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어하우스
콘텐츠 사례



WHY – 동영상 콘텐츠 왜 중요할까?

최근 콘텐츠 기조,  동영상 콘텐츠가 대세다!

• 스토리텔링에 최적화된 포맷 :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고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 가능

• 핵심 타깃 공략 용이 :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익숙한 SNS 활동으로 이슈 메이킹 기회 풍부

REASEON : 동영상 중심 콘텐츠 제작 강화 이유

2019 콘텐츠 포맷 비율 : 이미지 66% 2020년 콘텐츠 포맷 비율 : 동영상 66%

-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IGTV, 페이스북 WATCH 기능 활성화 → 동영상 콘텐츠 증대 필수

- 2020년까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90%가 비디오 트래픽이 될 것이라는 분석 [출처 : 유튜브]

- 소비자 분석 결과 전체의 약 73%가 제품 혹은 서비스 설명 동영상 시청 후 구매율 상승 [출처 : animoto]

HOW – 동영상 콘텐츠 어떻게 구성하나?

동영상 콘텐츠 3S 전략으로 구현하다!

- Sustainability  : 계절 / 시간 / 장소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검색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출

- Series : 고(高)관심 유도 / 지속적 방문 등에 의해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필요

- Suggestion : 선별과 추천을 통해 사실적 정보 / 감성적 이해가 가능한 동영상 콘텐츠 필요

Sustainability Series Suggestion

검색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출 가능한 콘텐츠 필수

꾸준히 유입 가능한
시리즈 콘텐츠 필수

선별과 추천을 통해
선 제안 가능한 콘텐츠 필수

SOLUTION  : 정보 이상의 스토리 콘텐츠 기획 필수

• 문제는 스토리다. 정보가 아니다 : 정보이상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콘텐츠 기획 필수

• 공감과 관심의 문제 : 광고라고 해도 공감할 수 있다면 누구나 반길 수 있는 콘텐츠 기획 필수



EXAMPLE – 최근 동영상 콘텐츠 성공 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례 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온라인 매체 활용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제작 편수 ■ 계약 3편 + 서비스 1편 포함 총 4편 제작

제작배경
■ 가스안전이라는 딱딱한 소재의 한계성 극복, 흥미와 공감을 통한 컨센서스 확보
■ 기존 홍보채널(TV / 신문) 사각지대에 놓인 2030 세대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 동시에 잠재적 미래 고객인 10대를 대상으로 한 공기업의 이미지 리포지셔닝

발행 채널
■ 유튜브 / 페이스북 / 카카오 등 총 9개 채널
*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 네이버TV / 포스트 외

홍보현황 유튜브 포함 5개 채널 이상 게시 제작 내용
■ 가스안전과 관련된 내용
- 막음조치 / 부탄캔 / 가스보일러 안전요령

※ 서비스 영역 : 직원 Q&A 인터뷰

■ 기본 내용

■ 조회 수

Series 1. 내가 여행을 망친 4가지 이유(발행일 20.06.17)

• 기타 : 네이버TV / 네이버포스트 /엠군 / 인스타그램

Series 2. 가스막음조치 안전점검 (발행일 20.06.18)

구 분 유튜브 곰TV 페이스북 카카오 홈페이지 기타 합 계

조회수 4,544 139,601 4,800 63,043 2,881 9,531 224,400

비 고 영상형 영상형 영상형 포스팅형 포스팅형

• 기타 : 네이버TV / 네이버포스트 /엠군 / 인스타그램

구 분 유튜브 곰TV 페이스북 카카오 홈페이지 기 타 합 계

조회수 19,413 144,850 15,000 22,766 1,511 1,154 204,694

비 고 영상형 영상형 영상형 포스팅형 포스팅형

Series 3.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발행일 20.07.08)

