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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소개



Sharehows

Useful Contents Creators

현재 우리가 주력하는 분야는 일상생활 노하우 콘텐츠입니다. 쉐어하우스만의 언어와 비주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큐레이팅하고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 그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윤택한생활에도움이되는

유익한콘텐츠를만드는콘텐츠미디어

브랜드입니다. 또한이를편하게사용할수

있도록공유하며함께살아가는사람들을위한

좋은혜택을실현합니다.



총 275만 구독자, 유튜브 내 총 3개 채널, 월 평균 800만 뷰
제휴 채널 리스트 총 23개, 년간 콘텐츠 제작 수 360회 이상

일상생활 전문 노하우
콘텐츠 플랫폼

우리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브랜드에 최적화된 브랜디드 콘텐츠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쉐어하우스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 ,  유통하고 있습니다 .

85만
홈페이지 (월평균 PV)

670만
유튜브 (월 평균 조회수)

170만
페이스북 (총 구독자)

26만
네이버 포스트 외

23개
제휴채널리스트



소셜미디어 세대에게
최적화된 유튜브 채널

유튜브 내 총 3개 채널, 약 80만 명의 구독자, 월 평균 약 700만 뷰 기록.
높은 1334연령대를 보유, 100명 중 70명이 여성으로 확실한 타깃 마케팅 가능

유튜브 연령대별 분포

만65

만55-64

만45-54

만35-44

만25-34

만18-24

만13-17

유튜브 성별분포

67.5%

여 32.5%

남



자체 플랫폼을 기본으로
총 9개 채널 운영

총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 월 평균 990만 뷰 기록, 콘텐츠 누적 수량도 1만2천

구분 인터넷링크 구독자 콘텐츠수량 월 PV 비고

자체 플랫폼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https://sharehows.com/ - - 85만

유튜브
쉐어하우스 https://www.youtube.com/user/ShareHows - 2.1천

670만
대처법 https://bit.ly/2uyQxJe - 0.3천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팬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hareHows.KR/ 173만 2.7천 170만

네이버

네이버 TV https://tv.naver.com/sharehows 2.1만 0.4천

26만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75
047

5.5만 1.3천

카카오

카카오 TV https://bit.ly/39mOS8u
8.0만 1.6천

카카오 채널 https://center-pf.kakao.com

카카오 스토리 https://ch.kakao.com/channels/@sharehows 11만 5.2천 링크 배포 가능

기타

엠군 TV - - - -

쉐어하우스
제휴사

곰 TV - - - -

다나와 - - - -

뉴스픽 - - - -

G버스 TV - - - -

https://sharehows.com/
https://www.youtube.com/user/ShareHows
https://bit.ly/2uyQxJe
https://www.facebook.com/ShareHows.KR/
https://tv.naver.com/sharehows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75047
https://bit.ly/39mOS8u
https://center-pf.kakao.com/
https://ch.kakao.com/channels/@sharehows


제작프로세스및콘텐츠솔루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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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솔루션,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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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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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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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look at what we’ve done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2) 대처법 동영상 콘텐츠

3)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A. 퀵팁 & 노하우

B. 마스터즈

C. 하우투 서울

D. 브랜디드 콘텐츠

4) 브랜드 뉴 동영상 콘텐츠

5) 콘텐츠 PPL

Ref. 대처법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분석

Ref.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분석

1) 전체 콘텐츠 상품 소개

6) 틱톡형 PPL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1) 전체 콘텐츠 상품 소개
쉐어하우스가 제안하는 전체 콘텐츠 상품입니다.

구분 상품 내용 단가 옵션 제작기간 라이센싱 릴리즈 채널

콘텐츠

대처법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일상 속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더한 것이 특징

1천만원

250만원 4주

기본 1년
라이센싱

제공
(온라인)

(기본)
유튜브 채널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옵션)
네이버TV

네이버포스트
카카오TV

카카오 채널
곰 TV

엠군 TV
틱톡

쉐어하우스
필요한 정보를 큐레이팅하여 생활 속 노하우를 쉽고 빠르게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콘텐츠로써 총 4가지의 제작 포맷으로 구현 가능

800만원

브랜드뉴
쉐어하우스에서 최근 시작하고 있는 브랜드 뉴 콘텐츠로서 총 3가지의
제작 포맷으로 구현 가능, 일부 서비스를 간략히 리뷰하는 커머스 형태 가능

560만원

콘텐츠 PPL
대처법, 쉐어하우스 채널에서 콘텐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브랜드 혹은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PPL 전용 상품, 영상형(20초) / 카드형 전용 PPL 

