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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o 소개서
Global No1, Social Media Marketing Suite

에스엠투네트웍스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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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Marketing Transformation

Connected
employees

Connected
partners

Connected
products

Connected
devices

Connected
customers

Social Mobil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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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ocial Media Marketing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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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개요

글로벌 No1 소셜 리스닝툴 Radian6와 콘텐츠 퍼블리싱툴인 Buddy Media를
통합한 Social Media Marketing Suite

Email Mobile Social Web PREDICTIVE 

INTELLIGENCE

HubExchange

Apps

#1 in social listening #1 in social publishing

Ads

+ = Social StudioRadian6 Buddy Media
#1 Social Media Market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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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마케팅 전과정 통합 관리

Listen Engage AnalyzePublish
Customer

Success

소셜미디어마케팅의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전략과
업무효율성을 강화 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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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차별화 포인트

온드미디어 & 언드미디어
통합 매니지먼트

Strategic Partnerships 국내 데이터 커버리지

글로벌 주요 SNS에 대한
Strategic Partnerships

기업의 공식 소셜계정

과 외부 채널에서 발생하는

버즈를 단일 대시보드에서

함께 관리, 분석하는

싱글사인온 솔루션

• 한글 인식 및 수집
• 한글 자동 정서분석 제공
• 주요 채널 및 뉴스에서

데이터 수집

•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 디시인사이드

• 뽐뿌

• SLR클럽

• 클리앙

• 보배드림

• 모네타

• 주요 뉴스 미디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매경,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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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커버리지

강력한 크롤링 기술 및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249개 국가 및

지역에서 한글 포함 28개 언어로 매일 약 10억만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합니다.

특히 주요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 2008년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언제든 이용 가능하도록 Historical Data 옵션을 기본 제공합니다.

1Billion
Data Source

28
Languages

200+
Region

220+ Billion

Data Archive
(2008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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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artnerships

아직도 포털 사이트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나요?
C2C 메시지는 포털이 아닌 SNS 채널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이야기 됩니다.

소셜스튜디오는 글로벌 주요 SNS들과 파트너십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공식 마케팅 파트너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 Firehose API : 트위터, 시나 웨이보, 탄센트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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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정서 분석

전세계 주요 12개 언어에 대한 자동 정서 분석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English

English

EMEA

Region
Dutch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Portuguese

Spanish

Arabic

APAC

Region

Japanese

Korean

Simplified Simplified

Traditional Chinese

Spanish

Portugu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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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o 
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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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주요 기능

효과적인 팀작업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외주팀, 관계부서 등 다양한 팀들간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 효과적이고 빠른 작업 가능

멀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프로젝트를 나누어 담당자 지정, 스케줄링 등을 설정해
동시에 다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가능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소셜미디어마케팅 기획에서 부터 고객 대응까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모두
진행 가능하여 마케팅 프로세스를 직관적이고 쉽게 구성 및 실행 가능

1. Team Collaboration & Planning at Glob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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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주요 기능

글로벌 데이터 커버리지

24개 언어로 249개 국가에서 트위터, 유투브, 블로그,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데이터 수집 가능 (전세계 1Billion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

버즈쉐어, 시계열 차트와 같은 정량분석에서 부터 워드클라우드, 정서분석
등 정성분석까지 다양한 리포팅 제공

다국어 정서 분석 (Sentiment Analytics)

한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12개
언어에 대한 자동 정서분석 결과 제공

2. Listen and Analyze the Conver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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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주요 기능

프로세스 규칙 운영

콘텐츠 기획, 디자인, 예약, 승인, 측정 등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프로세스

Full 기능 제공

승인 프로세스

외주팀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승인 과정에 대한 시스템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 수행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파트너앱을 통해 콘텐츠 소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채널 간 콘텐츠
공유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콘텐츠 활용도 강화

3. Social Cont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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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튜디오 주요 기능

실시간 인게이지먼트

실시간 버즈피드를 제공해 고객들과 빠르게 소통가능하고 주요 고객을 분류, 
기록할 수 있음

주요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플러스, 유투브, 인스타그램 총 6개 SNS에

대한 고객 대응 가능

고객 응대 워크플로우

고객응대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반복되는 상황에 편리한 대응을 위해
자동화 규칙설정, 벌크액션 등이 가능

4. Soci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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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소셜스튜디오는 소셜 리스닝 툴 분야의

개척자 이자 리더로, 

전세계 마케터 및 에이전시 AE 들이

가장 신뢰하고 많이 사용하는 Tool 입니다.

이제 스마트한 마케팅 Tool 소셜스튜디오로

업무 성과를 강화 하세요.

