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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Creators

make useful contents.

쉐어하우스는 윤택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쉐어하우스만의 언어와 비주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큐레이팅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혜택을 실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 그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월 30편의동영상콘텐츠

제작노하우를가진전문 PD 인력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체채널유통및총 23개의

제휴채널을통해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

홈페이지

약 85만 PV
(월평균)

유튜브

약 85만
(합산)

페이스북

약 20만

기타

약 26만



SNS채널 총 구독자

약 273만 명
(‘19.04 기준[국내/글로벌])

조회 수 기네스

2억 P/V

제휴 채널 리스트

총 23 개
콘텐츠 년간 제작 수

360 개



Your brand needs

Some useful contents

철학, Philosophy

우리는 당신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회사, 직원, 고객들이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콘텐츠는 없다’는 자세로 사회의

변화와 유행을 살피고 사람들의 생활을 깊이 바라보면서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란, 그리고 윤택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올바른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세 가지 단어를 늘 염두에

둡니다 . 이를 통해 당신의 브랜드가 지닌 고유의 개성을

매력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Inform, 정확한 정보 제공

직접 모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실적인 콘텐츠 제작

Inspiration, 매력적인 이미지 구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배려하여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

Interesting, 재미 있는 언어 표현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가치를 전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즐거운 콘텐츠 제작

Your brand contents

should be your own culture.

제작 기법, Technology



Our contents are designed to

create your brand. 

서비스 솔루션, Service solution

우리는 범용적인 콘텐츠가 아닌 사람들의 특성과 플랫폼에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라도 조금씩 다른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각각의 플랫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의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 Contents Strategy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 구현 전략

개별 플랫폼에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對)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향 설정

캠페인&미디어, Campaign & Media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식형

콘텐츠 제작

윤택한 생활을 통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로 엮어

뭔가를 배웠거나 즐겼다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동영상 콘텐츠, Video Contents

각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 제작

모션 그래픽,  Motion Graphics

편집을 통해 특정 주제 등을 이미지

(카드 , 인포그래픽) 로 정리를 통해

여러 파트너사를 통한 큐레이팅



Take a look at

What we’ve done.

진행 사례 , Works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유투브 크리에이터 채널입니다.

일상 속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투브 구독자는 약 27만 명, 월 평균 350만 회(편당 30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대처법

동생이 편식할 때 대처법 몰폰하다 들켰을 때 대처법 친구가 나를 따라할 때 대처법 비밀 연애하다 딱 걸렸을 때 대처법

260만 회 조회 247만 회 조회 213만 회 조회 110만 조회

배고프다고 떼쓰고 졸라서 기껏 밥
차려줬더니 맛있는 것만 쏙 빼먹는
얄미운 동생. 동생이 편식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수 많은 요청이 있었던 몰폰 대처법
자기 전 몰래 핸드폰 보면서 키득키득
하다가 들킨 적 있죠?
그럴 때 필요한 대처법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스타일
하지만 친구가 귀신같이 쏙쏙 잘
따라한다면? 부들부들. 참지 못해!
친구가 얄밉게 날 따라할 때 대처법

경기관광재단 브랜디드 콘텐츠
관광명소를 일반적인 소개 영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통무예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홍보



일상 속 몰랐던 전문 지식을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노골적 홍보가 아닌

개념을 콘텐츠화(化)하여 거부감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마스터즈

소방관이 알려주는 응급상황 남자 정장 처음 살 때 꿀팁 포토그래퍼가 알려주는 인생샷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꿀팁

46만 회 조회 35만 회 조회 29만 회 조회 28만 조회

현직 소방관이 알려주는 응급상황

관련 정보 3가지

테일러샵 마스터가 알려주는

남자 정장 구매 꿀팁 콘텐츠

포토그래퍼가 알려주는 데이트할 때

인생샷 찍는 방법 콘텐츠

문체부 브랜디드 콘텐츠

공인 노무사가 알려주는 직장인

휴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콘텐츠로써 일상에 필요한 간단한 팁과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빠른 속도로 편집, 큐레이팅하여 사람들의 몰입도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고 생활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퀵팁&노하우

욕실 꿀팁 16가지 초보살림꾼을 위한 식품보관법 실생활에 쓰이는 단단한 매듭법 수박씨 쉽게 발라내는 꿀팁

1억 회 조회 14만 회 조회 626만 회 조회 209만 조회

SKT 브랜디드 콘텐츠

SK텔레콤의 브랜드 슬로건을 퀵팁&노

하우에 맞춰 제작한 사례입니다.