300만원

-

2주 별도 협의

틱톡형 콘텐츠 PPL
15초 논스킵 광고 상품으로 제품과 제품명 언급을 중점적으로 노출
쉐어하우스 및 대처법 틱톡 채널에서 노출

-

콘텐츠 릴리즈
기존 제작된 영상 및 이미지, 아티클을 당사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스토리 노출(단, 카카오스토리는 링크형태 배포)
기타 제휴사를 활용하여 뉴스픽, 다나와 등 2개 채널 업로드 가능

-
- -

[VAT 별도]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2) 대처법 동영상 콘텐츠 제안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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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독자는 27.5만 명, 조회수는 월 평균 약 5.2백만 (2019 기준) 입니다.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구분 릴리즈플랫폼 제작단가

대처법
콘텐츠

유튜브

1,000 만원쉐어하우스

페이스북

A. 대처법 콘텐츠 기본 상품 B. 대처법 콘텐츠 공통 옵션

구분 내용 추가비용 비고

ⓐ 추가 플랫폼

네이버 TV 50만원

토탈적용시,

250만원

네이버 포스트 50만원

카카오 TV 50만원

카카오 채널 50만원

곰 TV 50만원

엠군 TV 50만원

틱톡 100만원

ⓑ 제작

야외로케이션 200만원

외국어 자막 협의

해외채널 발행 협의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 단, 공익 부문에서의 제작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제작 단가 일부 할인 적용 가능

● 4편 이상 패키지 계약 시, 4+1 혜택 제공

※ 단, 모델 선택, 촬영 스케일에 따라 기획비 변동 가능 (협의 필요)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2) 대처법 동영상 콘텐츠 레퍼런스

친구가 나를 따라할 때 대처법

조회수 : 310만

발행일 : 2019.01.02

댓글 개수 : 3,934 개

좋아요 : 2.3만

진상 손님 대처법

조회수 : 114 만

발행일 : 2019.02.13

댓글 개수 : 853 개

좋아요 : 1만

학교에서 급똥 마려울 때 대처법

조회수 : 251만

발행일 : 2018.08.29

댓글 개수 : 4,789 개

좋아요 : 1.7만

단발병 대처법

조회수 : 182만

발행일 : 2018.04.04

댓글 개수 : 3,206 개

좋아요 : 1.3만

몰폰하다 들켰을 때 대처법

조회수 : 278만

발행일 : 2018.03.28

댓글 개수 : 6,809 개

좋아요 : 2.7만

동생이 편식할 때 대처법

조회수 : 289만

발행일 : 2017.10.11

댓글 개수 : 3,410 개

좋아요 : 1.7만

동생이 편식할 때 대처법

조회수 : 154만

발행일 : 2018.02.21

댓글 개수 : 4,907개

좋아요 : 1.1만

친구 무리가 홀수일 때 대처법

조회수 : 172만

발행일 : 2019.01.09

댓글 개수 : 3,655개

좋아요 : 1.7만

https://youtu.be/-dgvhy7GJoQ
https://youtu.be/7XvDJJx5TTo
https://youtu.be/WB1Ge8_mNh8
https://youtu.be/mTUrCY--rjw
https://youtu.be/xhgJgSO-2WU
https://youtu.be/3sBCliti-XY
https://youtu.be/xV1wF15wg0o
https://youtu.be/8kwGniELObU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Ref. 대처법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분석

General

대처법 기본 정보

최초 가입일 2017.09.05

발행일 매주 월 / 수 / 금 오후 4시

동영상 299개 업로드 (20.01 기준)

누적 조회수 1.2억 회

최근 1년 간 신규 구독자 수 (명)

19.9만 27.5만
※ 75,928명 증가 (38% 신장) [2019]

월 평균 조회 수 (회)

423만 523만
※ 1,000,848증가 (24% 신장) [2019]

채널 구독자 성별

26%

평균시청 지속 시간

2분 26초

채널 구독자 연령대

25%

만18-24

35%

만35-44

15%

만45-54

10%
만25-34

만13-17

11%

구 분 평균 비고

만13-17 11

※ 댓글 상황에
따른 자체 평가 :
실제 구독자의 연령
층은 만 18세 미만
이 가장 높다고
판단
(부모 명의의 단말
기기 사용 유추)
이럴 경우 대처법은
10-20대 초반 사이
의 구독자가 약 전
체의 70% 차지

만18-24 25

만25-34 10

만35-44 35

만45-54 15

만55-64 2

만65 이상 2

74%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3)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필요한 정보를 큐레이팅하여 생활 속 노하우를 쉽고 빠르게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콘텐츠입니다.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총4가지의 제작 포맷(퀵팁&노하우 / 마스터즈 / 하우투서울

오리지널 브랜디드 콘텐츠)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현재 구독자는 51.4만 명, 조회수는 월 평균

