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VOTE ENTERTAINMENT
COMPANY INTRODUCTION 2019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 콘텐츠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제작하는 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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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디어/음악 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음악 산업 현황
콘텐츠 음악산업에서 있어 음원 시장 확대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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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음악 시장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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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음악 산업 현황 및 전망

글로벌 음악 산업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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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중국

자료 : IFPI

자료 : IFPI

- 글로벌 음악 시장내 한국음악시장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음악시장은 현재 글로벌 10위로써 향후 2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

국내 음악 시장규모

1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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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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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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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성장
(2018~ )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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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카카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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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디어/음원 산업 현황 및 전망

미디어와 음원 시장 전망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콘텐츠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텔레비전

08

IPTV

PC

Smart Phone

미디어 산업현황 및 전망

연령대별 미디어 소비형태
UCC 주이용

Ⅰ 음악 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미디어 산업의 현황

연령대별 영상콘텐츠 시청기기

RMC 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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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의 미디어 사업 부문 매출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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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KT, KT, LGU+,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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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디어/음원 산업 현황 및 전망

음악 산업에서 중요도가 커지는

전체 스트리밍 가입자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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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FPI, 2017

음원 스트리밍 내 유튜브 비중은 46% 매해 유튜브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음

9%
기타 비디오
스트리밍

46%
Youtube

22%
Free Audio

23%

Paid Audio

자료 : IFP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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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청취 시 스트리밍 기준 유튜브의 비중이 46%로,
오디오 비중 45% 보다 높음

Ⅰ 음악 산업 현황 및 전망

음악 산업에서 중요도가 커지는
글로벌행 급행열차, 안정적 수익은 덤
Ericson에 의하면, 글로벌 LTE 가입자수는 2011년 1,000만명 -> 2017년 26억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엔 글로벌 LTE 가입자수가 55억명으로 늘어날 전망
이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수도 2015년 11.9억명 -> 2017년 14.7억명으로 증가하였고, 19년도에는19억명 돌파.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유튜브를 검색채널로 활용
LTE 가입자수 증가에 비례하여 유튜브 이용자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글로벌 LTE 가입자수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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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ricsson

글로벌 음악산업에서 유튜브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첫째, 홍보 마케팅 수단
⇨ 유튜브는 가장 대표적인 K-POP 팬덤의 글로벌 확산 플랫폼에 해당. 뮤지션은 자신의 M/V와 콘텐츠를 유튜브에
노출시킴으로써 해외시장에 자신을 쉽게 홍보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됨. 유튜브 M/V 조회수가 충분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Top-down 방식의 진출도 가능해지게 됨.
둘째, 광고 수입 발생
⇨ 유튜브 광고매출도 음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조원가 없고 거의 유사한 정산구조인 관계로 고마진 매출에 해당
유튜브 광고 수입을 결정 하는 광고단가와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인 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우호적인
요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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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디어/음원 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음악 산업 현황
콘텐츠 음악산업에서 있어 음원 및 미디어 시장 확대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지속적 성장

유튜브 24시간 동안의 조회수 상위 10개 중 4개가 K-POP

순위

비디오

1

Taylor Swift - Look What You Made Me Do

2

BTS (방탄소년단) 'IDOL' Official MV

3

PSY - GENTLEMAN M/V

4

BTS (방탄소년단) 'FAKE LOVE' Official MV

5

BLACKPINK - ‘뚜두뚜두 (DDU-DU DDU-DU)’ M/V Official MV

6

KILLSHOT [Official Audio]

7

Adele - Hello

8

Miley Cyrus - Wrecking Ball

9

Luis Fonsi - Despacito ft. Daddy Yankee

10

Luis Fonsi, Daddy Yankee - Despacito (Remix Audio) ft. Justin Bieber

팬덤 효과를 잘 나타내는 지표인 ‘유튜브 24시간 동안의 조회수’ 에서
K-POP 콘텐츠들이 상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음

유튜브에서의 미디어와 음원 확산 및 홍보를
통해 앨범, 콘서트, MD 판매로 이어지며
선순환 효과를 창출

MD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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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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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성장스토리
UPVOT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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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4차산업 혁명과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지금
업보트와 같은 멀티 회사가
필요합니다.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위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서 부터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음악을 보고 듣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SNS로 소통하는 것이 지금 보다 더 편리해 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 VR과 AR로 즐기는 콘텐츠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UPVOTE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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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Data와 System에 기반을 둔 미디테인먼트(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신속하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Media Entertainment 기업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드는것을 넘어 브랜드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회사

