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최대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랭킹 플랫폼

소셜러스 서비스 소개
Since 2017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YouTube는 오늘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스타를 꿈꾸며 자신의 열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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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의 고민들
광고주/광고대행사

MCN

크리에이터

* 마케팅 후보 중 어느 크리에이터의
퍼포먼스가 더 좋은지 알 수 없을까?

* 고객사에 우리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를 더욱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 더욱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어떤
지표로 분석을 해야 가능성이 높을까?

* 흔한 구독자/조회수 외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왜 없을까?

* 요즘 뜨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 매번 영상 주제 아이디어를 찾는게
너무 힘든데, 관심 분야의 영상
트렌드를 한번에 볼 수 없을까?

* 뷰티, 푸드 등 특정 분야의 트렌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순 없을까?

* 우리 회사에 소속된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데이터를 한번에
집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없을까?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널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소셜러스는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시아 최초의 유튜브 빅데이터 랭킹 및 분석 플랫폼입니다.

소셜러스는 축적된 국내 최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MCN, 에이전시, 광고주를 위해
유튜버 랭킹, 마케팅 성과 분석, 영상 랭킹 및 트렌드, 연간 성장 보고서 및 유튜브 채널거래소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마켓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ocialerus.com

소셜러스 랭킹
구독자/조회수는 물론 성장률과 인기도를 기반으로한 독자적인 소셜러스 랭킹 알고리즘 개발. 5년 이상의 경험으로 더욱 정교합니다.

2017년부터 수집/분석된
가장 방대한 유튜브 빅데이터

카테고리별 채널 분류 및
다양한 정렬 기능

3만여개 이상의
국내 주요 채널 랭킹 및 정보

국내 유일의 채널 비교 기능 제공

마케팅 퍼포먼스 시크릿
빅데이터 기반으로 동급 채널과의 비교를 통해 채널의 마케팅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의 인사이트 데이터
구독자/조회수의 다양한 데이터를 동급 채널 평균과 비교. 동급 채널 및 동일 카테고리 평균과의 성장률을 비교하여 채널의 성장/쇠락 분석

구독자, 조회수 성장률을
동급 채널 평균과 비교하여
채널의 성장세를 분석

주요 성장 마일스톤

국내 최초, 유일한 채널 비교 및 그룹 채널 리포트
채널 비교 기능으로 손쉽게 채널 비교. 다수의 채널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간의 성장 데이터 분석 및 비교

채널 비교

채널그룹 리포트

풍부한 컨텐츠 및 영상 단어 빈도로 트렌드 분석
매일 업데이트 되는 구독자/조회수 급상승 채널, 최신 인기 영상, 영상의 단어를 추출하여 트렌드를 분석하는 워드클라우드까지… 풍부한 컨텐츠 제공

매일 업데이트되는 구독자/조회수 급상승 채널 및 인기 영상

영상 제목/설명의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한 카테고리별 워드클라우드

소셜러스만의 데이터/웹 비즈니스
유튜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소셜러스의 유튜브 빅데이터의 깊은 이해도와 풍부한 웹 플랫폼 구축 노하우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소셜러스는 풍부한 웹 플랫폼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유튜브 빅데이터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셜러스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튜브 빅데이터와 방송 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유튜브 빅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 소셜러스가 정답입니다!
Case

JTBC 방송 및 유튜브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유튜브 데이터 엑셀/API 제공
지긋지긋한 수작업은 엑셀 리포트로 편안하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API로 풍성한 유튜브 데이터를 손 쉽게 웹에 통합
관리 중인 유튜브 채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일 유튜브를 채널별로 확인하고 있다면 이젠 편하게 엑셀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웹/앱을 통해 인기/급상승 유튜브 채널 등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API 제공도 가능합니다.
Case

서울산업진흥원 – 육성 중인 크리에이터 월별 성장 집계 리포트, 서울문화사 – 조회수 급상승 유튜브 채널 리스트 API

맞춤형 유튜브 빅데이터 제공
대량의 유튜브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맞춤형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국내 최대의 데이터를 보유한 소셜러스와 상의하세요.
연구/통계를 위해 대량의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미디어 비즈니스와 유튜브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강력한 클라우드/데이터 전송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셜러스와 상의하세요.
Case

다수의 MCN 및 유튜브 관련 사업 업체 – 사업 목적에 맞춘 유튜브 채널 추천 리스트 제공

소셜러스 유튜브 자산 거래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튜브 생태계의 중심인 채널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유튜브 자산 거래소