약 1.4백만 (2019 기준) 입니다.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A. 쉐어하우스 콘텐츠 기본 상품 B. 쉐어하우스 콘텐츠 공통 옵션

구분 내용 추가비용 비고

ⓐ 추가 플랫폼

네이버 TV 50만원

토탈적용시,

250만원

네이버 포스트 50만원

카카오 TV 50만원

카카오 채널 50만원

곰 TV 50만원

엠군 TV 50만원

틱톡 100만원

ⓑ 제작

야외로케이션 200만원

외국어 자막 협의

해외채널 발행 협의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 단, 공익 부문에서의 제작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제작 단가 일부 할인 적용 가능

● 4편 이상 패키지 계약시 4+1 혜택 제공

※ 단, 모델 선택, 촬영 스케일에 따라 기획비 변동 가능 (협의 필요)

구분 릴리즈플랫폼 제작단가

쉐어하우스
콘텐츠

유튜브

800 만원쉐어하우스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3)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레퍼런스

실생활에 단단히 쓰이는 매듭법

조회수 : 220만

발행일 : 2016.10.01

댓글 개수 : 171 개

좋아요 : 9.2천

욕실 꿀팁 16가지

조회수 : 1억 (누적 조회 수)

발행일 : 2016.06.02

댓글 개수 : 473개

좋아요 : 1.0만

초보살림꾼을 위한 식품 보관법

조회수 : 14만 (누적 조회수)

발행일 : 2018.02.21

댓글 개수 : 37개

좋아요 : 260

수박씨 쉽게 발라내는 꿀팀

조회수 : 209만

발행일 : 2017.05.25

댓글 개수 : 431개

좋아요 : 3.3천

SKT
브랜디드
콘텐츠

GSSHOP
브랜디드
콘텐츠

A. 퀵팁 & 노하우 포맷

B. 마스터즈

현직 소방관이 알려주는 응답상황 꿀팁 3가지

조회수 : 46만 (누적 조회수)

발행일 : 2018.11.29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조회수 : 28만 (누적 조회수)

발행일 : 2018.12.19

C. 하우투 서울

북촌 벽인제 소개

조회수 : 100만 (누적 조회수)

소개 : 서울 한옥마을 북촌 가회동에

숨겨진 백인제 가옥 소개

3달러로 먹을 수 있는 서울 음식

조회수 : 145만 (누적 조회수)

소개 : 약 4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서울의

먹거리 총 6가지 소개

문체부
브랜디드
콘텐츠

https://youtu.be/Kec9iVy4F-E
https://youtu.be/jgxKU50YFrQ
https://youtu.be/yerTFLbegqg
https://youtu.be/s2i8wbaTCMk
https://youtu.be/Pg8aMos9TAM
https://youtu.be/A9KqGH7-wbU
https://youtu.be/0gHdvfTz2Rs
https://youtu.be/fWi4I6QhhJo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3)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레퍼런스

D. 브랜디드 콘텐츠

67만조회 26만조회 67만조회 52만조회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건강보

조 식품 브랜딩을 위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

유아용 신제품 의자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을 제작,

흥미 유발과 공감대 형성 주력

다양한 브랜드의 디자인 속 숨겨진

비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현대카드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전달

다양한 음식을 밥과 함께 먹었을 때

리액션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결

과, 치킨이 가장 궁합이 잘 맞다는 결과

도출

각 브랜드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세일즈, 트래픽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별 브랜드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살렸습니다. 쉐어하우스만의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

재미의 몰입도를 한층 배가 시켰습니다.

https://youtu.be/kNDtkiYtnYo
https://youtu.be/bfyDfExzYqU
https://youtu.be/fmkp9PkEpXk
https://youtu.be/OoRVfy5wC6k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Ref.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분석

General

대처법 기본 정보

최초 가입일 2012.02.16

발행일 매주 수 / 금 오후 4시 (손팁) *슬로움 매주 목 오후 6시

동영상 2,100개 업로드 (20.01 기준)

누적 조회수 2.5억 회

최근 1년 간 신규 구독자 수 (명)

46.0만 51.4만
※ 54,000명 증가 (12% 신장) [2019]

누적 / 월 평균 조회 수 (회)

17.1천만(年) / 1.4백만(月)

채널 구독자 성별

61% 39%

평균시청 지속 시간

1분 27초

채널 구독자 연령대

21%

만18-24

34%

만35-44

16%

만45-54

13%
만25-34

만13-17

7%

구 분 평균 비고

만13-17 7

※ 댓글 상황에
따른 자체 평가 :
대처법과 유사하나
동영상의 콘셉트를
생각하면 실제 구독
자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사료

만18-24 21

만25-34 13

만35-44 34

만45-54 16

만55-64 5

만65 이상 3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4) 브랜드 뉴 콘텐츠 제안

브랜드 뉴 콘텐츠

실생활에 바로 응용 가능한 정보를 스토리

텔링형식으로 제작하여 재미와 함께 이해도를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네이티브 AD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여 상품 정보 전달에 유용합니다.