사업영역

음원
Original
Contents

MD

Big Data

UPVOTE
Entertainment

Live
Streaming
Concert

Visual
Contents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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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d
Contents

UPVOTE 프로그램

내용

선발

UPVOTE Casting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아티스트 선발

UPVOTE ATS

미디테인먼트에 최적화된

(Artist Training Standard)

체계적인 아티스트 양성 시스템

양성

트렌드 분석

UPVOTE Analytics

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단계

전세계 인기 있는 콘텐츠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2트랙으로 진행. 프로듀서 수작업 음악
제작

UPVOTE Brain

제작과 UPVOTE Brain(Big Data와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시스템)적용

홍보 및 브랜딩

UPVOTE PEP
(Participation and Expansion Program)

지상파TV, 케이블TV, OTT, 공연,
유튜브(DPOP Studio) 등을 통해
홍보 및 브랜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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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성장스토리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과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업보트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과 확장을 지속

STEP 1

STEP 2

뮤지션 양성기관 설립

UPVOTE 엔터테인먼트 설립 및 도약

드림보컬 아카데미/ 드림댄스 아카데미

UPVOTE Entertainment 채널 구독자 확보
브랜딩을 통한 팬덤 구축
운영 시스템 체계화

2011

2012

2018

드림보컬 아카데미
목동캠퍼스 설립

드림보컬 아카데미
강남캠퍼스 설립

업보트 엔터테인먼트 설립

2018
Incubating 시스템
(UPVOTE ATOM) 개발

Data Analysis 프로그램
2014

2015

드리머스홀(공연장) 개관

드림댄스 아카데미 설립

(UPVOTE Analytics) 개발

2019 ~ 2020
아티스트양성 및 데뷔
Producing 프로그램
(UPVOTE Brain) 개발

39만
17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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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STEP 3
성장

UPVOTE Entertainmnet
구독자수 109만

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질적 성장 및 양적 성장

2020
소속 아티스트 하선호(Sandy) EP 발매예정
아티스트 걸그룹 3분기 초 데뷔예정
UPVOTE Analytics ＆UPVOTE Brain
활용한 자체 콘텐츠 생산 및 상업화

84만

17.12

18.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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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UPVOTE ARTIST
주요 UPVOTE Family

Sandy(하선호)

이건희

조아영

(ACTOR)

우디

20

정지수

하선호 HA SEON HO

이름 :하선호(sandy)
생년월일 : 2002.05.10
키 : 163cm
학력 : 서울외국어 고등학교
일본어과 SFL 25기

[음원]

[콘서트]

(2019) 디지털 싱글 ‘돌맹이’ 발매
(2019) 디지털 싱글 ‘Spark’ 발매

(2018) 슈퍼루키 (VER. 끝판왕) 좋은콘서트 #1
(2018) 슈퍼루키 : GIVE DREAM
(2018) A-YO [THE LAST GAME]
(2019) 어나더레벨 전국투어 콘서트
(2019) 여행페스타
(2019) 스카페스티벌

[방송]
(2018) 쇼미더머니 시즌6 3차 진출
(2018) 고등래퍼 시즌 2 TOP 16
(2018) EBS 배워서 남줄랩 시즌1 고정 출연
(2019) 고등래퍼 시즌3 TOP 12
(2019) 플레이어

[라디오]

[라디오]
(2018) 타미 진스 5.0 캡슐 컬렉션 화보 촬영
(2018, 2019) 코스메틱 브랜드 머지와
콜라보 무료음원 두곡 발표
(2019) 눈높이 써밋수학 전국리그
홍보음원 제작 및 가창, 영상 출연
2019) 영상물등급위원회 홍보영상
(2019) 무신사 신세계

(2019) 아리랑라디오 SOUND K 출연
(2019) 네이버 나우 스쿨로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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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UPVOTE ARTIST
조아영 CHO A YOUNG

이름: 조아영 (Cho Ah Young)
생년월일: 2001.10.09
키 / 몸무게: 158cm / 46kg
학력: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

[방송]
(2018) Mnet 프로듀스48

[유튜브]
(2020) 먹방랩스타
(2019) 아이돌 지옥 트레이닝
(2019) 마이크 스웨거
(2019) 내 친구는 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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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JUNG JI SOO

이름: 정지수 (Jung Ji Soo)
생년월일: 2003.06.16
키 / 몸무게: 162cm / 43kg
학력: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재학