 다양한 조직과 팀들이 함께 사용하고 협업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세요.

 매일 전세계 약 10억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강력한 리스닝툴을
업무도구로 활용하세요.

 Owned, Earned 미디어를 단일 대시보드에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세요.

 249개 국가, 28개 언어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세요.

 안전하고 빠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수집, 분석으로 업무 효율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iOS, Android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중에도 바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Social에서의 고객 경험을 계량화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리스닝 툴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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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er Success 

Samsung, Loreal, Sony, Toyota, Ford, Apple, 

Panasonic, Cisco, Dell, HP, IBM, Citibank, Forbes, 

Honda, Mc Donalds, Kimberly Clarke, LG 

Household & Health Care, Cheil Worldwide, GE …

3,000+ Customers



17 Social Studio 소개서 |  Confidential 

Social Studio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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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1. Social Analytics - Dashboard (Earned Media)

온드 미디어 분석 – 대시보드 모드

 버즈피드, 버즈볼륨 및 쉐어, 시계열차트, 미디어쉐어, 워드클라우드, 언어/국가, 정서분석(쉐어 및 시계열) 결과 제공
 한번에 50만건 까지 Raw Data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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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2. Social Analytics – Workbench (Earned Media)

언드 미디어 분석 – 워크벤치 모드

 버즈피드, 버즈볼륨 및 쉐어, 시계열차트, 미디어쉐어, 워드클라우드, 언어/국가, 정서분석(쉐어 및 시계열) 결과 제공
 드릴다운 메뉴를 통해 해당 토픽에 대한 추적 관찰 및 분석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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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3. Social Analytics - Dashboard (Owned Media)

SM2네트웍스

온드 미디어 분석 – 대시보드 모드

 버즈피드, 포스트볼륨 및 시계열, 정서 분석(쉐어 및 시계열), 워드클라우드, 포스트 별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시계열 결과 제공
 CSV 파일로 간단하게 포스트, 댓글 다운로드 가능 (포스트 다운로드 리포트에 조회수, Like 등 인게이지먼트 수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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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4. Social Analytics - Dashboard (Owned Media)

온드 미디어 분석 – 포스트 별 인게이지먼트 확인 대시보드

 업로드 한 포스트 별 주요 인게이지먼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본 제공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언제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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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5. Contents Publish

콘텐츠 퍼블리싱 페이지

 콘텐츠 작성 및 편집, 스케줄링, 콘텐츠 승인 등의 기능 제공
 가능한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플러스, 유투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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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6. Contents Editor

콘텐츠 편집기 – 기본 내장

 SNS에 업로드 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탑재 된 편집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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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7. Social Care

소셜 케어 페이지 (Engage)

 목적 별 Tab, Column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의 버즈 관찰 및 실시간 소통 가능
 개별 버즈 단위로 게시물 특성 분류 (Priority, Sentiment) 및 Tag (Post, Author Labels) 작성, 담당자 지정(assignment)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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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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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Social Studio사이트방문
• 한국사이트

• 글로벌사이트

Social Studio SNS 방문
• Facebook

• Blog

• Instagram

• Twitter

Social Studio 동영상보기
• 소개영상 보기

• 시연영상 보기 (Full Ver.)

• 시연영상 보기 (Short Ver.)

Social Studio 유저가이드
• 글로벌공통유저 가이드

문의및 뉴스레터신청
• 문의하러바로가기

• 뉴스레터신청 (하단에신청하기버튼)

• FAQ 가기

담당자지정하여 문의하기
• 박영일차장 (총괄, 솔루션, 프로페셔널서비스문의)

• 김지연컨설턴트 (솔루션, 교육, 지원 문의)

http://sm2net.com/s2/s2_1_1_1.php
https://www.marketingcloud.com/products/social-media-marketing/
https://www.facebook.com/dmktginsight/
http://blog.naver.com/dmktginsight
https://www.instagram.com/social.insight.101/
https://twitter.com/dmktginsight
https://www.facebook.com/dmktginsight/videos/1229977053782796/
https://www.facebook.com/dmktginsight/videos/1229978633782638/
https://www.facebook.com/dmktginsight/videos/1229981413782360/
https://help.marketingcloud.com/documentation/social_studio/
https://www.marketing.sm2net.co.kr/contact-us
https://www.marketing.sm2net.co.kr/
https://www.marketing.sm2net.co.kr/faq
mailto:yipark@samhwa.com
mailto:jy4102@sam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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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   u

E: yipark@samhwa.com

T: 031-478-1570

담당자 : 박영일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