라이프 스토리 팁

좀 더 직설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전달합니다. 상품의 장단점을 여과없이 노출

하여 고객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B급 감성의 컬트형

토론회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호브로 토론회

짧고 빠른 편집이 유행인 요즘, 반대로 느리고

길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살아

가는 생활 제안을 통해 어쩐지 기분 좋은

일상의 혜택을 제안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

다.

슬로움 Slow;um

구분 릴리즈플랫폼 제작단가

브랜드 뉴
콘텐츠

유튜브

800 만원→560만원쉐어하우스

페이스북

A. 쉐어하우스 콘텐츠 기본 상품

30%
할인

B. 쉐어하우스 콘텐츠 공통 옵션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구분 내용 추가비용 비고

ⓐ 추가 플랫폼

네이버 TV 50만원

토탈적용시,

250만원

네이버 포스트 50만원

카카오 TV 50만원

카카오 채널 50만원

곰 TV 50만원

엠군 TV 50만원

틱톡 100만원

ⓑ 제작

야외로케이션 200만원

외국어 자막 협의

해외채널 발행 협의

(1회 업로드 / 1회 수정 / VAT 별도)

https://www.youtube.com/watch?v=6LVc8JYOK-I
https://www.youtube.com/watch?v=0jDB99somzo&list=PL7oYJUpWhp3Njt_hetWYjfm-5Qdy_IBhz&index=10&t=47s
https://www.youtube.com/watch?v=XRx1Wj8yfFY&t=2s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5) 콘텐츠 PPL 제안
대처법과 쉐어하우스 채널에서 콘텐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브랜드 혹은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PPL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을 영상 내부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형, 그래픽 모티를 활용하여

카드 아티클 형태로 제작하는 카드형 전용 PPL 상품이 있습니다.

A. 콘텐츠 PPL 기본 상품

구분 영상형 (20초) 카드형

광고
단가 300만원

제품
노출

단순 노출 제품 노출 / 제품명 언급

릴리즈플랫폼
대처법/쉐어하우스

동영상 채널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사용
권한

미포함

● 단, 공익 부문에서의 제작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제작 단가 일부 할인 적용 가능

● 4편 이상 패키지 계약시 4+1 혜택 제공

※ 단, 모델 선택, 촬영 스케일에 따라 기획비 변동 가능 (협의 필요)

B.  영상형 PPL 가능 포맷

대처법 퀵팁&노하우

슬로움

https://youtu.be/jgxKU50YFrQ
https://youtu.be/-dgvhy7GJoQ
https://youtu.be/7XvDJJx5TTo


쉐어하우스 동영상 콘텐츠 제안 ㅣ 브랜디드 콘텐츠

6) 틱톡형 콘텐츠 PPL 제안

A. 콘텐츠 PPL 기본 상품

대처법 틱톡

46.1K 팔로워 / 320.1K 좋아요

쉐어하우스 틱톡

90.4K 팔로워 / 941.1K 좋아요

B. 콘텐츠 PPL 기본 상품

구분 틱톡형

광고
단가 300만원

제품
노출

제품 노출 / 제품명 언급

릴리즈플랫폼 틱톡

사용
권한

미포함

● 단, 공익 부문에서의 제작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제작 단가 일부 할인 적용 가능

● 4편 이상 패키지 계약시 4+1 혜택 제공

※ 단, 모델 선택, 촬영 스케일에 따라 기획비 변동 가능 (협의 필요)

15초 논스킵 광고 상품으로 제품과 제품명 언급을 중점적으로

노출합니다. 네이티브 AD 형태를 띄고 있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https://www.tiktok.com/@MS4wLjABAAAA7Tw7qw_01_J3vP1rQXTbOc7P8KoZaVtBOi4fNhG4Oe_oqTsMo1uDt4z9MMHY8EQ1/video/6782799625687420162
https://www.tiktok.com/@sharehows/video/6776158258190126337


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

쉐어하우스는월 30편의동영상콘텐츠제작노하우를가진

전문 PD 인력을보유하고있습니다. 또한자체채널유통및

총 23개의제휴채널을통해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

우리는사회의변화와유행을살피고사람들의생활을보다깊이

바라보면서좀더유익한콘텐츠란, 그리고윤택한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물음에올바른정답을찾고있습니다.

Our Location

Seoul,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G401 / G402 Tel. 02-2275-2204

Inquiry

제휴및광고문의

쉐어하우스대표이메일 : 

info@sharehows.com

김도환 실장

qeem@sharehows.com

+82-10-2824-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