[유튜브]
(2020) LOVE SHOT 커버
(2019) LION 커버
(2019) 아이돌 지옥 트레이닝
(2019) 내 친구는 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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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PVOTE Entertainment 소개

UPVOTE ARTIST
이건희 LEE GUN HEE

[광고/화보]
2019 외교부 한중 우호 카라반 광고 모델
교촌치킨 광고 모델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 모델
SSG.COM 모델
피자헛 광고 모델
IOPE 에어쿠션 모델
코오롱 스포츠 광고 모델
2017년도 부산동명대학교 홍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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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 WOOSIK

[음원]
(2016) CD RELEASE 10th Single ‘君といた夏' 오리콘 주
간 랭킹 6위
(2016) CD RELEASE 11th Single ‘ Loving you Love me’
오리콘 주간 랭킹 10위
(2017) CD RELESAE BEST ALBUM ’六等星(육등성)’ 오리
콘 차트 토탈 5위
(2013 ~ 2017) 日本 AMEBA BLOG (에메바블로그) 한류차
트 매달 연속으로 1위 K-pop 최초 기록

[공연]
(2017) 코스메틱 브랜드 머지와 콜라보 무료 음원 두 곡 발표
(2016) ONE MAN LIVE
(2015) ONE MAN LIVE

[역임]
(2016) Mnet JAPAN CJ 공식 홍보대사
(2015) 일본 CJ 농심 홍보대사

[방송]
(2016 - 2017) 韓流ザップ 방송사 메인 MC
(2015 - 2016 ) 나고야 뮤직페스티벌 출연 K-pop 최초
/ MC 진행
(2016) Mnet 'Kcon 2016 JAPAN' 컨벤션 무대 메인
MC, 오프닝 무대 출연
(2015)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 (2만 명 규모) Mnet
JAPAN LIVE EVENT 출연
(2015) Mnet ‘Kcon 2015 JAPAN ‘ (3만 명 규모)컨벤
션 스테이지 진행 MC, 오프닝 게스트 출연
(2014) 방송 '니코니코 초회의3' 출연 (마쿠하리 멧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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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선발 – UPVOTE Casting 시스템
양성 – UPVOTE ATOM 프로그램
트렌드 분석– UPVOTE Analytics 프로그램
제작– UPVOTE Brain 프로그램
홍보 및 브렌딩– 다양한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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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우리는 시스템과 통계를 중시합니다.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대중음악 산업 분야에 체계적 시스템과
통계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UPVOTE 엔터테인먼트가 선발에서 부터 브랜딩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치화 하고 관리에 힘쓰는 이유도 감각이나 우연의 성공으로
일하지 않고 프로세스에 따른 시스템으로 일하기 위함입니다.
빅데이터가 이끄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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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UPVOTE Casting 시스템
UPVOTE 엔터테인먼트만의 차별화된 선발 시스템

Casting
월평균 800명이상 오디션 진행

정규 오디션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 신청 접수하여 UPVOTE 스튜디오에서 진행

수시 오디션

SNS, 길거리 캐스팅, 유망주 추천 등을 통해 수시 진행

온라인 오디션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고의 예비 아티스트 선발

정규 오디션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내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이메일을 통해 오디션 진행

오디션 투어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실용음악 아카데미에 내방하여 오디션 진행

UPVOTE
선발 프로그램

당사의 미디어 채널인 UPVOTE Entertainment에 출연하는

계열사 아카데미
오디션

계열회사인 드림보컬 아카데미, 드림댄스 아카데미를 통해

외부 출연진들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인 선발 진행

주기적으로 오디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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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선발절차
절차

1차 평가

평가목적

평가방법

이미지 ＆

보컬/댄스/특기/

기본실력

카메라테스트

평가기준

비고

당사 평가표 기준점수 이상

연습생으로서의 기본자질 평가

특정 곡, 안무, 체중감량 등의 미션 체크
2차 평가

향상도 ＆
의지

개별 미션

(어울릴만한 컨셉을 추천하거나 1차에서
보여주지 못했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션 제시)

3차 평가

4차 평가

심화면접

견습생 계약

인적사항,
SNS체크

4주간의
견습 생활

하는 의지 모두를 평가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받을만한
과거사, 가족사, 건강관련 등의 내용을

