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별 채널 분류 및
다양한 정렬 기능

아시아 주요 국가별/통합 랭킹

국내 4000여개 이상의 채널 랭킹

소셜러스는 2017.07. 아시아 최초로 유튜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랭킹 및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개요

미디어 / 소셜 인사이트 및 동급 규모의 채널과 비교

Best / 최신 영상 지난 30일 일자별 상세 데이터

지난 시점 대비 성장률 (하루/일주일/1,3,6,12개월 전 대비)



일자별 구독자/조회수/좋아요/댓글 급상승 채널

매일 주요 유튜브 성장 데이터

지난 일주일 이내 업로드 영상 중 View/Like Best Top 10



소셜러스는 대한민국 유튜버/MCN/에이전시의 시장 분석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분석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유튜브편 제작 참여, SBA, 한국MCN협회 등 활발한 미디어와 강연 활동



아시아 천체 채널 연평균 성장률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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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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2가지 광고 유형만이 존재합니다. 유튜브가 주도하는 광고와 크리에이터가 생산하는 브랜디드 영상 뿐입니다. 

어느 크리에이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적정 광고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모두 제각각 입니다. 

3 유튜브 광고는 쉽게 Skip 됩니다. 그러나 막상 또 찾으려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url로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 기술이 만나

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유튜브 광고
“스폰서형 AD”를 소개합니다. 



중간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 다시는 찾기도 힘든 기존의 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상 재생 내내 노출되는 [로고] 타입, 가장 잘 보이는 [Title] 타입 그리고 원하는 url 로 이동할 수 있는

[Desc.] 타입 까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 지속적 노출

Special 1



큰 비용을 들여 성향이 일정한 한 채널의 구독자에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소셜러스 “스폰서 AD”에서는 수십, 수백의 영상에 동시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나 글로벌 기업의 플래그쉽 모델 런칭, 총선/대선 등 사회 전반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하나의

영상을 백 만명이 보는 것보다, 10개의 영상을 십만 명씩 백 만명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성, 다발성 최적화

Special 2

http://newnike.com/ http://newnike.com/ http://newnike.com/

[혁신적인 조깅화] 영상 제목은 광고 뒤에 [혁신적인 조깅화] 영상 제목은 광고 뒤에 [혁신적인 조깅화] 영상 제목은 광고 뒤에



잘 나가는 메가 채널도 브랜디드/PPL만 업로드하면 조회수가 뚝! 떨어지던 경험… 이미 있으시죠? 

소셜러스 “스폰서 AD”는 View 당 xx원의 비용 방식으로 운영되어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면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캠페인은 종료되지만,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비용 지급 없이 노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보장 + 알파

Special 3

추가 조회수

추가 노출 무료

기본 조회수

합리적인 예산

Guarantee + Alpha



CPC에 몇 백원, 몇 천원을 지불하신다구요? 

Skip되는 유튜브 광고도 최소 60~100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소셜러스 “스폰서 AD”는 최초로 CPV(Cost per View)로 운영되며 View 당 20원 ~ 100원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기본 광고비에 [구독자등급], [영상 인기도], [채널 퀄리티] 

등급에 따라 추가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참여한 전체 영상이 많을수록 [광고 참여도] 

등급이 높아져 광고비는 더욱 많아지므로, 크리에이터는 스스로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

Special 4

영상 인기도
Class_L

광고 참여도
Class_V

구독자 등급
Class_S

채널 광고 등급
Class_A

이는 구독자가 높은 채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소셜러스에 등록된 전체 채널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구독자가 많을수록 광고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본 광고비 +
이는 크리에이터가 광고 종료

후에도 영상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채널 분석 인사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채널에 광고

등급을 책정해 등급이 높을수록
광고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기 있는 영상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합니다.

영상이 받은 좋아요와 싫어요
및 여러 요인을 반영하여 영상
자체의 인기도를 10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광고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크리에이터 스스로 주변
크리에이터를 참여시켜 광고

생태계를 확장시킵니다.

하나의 광고 캠페인에 더 많은
영상이 참여할수록, 참여한
전체 크리에이터에게 추가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 +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품과 크리에이터를 매칭하던 그저 그런 업체들과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소셜러스는 아시아 최초의 유튜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2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에서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수집/분석 시스템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Sponsored AD에 참여한 모든 영상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반

Special 5

Machine Learning Algorithm / Prediction



광고 설정

Title : [러닝화의 혁신-NewNike]

Desc : [지금 확인! scrs.me/innonike]

Logo :

예산 설정

조회수당 50 원

광고주/에이전시

크리에이터

광고 다운로드

Title : [러닝화의 혁신-NewNike]

Desc : [지금 확인! scrs.me/innonike]

Logo :

[지금 확인! scrs.me/innonike]

[러닝화의 혁신-NewNike]

영상에 추가

리포팅

광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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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플래그쉽 모델 런칭, 
블록버스터 개봉, 선거 등
사회 전반에 대규모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제품/상품을 집중 브랜딩할 때

3 유튜브에서 이벤트 페이지로 링크를 원할 때

The only way, Media Tech Business with 99% of YouTubers

㈜필로비즈
https://Socialerus.com

대표 : 양효욱
+82-10-2940-2464
Justin@Socialerus.com

커머스 매니저 : 조채희
+82-10-9744-1027
chaehee@Socialer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