GSSHOP 브랜디드 콘텐츠

GS SHOP 의 브랜드 콘셉트

맥락에 맞춰 제작한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형 꿀팁입니다.

수박씨를 쉽게 발라낼 수 있는

생활 노하우 콘텐츠입니다.



서울 관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쉐어하우스만의

독특한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글로벌 채널입니다.

외국인을 타깃으로 운영, 특히 페이스북 팬페이지 내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하우투서울

북촌 백인제 소개 3달러로 먹을 수 있는 서울 음식 명동 길거리 음식 탐방 계절별 서울 옷차림 소개

100만 회 조회 145만 회 조회 246만 회 조회 166만 조회

서울 한옥마을 북촌 가회동에

숨겨진 백인제 가옥 소개

3달러 (약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서울의 먹거리 총 6가지 소개

관광의 명소, 명동에서 맛볼 수

있는 시즌별 길거리 음식 소개

.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멋지게 차려 입을 수 있는 패션

코디법 소개



최근 쉐어하우스에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입니다.

느리게 살아가는 생활 제안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라는 콘셉트로 어쩐지 기분 좋아지는 일상의 혜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슬로움

수건 접는 방법 비누 방향제 만드는 방법 책갈피 만드는 방법 -

-

-

0.1 천 회 조회 0.2천 회 조회 0.2천 회 조회 -

호텔을 연상케하는 고급스런 욕실 분

위기를 제안할 수 있는 수건

접는 방법 제공

피부에 맞지 않거나 그냥 쓰지 않는 비

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방향제를 만드

는 방법을 제공

집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도구들을 통해 간단하게 책갈피

만드는 2가지 방법을 제공.

Brand new



최근 쉐어하우스에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입니다. 

정답은 없고 TMI 만 난무하는 저품격 B급 토론회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럽게 PR/AD 할 수 있습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호브로 토론회

민트 초코 호브로 토론회 하와이안 호브로 토론회 종이빨대 호브로 토론회 -

-

-

0.5 천 회 조회 0.2천 회 조회 0.3천 회 조회 -

양극을 오가는 맛,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두고 벌어지는

논리와 무논리의 토론회

호불호계의 떠오르는 신흥강자,

하와이안 피자를 두고 벌어지는

두 남자의 토론회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종이빨대를

두고 벌어지는 b급 감성 토론회

Brand new



각 브랜드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입니다. 세일즈, 트래픽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별 브랜드에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쉐어하우스만의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

재미의 몰입도를 한층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Sharehows channels

동영상 콘텐츠 : 브랜디드 콘텐츠

BBQ 치킨 브랜디드 콘텐츠 현대카드 브랜디드 콘텐츠 시디즈 브랜디드 콘텐츠 바이탈 뷰티 브랜디드 콘텐츠

67만 회 조회 26만 회 조회 67만 회 조회 52만 조회

다양한 음식을 밥과 함께 먹었을 때 리액션

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치킨이

가장 궁합이 잘 맞다는 결과를 도출

다양한 브랜드의 디자인 속 숨겨진 비

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현대카드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전달

유아용 신제품 의자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을 제작, 흥미를 유발하고 공

감대 형성에 주력

2030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브랜딩을 위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 네이티브 AD로 제안



Cost

매체 비용

구 분 제작 단가 조회 수
릴리즈 플랫폼

비 고
기본 추가

800만 10만

1,200만 15만

무상 지원 200만 추가

동영상 콘텐츠 : 대처법 / 마스터즈 / 브랜디드 콘텐츠

상품 혹은 서비스 소개 및

리뷰 등 선별과 추천을 통해

제안하는 기본 형태의

네이티브 AD

Better 솔루션

상품 혹은 서비스에 최적화

된 브랜드 콘셉트를 새롭게

설정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토리 기획

Best 솔루션

<VAT별도>

<VAT별도>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유튜브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곰TV