-

최대한 세부적으로 파악
4주의 견습기간 이후 최종평가 오디션

4주 이전이라도 관리자

(최종평가 점수 외 4주 기간동안의 향상

판단에 따라 연습생으로

도, 실력, 담당자 의견 반영)

전환 또는 견습 종료 가능

연습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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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완성도를 통해
향상도와 본인이 하고자

양성 - UPVOTE ATS
체계화되고 계량화된 시스템으로 아티스트 육성

UPVOTE ATS Artist Training Standard
당사에서 개발하고 체계화시킨 미디테인먼트(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K-POP 아카데미 글로벌 1위 교육 기업인 드림보컬 아카데미 및 드림댄스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개발한 업보트의 트레이닝은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1차원적 트레이닝 방식에서 벗어나 UPVOTE 유튜브 콘텐츠 제
작 참여와 공연을 통해 대중들과 호흡하고 소통함으로써 미디어 아티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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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개인별 맞춤 교육 및 트레이닝
(주 50시간 이상)

댄스 트레이닝

특기 트레이닝

연기 트레이닝

작곡미디 트레이닝

주간 평가

피드백

교육 및 트레이닝 반영

피트니스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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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트레이닝 핵심 내용

베이직 트레이닝

오픈 트레이닝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인스타그램

포지션 트레이닝

영상촬영

그룹 트레이닝

버스킹

스페셜 트레이닝

다양한 형태의 공연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뷰/예능
모바일/라이브 방송

아티스트의 기본 조건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베이직 트레이닝'
카메라/관객 앞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한 트레이닝 효과와 동시에
본인의 능력을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오픈 트레이닝'
앞서 진행한 트레이닝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팬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위 세가지로 구분된 트레이닝 방식은 기존 기획사들의 기계적 트레이닝과 평가 방
법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UPVOTE만의 '크리에이티브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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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 UPVOTE ATOM
체계화되고 계량화된 시스템으로 아티스트 육성

1. 베이직 트레이닝

포지션 트레이닝

수업의 목적

아이돌을 준비하는 연습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인 본인의 파트와 특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과목 : 보컬, 랩, 댄스
수업방식 : 1:1 개인레슨

수업의 목적

그룹트레이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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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레이닝

쇼맨십 등 연습생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를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과목 : 댄스, 연기, 미디, 쇼맨쉽트레이닝, PT
수업방식 : 1:1 개인레슨

스페셜 트레이닝

수업의 목적

UPVOTE 연습생 트레이닝의 가장 핵심인 '크리에이티브'함을 갖추기 위한 스페셜
트레이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본인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게 되며 가장 스페셜한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 : 프로듀싱(작사/작곡, 미디), 악기, 안무창작
수업방식 : 악기 - 1:1 개인레슨/ 그 외 - 그룹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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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2. 오픈 ＆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영상촬영

1주 1회 필수 촬영 및 업로드/ 본인 포지션에 맞는 컨텐츠 담당
모든 연습생은 연습생인 동시에 "UPVOTE"채널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포지션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 촬영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쇼맨십 트레이닝의 효과와 개인과 팀의
브랜딩, 팬덤 형성의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
DPOP Live concert

1주 1회 필수 공연(혹한기/ 혹서기 시 실내공연 대체)
전국 다양한 지역에 공연 장소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공연을 진행하며 실전감각을 키웁니다. 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구축된 팬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팬덤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SNS 소통

SNS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UPVOTE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SNS 소통을 우리 역시 진행하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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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 UPVOTE ATOM
체계화되고 계량화된 시스템으로 아티스트 육성

평가
UPVOTE의 트레이닝은 단순히 기술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습생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적인 능력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엄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명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업보트는 단순히 오디션 형태의 고정적인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실전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Attitude

Monthly
Test

Recording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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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Test

Video ＆
Perfotmance

각각의 평가별로 적게는 6개 많게는 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된
평가를 통합해 '월별 총평가' 점수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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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평가별 운영목적/ 방법

위클리

먼슬리

주1회 평가. 보컬, 댄스, 연기등 본인이 일주일간 트레이닝한 결과를

월 1회 평가. 개인 평가가 아닌 팀 퍼포먼스 평가이며 각각에 맞는

모두 보여주고 평가 받는 자리이며 개인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포지션과 팀워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무대를 준비하며
크리에이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성/태도

영상/공연

그룹활동, 연예인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영상 - 개인 혹은 팀의 형태로 업로드되며, 영상마다 조회수, 구독자

연습생의 출결 태도, 담당자 평가, 과제 제출 태도 등을 반영해서

증감수 등의 데이터를 파악해 대중들에게 어필되는 인원이나 콘텐츠를

체크하고 평가하며 정기적인 연습생 상담을 통해 연습생 관리가

파악합니다. 추후에는 개인 채널과 SNS를 운영하며 이를 팬들과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소통, 관리 평가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연–정기적으로 버스킹이나 실내공연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실력 뿐
아니라 공연에 대한 구성과 진행능력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레코딩

크리에이티브

매월 개인이 녹음하고 믹싱한 음원을 제출합니다.

