Bio 전문기업과
협업 중

MS Azure
Machine
Learning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예측
웹서비스 구축 중

2017



웹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험

블리자드 WoW 이벤트사이트

고려사이버대학교 입시안내BeHeart

PC/태블릿/Mobile 통합
반응형 웹으로 리뉴얼

동아일보 - 청년드림기업

동아일보의 신사업
“청년드림기업“ 잡 포탈 사이트

전략/기획/설계 전담
입시 안내 마이크로사이트

홍콩법인 / 아시아 마켓 플랫폼
전략수립 / BPR / 통합시스템 설계 및

구축 / 3개국 , 4개 언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년간 유지보수

올림푸스 OM-D 스페셜

2014 플래그쉽 E-M10 런칭
PC/Mobile 신제품 런칭
스페셜 마이크로사이트

인적성 검사 탑재 플랫폼

국내 최대 인적성 검사 탑재
채용 플랫폼

전략/설계/구축

201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포털

* 마이크로데이터 수집/연계/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 U.X. 극대화 / 메인 페이지에서 전체
정보의 70%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

2015. 총 사업비 33억
필로비즈 1억5천

임상시험 관리 웹 플랫폼

혁신적인 U.I.와 글로벌 요구사항을
탑재한 임상시험 관리 웹 플랫폼

SimplyCRF.com

2016 ~2016

2014 ~ 2015

2015 ~ 2017 4.5억

2015 20152015 – 1.8억

올림푸스 한국 전사통합

Web Identity 전략 컨설팅
시스템 통합 및 CRM 베이스 구축

5개 사이트 동시 리뉴얼
현재 올림푸스 전사 운영 대행

2013. 컨설팅/구축 - 4억
2013 ~ 2015 – 년간 운영 2억



Web Business Execution Phases

사업 목표 및 BM 전략 수립

Web Gorvenance 정의

Web Identity 및 R&R 정의

Strategy & Planning

디자인 컨셉
정의서

메인 디자인

퍼블리싱
가이드

Admin/Front
개발

정보 구조
(I.A.) 설계

컨텐츠
수급/가공/생산

스토리보드
설계

상세
페이지
구현

테스트

포팅

오픈

모니터링

검색엔진 마케팅

소셜 마케팅

Open Promotion

Risk Management 

System
Architecture

서비스 모델

Web Standard
Guide 수립

컨텐츠 설계

온라인 마케팅웹 운영웹/모바일 리뉴얼 및 구축Web 전략 수립

컨텐츠/제품
업데이트

회사소식/이벤트

HR Management

전략컨설팅 웹 리뉴얼

운영서비스

온라인마케팅

웹 플랫폼 구축 방법론



Thank you very much !

주식회사 필로비즈

대표 : 양 효 욱
Mobile : 010-2940-2464
Email : Justin@philobiz.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남전빌딩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