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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광고주를 마주할 때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고민해왔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널이 성장하는 데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Data Driven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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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27(BigFoot9 v3.0) 

2018. 12. 19 (BigFoot9 v.5.0) 

2017. 09. 11(BigFoot9 v4.0) 

Facebook 분석 서비스 온라인 공개 
 
Professioanl 서비스 오픈 
Premium 서비스 오픈 

Facebook Business 상품 출시 
 

YouTube 분석 서비스 출시 

2016. 05. 26 

User Analysis 유저 분석 시작 
국내 페이지 운영 성과 측정 도입 

2016. 09. 01 

BigFoot9 공식 사용자 반응 지표 
PIS (Post interaction score) 발표 

2018. 03. 07 

Facebook 운영 측정 지표 확장 개설 

History Facebook 이용자가 급 성장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했고  

어느새 빅풋9은 5년 이상의 빅데이터망을 구축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오랜 데이터 사이언스의 경험을 가진 분석 서비스 선두주자로써,  

수많은 마케터 사용자 경험의 기반으로 지금도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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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Page 

9,005 
YouTube Chanel 

8,217 

15,257M 1,122M 
Facebook Fans YouTube Subscribers 

Cumulative data Facebook은 글로벌, YouTube는 국내 전용 분석으로 제공되며 경이로운 데이터 수치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분석은 진행됩니다. 

제품 경쟁력 



6 

01 
최다 누적 데이터 보유 

국내 소셜 미디어 분석 도구 중 

가장 오랫동안 에이전시들과  

함께 성장해온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며 최대 5년 

이전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다양한 기업의 경험 

공기관, 언론사, 대기업, 스타트업 

뉴스, 뷰티, 패션, 푸드,  IT 산업 등 

여러 산업 군의 소셜미디어  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03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 

빅풋9 지표는 Facebook, YouTube 

에서 공개된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유저의 정보, 어떠한 권한도 요구하지 않으며 왜

곡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만을 제공합니다.  

04 
경쟁사 비교 분석 

최다 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쟁사 데이터도 빅풋9 

을 통해서 자사 채널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ompetitive 수많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신뢰하는 이유 입니다.  

경험과 기술 



어떤 소재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언제, 어떤 

플랫폼에 배포할 때 성과가 가장 높게 나오는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빅풋9은 당신의 고객, 경쟁사의 고객, 잠재 고객 등 대한민

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와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PI 달성 과정을 데이터 근거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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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저희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 



새로운 빅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고 재 계약 시점에 기존 광고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브랜드에 대한 충성 유저와 영향력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광고주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홍보, 광고 에이전시 경쟁 입찰 10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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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새로운 계획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Startup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채널 운영이 필요한 스타트업 

 

BJ 벤치마킹, 트렌딩 콘텐츠가  

필요한 크리에이터 

 

높은 성과 

잠재고객 발굴 

고객이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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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cience 광고, 운영 성과 등의  

측정 보고서가 필요한 기업 

Agency 경쟁사 성과 비교분석이  

필요한 대규모 에이전시 

 

Bidding 제안서에  

Raw 데이터 비교가 필요한 경우 

 

 

Recommendation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신규 광고주 유치 

기존 고객사 유지 

마케팅 효율관리 증대 

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매번 고객사, 브랜드가 바뀔 때마다 고민이신가요?  

소비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데이터 기반의 충성도 높은 유저를 활용한  

‘인플루언서’마케팅이 귀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10 

Service Performance 



Facebook Analytics Guide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를 한눈에 비

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KPI 지표 관리 

대시보드가 제공 됩니다. 

 

페이스북 운영이 마케팅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KPI를 설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입니

다. 

운영 성과 요약 

콘텐츠 퍼포먼스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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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KPI Board 
 



빅풋9 고유 유저 반응 수치인 PIS 

(Post Interaction Score)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세부 리액션별 수치와, 중복되지 않은 

오가닉 유저의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

습니다. 포스트 반응 대비 팬 충성도 지

수를 분석하세요. 

PIS, 리액션별 반응 

경쟁사 비교, Raw Data 

활동 분포, DAU, WAU, 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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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Activity, User 
 



설명 

팬 증감 추이, 유저 반응 패턴 등 시각

화된 차트를  직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

습니다.  

 

경쟁사를 포함한 포스트 발행 빈도, 업

로드 패턴, 인기 포스트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Fan Growth, TAT 

Engagement, BigFoot9 Rank 

콘텐츠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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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Page, Post 
 



페이스북 운영 중 이슈가 발생되어 궁

금했던 내용을 즉시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 차트를 클릭하고 Fan 

Growth, PIS, MAU 등 증감 원인을 미

리 파악하고 대응하세요. 

 

선택 차트 원인 분석 

영역별 반응 변화 세부 분석 

15 

  

  

Facebook Analytics  Chart Connect 
 



페이지 내부 검색& 토픽, 이벤트 분석 

잠재고객, 오디언스 관심 토픽을 빠르

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제작 효율을 리스크 없이 

빠르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 설정, 발행 포스트 전수 검색 

16 

이벤트 

  

원하는 키워드, 원하는 페이지 내 검색 기능 확장 

Facebook Analytics  Search Post 
 



원 클릭 보고서 출력(KPI 보드)은 성과 

보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입찰 제안서 작성, 특정 기간의 결과 보

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

습니다. 