크리에이터 능력평가는 1인당 15분간의 시간을 주고 형식에 얽매이지

녹음을 통해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고,

않고 본인이 직접 무대를 기획해서 보여주는 공연형 평가 방식입니다.

스스로 녹음과 믹싱을 진행하며 뮤지션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기성 기획사에서 사용하는 오디션 방식에서 벗어나 UPVOTE에서 요구

키울 수 있습니다.

하는 크리에이터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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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분석 - UPVOTE Analytics
전세계 인기 음악 콘텐츠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분석프로그램

UPVOTE Analytics (애널리틱스)
UPVOTE Analytics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음악 관련 콘텐츠 데이터 정보를 취합, 정리, 분석하여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콘텐츠 개발에 인사이트를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투자 및 제작 과정에 빅데이터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여 콘텐츠의 성공을 이끌어 내었
듯이, UPVOTE Analytics의 통계 데이터는 당사 콘텐츠의 효율을 높이고 최적화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단계

전세계 음악 관련 콘텐츠의 기간별 조회수 데이터

데이터 수집

전세계 음악 및 인기 채널의 기간별 구독자수 증감 데이터
나라별, 지역별 콘텐츠 및 아티스트 조회수 데이터
전세계 신곡 발매 및 조회수 데이터 등을 수집

데이터 정제 및 통합

데이터 정규화 및 규격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와 유실된 데이터 등을 재정비 하여
데이터의 완전성을 향상 시킴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공 및 전처리

데이터 분석

트렌드, 인기 콘텐츠 및 채널의 특징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

분석 결과 활용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당사 콘텐츠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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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Why UPVOTE Analytics (애널리틱스)
"인기 있는 음악 콘텐츠(음원,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는 어떤 특징과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와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인기 채널과
콘텐츠별 실시간 유튜브 조회수 및 구독자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UPVOTE 애널리틱스는 당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시장반응과 전세계 인기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당사 콘텐츠 제작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퀄리티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UPVOTE 애널리틱스는 콘텐츠 제작 기획에 있어 제작자의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통계값에 근거한
시스템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만들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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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UPVOTE Brain
음원 제작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넣다.

UPVOTE Brain
UPVOTE Brain은 당사가 자체 개발중인 Big Data와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시스템 입니다.
현재 트렌디한 전세계 수많은 인기곡들의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UPVOTE 엔터테인먼트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작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류

내용
발매되고 있는 전세계의 앨범,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여 얻은
양질의 음원, 트렌디한 소스 등을 데이터화하고 수집

음악이 갖고있는 많은 요소를 세세하게 분해하여 Data base에 Labeling 하여 저장

지도학습

정제된 데이터를 순환신경망(RNN)을 활용해 학습(확율계산) 진행

음악생성

레퍼런스(인풋 데이터)를 학습결과에 적용하여 원하는 곡을 작곡

최종결과를 상업적으로 완성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단계

대량의 곡 중 기준에 부합하는 곡을 선택해 마지막 디자인 단계를 거치게 됨. 곡의 전체적
흐름에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로듀서의 최종 편집을 통해 상업적인 완성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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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PVOTE Brain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음악을 제작할 때 해외 유명

풀(pool)에서 음악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곡을 레퍼런스로 하여 음악을 제작하거나 프로듀서의 영감을

많아지고, 알고리즘이 정교해질수록 UPVOTE Brain의 비중이

통해 음악을 제작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작업은 대개 수작업으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악 Big Data를 수집하여 AI 기술을 활용하면 전세계 많은
프로듀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 완성된

음악 정보(코드, 멜로디, 악기, 장르 등)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곡과 시장의 트렌드가 일치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통해 작곡을 하는데 영감(inspiration)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트렌드를 잘못 읽어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 한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바일 기기와
업보트 엔터테인먼트는 프로듀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장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는 현 시대에는 단순히 좋은

트렌드를 잘못 예측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곡 제작 시간의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세계에서 대중성 있는 음악을