소셜러스 A.I.가 5년간 축적된 유튜브 빅데이터로 채널의 가치를 자동 평가
채널의 가치(거래 가격) 측정
소셔러스는 지난 5년간 축적된 유튜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널 구독자, 조회수, 월간 조회수 수익, 향후 수익 예측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채널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채널 가치
주식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듯 소셜러스 가치 평가 시스템은 구독자 변화, 최근 조회수,
향후 예상 수익, 성장률 등 변화하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채널의 가치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또 한번 한국 유튜브의 기준 제시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의한 측정된 가치 평가 금액에 구매자의 입찰 방식이 더해져 더욱 합리적인 채널 거래 금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와 구매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입찰/거래 시스템
크리에이터와 구매자의 권리 보호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채널’의 합리적인 평가 금액을 산정하여 힘들게 성장시켜온 채널이 저평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한 구매자 역시 채널의 적정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셜러스 채널 실사 컨설팅’을 통해 채널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입찰/거래 시스템
소유권 이전과 거래 대금 지급은 소셜러스를 통해 진행되므로 100%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전한 거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법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은 Digital Assets(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어
개인 간의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매년 한국 유튜브 연간 보고서 발표
오직 소셜러스만이 연간, 분야별, 심화 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 유튜브 마켓의 기준 지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강연, 방송
KBS 다큐On, JTBC 스포트라이드 참여, 강연, 채널 분석 컨설팅, 연간 분석 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유튜브 분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 강연 / 출간
- MBN 스토리추적M –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 KBS 시사직격 –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 YTN 사공시 ‘유튜브 전성시대’편에 데이터 제공
- MBC PD수첩 “젠더 갈등과 여성 가족부”편 데이터 분석
- KBS 다큐On – 개인방송 전성시대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유튜브편 제작 참여
- 한국콘텐츠진흥원 라이선싱콘 2020
- 한국전파진흥협회 글로벌 미디어 아카데미 2020
- 국회사무처 산하 (사) 청년과 미래 – 크리에이터 Day 강연
- Creators Live 2019
- 서울산업진흥원 크리에이터포스 강연 다수
- 클라우드산업협회 머신 러닝 비즈니스 강연 다수
- “머신러닝 비즈니스” 출간 2018

언론
- 2022.04.12. 여성경제신문
한국 유튜브 '건재'···누적 조회수·구독자 2배 이상 증가
- 2020.01.16.
유튜브 생태계, 빅데이터로 꿰뚫는다 ‘소셜러스’
- 2020.01.16.
유튜브 빅데이터 플랫폼 ’소셜러스’,
2019년 한국 유튜브 데이터 인사이트 분석 보고서 공개
- 2019.10.24.
소셜러스-아이디어콘서트 “동남아 시장 진출 협력”
- 2019.08.19.
소셜러스 “서비스 개편..유튜버 성장 데이터 매일 확인한다”
- 2019.04.10.
소셜러스 대표 "데이터로 확인하는 인기 유튜버 비밀“
외 다수

국내 유수의 보고서에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진흥협회, 한국MCN협회 등 다수의 보고서에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기고

다양한 지적 재산권 확보
소셜러스는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클라우드와 머신 러닝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 지정서

소셜러스 상표 등록

머신러닝 서적 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특허청 소셜러스 상표 등록

웹으로 구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저작권 안심 지정서“ 보유

2019. 01. 21.

머신러닝 비즈니스 출간

사업의 영속성을 예측하는

2017.12.

방법 및 시스템 2019. 05. 31.

Since 2018.

머신러닝 특허

최고의 유튜브 데이터 분석/웹플랫폼통합 포트폴리오
소셜러스는 유튜브 데이터 분석/컨설팅 및 제공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JTBC

전파진흥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농심

지적재산권

- YouTube Reporting

- 국내 유튜브 채널 전수 조사

- SBA 소속 크리에이터 560팀 –

- 푸드/쿠킹 전 채널 분석

- 저작권 안심 지정서 (한국저작권보호원)

-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 1인 미디어 실태 조사

- 월간 성장률 분석 리포트 -

- 영상 타이틀 분석을 통한 트렌드 추적

- 소셜러스 상표 등록 (통계청)

- DB 설계 및 구현

- 국가 통계 준비

- 특정 상품/브랜드 성장률 분석

- 방송사별 인사이트 분석

서울문화사

- 언론사 웹에 유튜브 랭킹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특허청

“저작권 안심 지정서“

소셜러스 상표 등록

Since 2018.

2019. 01. 21.

풍부한 웹 구축/운영 경험과 깊이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소셜러스를 서비스하는 ㈜필로비즈는 지난 201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웹 구축/운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풍부한 IT 컨설팅, 웹플랫폼구축, 빅데이터 운영 경험과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운영 노하우
유튜브 빅데이터 플랫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포털

올림푸스 한국 전사통합

임상시험 관리 웹 플랫폼

대기업 인적성 검사 플랫폼

2017 국내 최초/최대
유튜브 빅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소셜러스 런칭

마이크로데이터 수집/연계/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U.X. 극대화 / 메인 페이지에서 전체
정보의 70%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

Web Identity 전략 컨설팅
시스템 통합 및 CRM 베이스 구축
5개 사이트 동시 리뉴얼
현재 올림푸스 전사 운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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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인적성 검사 탑재
채용 플랫폼
전략/설계/구축

블리자드 WoW 이벤트사이트

동아일보 - 청년드림기업

BeHeart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고려사이버대학교 입시안내

PC/태블릿/Mobile 통합
반응형 웹으로 리뉴얼

동아일보의 신사업
“청년드림기업“ 잡 포탈 사이트
전략/기획/설계 전담

홍콩법인 / 아시아 마켓 플랫폼
전략수립 / BPR / 통합시스템 설계 및
구축 / 3개국 , 4개 언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년간 유지보수

입시 안내 마이크로사이트

https://Socialerus.com
대표 : 양효욱 (Justin YANG)
M) +82-10-2940-2464
E) Justin@socialer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