17 

  

Facebook Analytics  Operational efficiency 
 



5개의 경쟁사를 선택하고 핵심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하세요. 

 

빅풋9의 많은 데이터 중 원하는 데이

터만 골라 나만의 Report 페이지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Report로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경쟁사 핵심 지표 비교 분석 

리포트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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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Comparison, Costom Report 
 



Influencer 행동 분석 

Influencer 리스트 

인플루언서 상세 추적 

마케팅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은 영

향력자(인플루언서)를 찾아 그들의 관

심사와 주요 활동 내역을 보여 줍니다.  

 

인플루언서의 자발적인 마케팅 활동 

참여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를 경

험할 수 있습니다. 

 

※ Best influencer 데이터는 

2018.02.05 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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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Best Influencer 
 

실시간 유저 관계망 분석 



Week 참여 확산 분석 

콘텐츠에 대한 페이지 내부반응과 페

이스북 전체 사용자 대상의 외부 반응

을 실시간 분석하여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가이드 합니다. 

 

※ Spread Health 데이터는 

2018.02.05 까지 제공됩니다. 

 

확산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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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alytics  Spread Health 
 



YouTube Analytics Guide 
 



실시간, 국내 유튜브 채널 랭킹을 카테

고리 별로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

다.   

 

콘텐츠 랭킹과 채널 랭킹으로 구분하

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랭킹은 

좋아요, 댓글, 조회수 등으로 내림차순 

할 수 있고, 채널 랭킹은 전체 구독자, 

사용자 인터렉션, 비디오 수, 조회수로 

내림차순 하여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2 

  

YouTube Analytics  Today’s Channel, Video 
 



일일, 주간 랭킹 TOP30위를 발표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빠르게 구독자를 확

보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채널

과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근 일주일 전 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랭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됩니다. 

23 

  

YouTube Analytics  Daily, Weekly Awards 
 



분석을 설정한 기간 내에 비디오 콘텐

츠에 많이 사용된 태그를 분석할 수 있

습니다.  

 

분석이 필요한 태그를 선택하면 빈도

가 높은 콘텐츠를 보여주며 사용자 반

응과 태그 분석 지표를 제공합니다. 

24 

  

YouTube Analytics  Tag Analysis 
 



사용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vPIS 지

표가 제공됩니다.  

(Video Post Interaction Score) 

 

 참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

관적인 지표로 해당 채널에서 어떤 소

재를 포함하는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 

있는지 보여줍니다.  

 

경쟁사 채널의 테마 및 자사 콘텐츠 기

획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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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nalytics  Activity Analysis 
 



발행한 비디오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

는 지표로 분석 기간 동안 발행한 비디

오 수, 업로드 일정, 비디오에 대한 인

기 반응 카테고리 차트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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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nalytics  Video 
 



전체  지표의 요약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최근 2주간의 일어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구독자, 구독자 증감, 비

디오 조회수, 비디오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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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nalytics  Dashboard 
 



경쟁사 유튜브 채널을 한 번에 5개씩 

설정하며 무제한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채널별로 교차 비교하며, 이미지 프린

트 및 PDF 파일로 차트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습니다.  

28 

YouTube Analytics  Comparison 
 



특정 기간 채널 분석 추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구독자, 전체 조회수, 비디오 

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분석 대상 채널의 빅풋9 랭킹 내 객관

적인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성과 순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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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nalytics  Channel 
 



실시간,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되

는 인기 콘텐츠를 벤치마킹할 수 있습

니다.   

 

특정 카테고리 분야별 콘텐츠만 설정

하여 볼 수 있고, 원하는 유튜브 채널에

서 올라온 콘텐츠만 보는 것도 가능합

니다.  

 

최근 1개월 전까지 업로드된 비디오를 

탐색하세요. 주요 지표별로 내림차순 

하여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 

30 

  

YouTube Analytics  Video Pool 
 



자체 분석 리포트 문서를 만드셔야 된

다면 클릭 한 번으로 Raw 데이터를 받

으세요.  

 

원하는 지표만 체크하여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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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nalytics  Data Download 
 



Client + 

클라이언트 



B U S I N E S S  P L A N  

Full Package 

59 \ 
Per month 

P R E M I U M  P L A N  

Full Overview 

Dashboard 

Channel Analysis 

Video Analysis 

Activity Analysis 

Tag Analysis 

Comparison 

Video Pool 

전체 비디오 검색 

19 \ 
Per month 

P R E M I U M  P L A N  

Full Overview 

Dashboard 

Page Analysis 

Post Analysis 

Activity Analysis 

Text Analysis 

Event Analysis 

Comparison 

Custom Report 

Event Live 

Content Pool 

전체 포스트 검색 

19 \ 
Per month 

Product 
 

만 만 만 

× 

서비스 정책 



Thank You! 

22, Seolleung-ro 127-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302  

Contact : cs@bigfoot9.com | +82 2 6020 0700 |  BigFoot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