단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곡 제작의

빠르게 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UPVOTE Brain을 활용한다면 오랜 시간 걸렸던 작곡 과정이
현재는 프로듀서가 제작한 곡들의 풀(pool)과 당사가 개발중인

빠르게 단축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 확률이 더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UPVOTE Brain에서 제작한 곡들의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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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브랜딩 - UPVOTE PEP
지상파TV, 케이블TV, OTT, 공연, 유튜브(UPVOTE) 등을 통해 홍보 및 브랜드 강화

OTT

방송사

통신사

방송사

해외

지상파

현지 사업자와 공동 제작
리메이크 판권 판매

케이블/종편

글로벌

포털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중국

디지털채널/웹드라마

콘텐츠 판매

콘텐츠 판매

콘텐츠 공동 제작/판매

UPVOTE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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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UPVOTE 엔터테인먼트 대표 SNS 플랫폼 - 유튜브(UPVOTE Entertainment)
한눈에 보는 UPVOTE Entertainment 유튜브

2억2천만뷰

109만명

UPVOTE 조회수

UPVOTE 구독자

매월 1천만뷰 조회

국내 기획사 순위 9위

Mobile

매월 60 개
당사의 영상 촬영/편집 전문팀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밀레니엄 세대가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주 : 조회수 및 구독자는 2019년 12월 기준

이 외의 UPVOTE Entertainment SNS 플랫폼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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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홍보 및 브랜딩 - UPVOTE PEP
지상파TV, 케이블TV, OTT, 공연, 유튜브(UPVOTE) 등을 통해 홍보 및 브랜드 강화

UPVOTE PEP Participation and Expansion Program
커버 음악
KPOP 댄스, KPOP 보컬,
POP 보컬 커버 영상 제작

코레오그래피
해외 유명 팝음악에 맞는
안무를 창작하여 영상 제작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Live streaming concert
UPVOTE Family가 펼치는
야외 실시간 라이브

프로젝트 영상
리메이크 영상, 대규모 영상 등
차별화된 높은 퀄리티 영상

브렌디드 영상
파트너 회사 및 협찬 회사와 함께한 영상

이 외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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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UPVOTE만의 차별화된 강점

1. 높은 해외 구독자 비율

79%
글로벌 구독자

21%
대한민국 구독자

글로벌 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시장 영역을 확대

2. 객관적 트래픽 데이터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

UPVOTE Analytics 프로그램
전세계 유튜브 상위 랭킹 음악 일별 조회수 정보 취합
유튜브 일별 구독자 증가 상위채널 콘텐츠 정보 취합
전세계 신규 발매 곡 데이터 수집

분석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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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브랜딩 - 다양한 플랫폼 활용
지상파TV, 케이블TV, OTT, 공연, 유튜브(UPVOTE) 등을 통해 홍보 및 브랜드 강화

3. Live streaming concert
UPVOTE Family들이 오프라인 공연 현장에서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 매주 주요 거리 공연장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

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공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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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및 성장가치

UPVOTE 엔터테인먼트의 핵심가치
시스템, 통계, 실행력, 속도

디팝스튜디오 공연 사례

UPVOTE는 현재까지 100회 이상

UPVOTE 공연팀은 3만명 이상의 팬들이 참여하는 CJ E&M DIA FESTIVAL과 같은

의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형 공연 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공연, 자체 보유한 공연장에서 공연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족시켜

최근에는 공연 현장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109만명의
구독자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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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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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ppendix
회사개요
Our Partners

48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업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문중철, 박장호

대표프로듀서

전준규

설립일

2016년 3월 드림이앤이 (대표이사 박장호 /개인사업자)
⇨ 2018년 7월 업보트 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임직원수

8명

주요사업

음악/미디어 콘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인공지능 음원제작

홈페이지

www.upvote-ent.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24 지웰타워2, 9,11층

Ⅳ Appendix

주 : 임직원수는 2020년 0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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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ppendix

조직도

기획·홍보·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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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Patnership & Collaboration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UPVOTE 엔터테인먼트 는

Ⅳ Appendix

광고, 공연, 프로모션, 콜라보, 제작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업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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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 엔터테인먼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24 강남지웰타워2 9,11층ㅣ대표전화 070-4415-4203
사업자번호 391-86-01248ㅣ대표자 문중철, 박장호ㅣ이메일 upvote@dreamene.comㅣ홈페이지 www.upvote-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