엠군 TV

추가

제작 기간 :  4주 ~5주

기타 모델 인원 수 추가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 금액 발생 (협의 필요 )

대행사 통한 광고 집행 시

별도 수수료 20% 발생 (상호 협의 )

추가 집행 시 기본

포함 가격

동영상 콘텐츠 활용하여 모션

그래픽 변화 시 ,  별도 금액

(추가 협의 가능 )



Cost

매체 비용

구 분 제작 단가 조회 수
릴리즈 플랫폼

비 고
기본 추가

600만 10만

1,000만 15만

무상 지원 200만 추가

동영상 콘텐츠 : 퀵팁 & 노하우

상품 혹은 서비스 소개 및

리뷰 등 선별과 추천을 통해

제안하는 기본 형태의

네이티브 AD

Better 솔루션

상품 혹은 서비스에 최적화

된 브랜드 콘셉트를 새롭게

설정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토리 기획

Best 솔루션

<VAT별도>

<VAT별도>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유튜브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곰TV

엠군 TV

추가

제작 기간 :  4주 ~5주

기타 모델 인원 수 추가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 금액 발생 (협의 필요 )

대행사 통한 광고 집행 시

별도 수수료 20% 발생 (상호 협의 )

추가 집행 시 기본

포함 가격

동영상 콘텐츠 활용하여 모션

그래픽 변화 시 ,  별도 금액

(추가 협의 가능 )



Cost

매체 비용

동영상 콘텐츠 : 패키지 상품 (번들형)

구 분 제작 편수 제작 단가 유효 기간 비고

5+1 협의 필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기본 혹은 프리미엄 솔루션을 기반으로

총 5편의 패키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

니다 .  프라임 솔루션 집행 시 한 편의

서비스가 추가 제공 됩니다 .  

(약 20% 상당 )

Prime 솔루션 기타 모델 인원 수 추가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

금액 발생 (협의 필요)

대행사 통한 광고 집행 시 별도 수수료 20% 발생

동영상 콘텐츠 활용하여 모션 그래픽 변화 시 ,  별도 금액 (추가 협의 가능 )



We can be done

In 30 days.

제작 스케줄, Making Process

우리는 콘텐츠 요청에서부터 계약, 제작, 릴리즈까지. 총 30일 이내로

당신의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기획팀, 콘텐츠팀이 늘 연결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함께 관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요청

RFP 전달 및
콘텐츠 기획
방향 협의

콘텐츠 기획

상품/서비스 등을
상호 협의, 최적의

심볼릭 스토리 기획

계약 체결

콘텐츠 제작
예산 범위 설정 및
제작 기간 등 체결

1차 기획안 공유

콘텐츠 콘셉트 및
스토리 정리

및 공유, 상호 협의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콘텐츠 제작

상호 협의된
콘셉트 및 스토리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최종 기획안 공유

최종 기획안을 바탕으
로 제작된 릴리즈 콘텐

츠 공유, 상호 협의

릴리즈 및 확산

쉐어하우스 보유
채널 및 통해

콘텐츠 유통 및 확산

데이터 분석

최종 결과 리포트
공유 및 향후
피드백 제안

STEP 5 STEP 6 STEP 7 STEP 8

D-30 D-14 D- 7 D- DAY



Let’s do

something useful!

우리의 마음가짐

좋다, 진실하다, 도움이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익한 콘텐츠의 이념을 살려서 조금 더 좋은 콘텐츠란,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올바른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열려 있습니다.

Inquiry

제휴 및 광고 문의

쉐어하우스 대표 이메일 info@sharehows.com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www. sharehows.com

다이렉트 상담

배윤식 대표

Teddy.bae@sharehows.com

+82-10-2475-2342

김도환 실장

qeem@sharehows.com

+82-10-2824-1981

Our Location

Seoul,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2-12 101A

Tel. 02-2275-2204

THE USEFUL CONTENTS MEANS

THE GOOD LIFE. AND THE GOOD LIFE

MEANS THE GOOD PRO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