구 분 유튜브 곰TV 페이스북 카카오 홈페이지 엠군 합 계

조회수 12,202 38,235 10,173 386,543 16,386 58 463,597

비 고 영상형 영상형 영상형 포스팅형 포스팅형

• 기타 : 네이버TV / 네이버포스트 /엠군 / 인스타그램



EXAMPLE – 시리즈 3편 카카오 1boon 노출 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영상제목 분위기를 망치는 순간들 최초발행일 : 07.08

홍보내용 CO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요령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소개 外

홍보현황 유튜브 포함 5개 채널 이상 게시

구 분 유튜브 곰TV 페이스북 카카오 홈페이지 엠군 합 계

조회수 12,202 38,235 10,173 386,543 16,386 58 463,597

비 고 영상형 영상형 영상형 포스팅형 포스팅형

※각 채널 별 조회 수(2020.07.14 기준)

■ 2020.07.13(월) 카카오 추천뉴스에 <분위기를 망치는 순간들> 노출

- (타이틀)애인집에 놀러갔을 때 보일러실을 꼭 들여다 봐야하는 이유

- (댓글반응)

○ 이런 유쾌하고 유익한 낚시는 나쁘지 않네요. 내용도 센스있고 좋아요 (테스터님)

○ 이런 미친 ㅋㅋㅋ 빵터짐 병맛 광고 참신하다 ㅋㅋㅋ (MoOn님)

○ 갑자기 보일러 점검원인척 하는 거 센스 있는데요? (퓨처님)

○ 재밌고 유익하네요 (colocolo님)

○ 아 중요한 정보인데 재미까지 ㅋㅋㅋ (gio님)

- (분석)

○ 기존 공익광고의 개념을 뛰어 넘어 재미와 유머를 갖춘 형태가 어필이 된 상황

○ 광고이지만 보는 즐거움 / 깨달음의 즐거움이 가미되어 자연스럽게 노출

- (시사점)

○ 해당 영상 뿐만 아니라 부탄캔 안전사용 관련 내용도 유사한 반응을 띄고 있음

○ 추후 공익광고 (계몽형 인지광고)는 웹드라마 형태의 시리즈 광고물로 기획해도 좋음



쉐어하우스
콘텐츠 상품 소개



CHANNELS OVERVIEW

쉐어하우스는 9개 직영 채널을 포함한

총 30개의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독자는 약 275만 명,

월 평균 페이지뷰는 유튜브 670만을 포함,

총 99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5만
홈페이지

(월평균 PV)

2개
유튜브

(총 운영채널)

78만
유튜브

(총 구독자)

169만
페이스북

(총 구독자)

26만
네이버TV 외
(총 구독자)

30개
제휴 채널 리스트

(20.05 현재)

670만
유튜브

(월평균PV)

1.2만
누적 콘텐츠

수량

쉐어하우스는 우리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브랜드에 최적화된 브랜디드 콘텐츠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쉐어하우스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CONTENTS MAKING PRINCIPLE

Inform

정확한 정보

Inspiration

매력적인 이미지

Interesting

재미 있는 표현

직접 모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배려하여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 제작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가치를 전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

Useful Creators make useful contents

윤택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Inform, Inspiration, Interesting

세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브랜드가 지닌 고유의 개성을

매력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브랜드에

최적화된 브랜디드 콘텐츠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쉐어하우스

채널을 통해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군, 곰티비, 경기 G버스, 디스패치,

뉴스픽과 오마이 뉴스,  ㅍㅍ ㅅㅅ등 뉴스미디어

사와도 제휴를 맺어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https://sharehows.com/ - - 85만

유튜브

쉐어하우스 https://bit.ly/2MnI9Sl 51.6만 2,100개

670만

대처법 https://bit.ly/2uyQxJe 26.7만 300개

쉐어하우스
팬페이지

https://bit.ly/2Mn2tTS TS 169만 2700개 170만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TV https://tv.naver.com/sharehows 2.1만 400개

26만

네이버포스트 https://bit.ly/2MmjWfi 5.5만 1,300개

카카오

카카오 TV채널
https://bit.ly/39mOS8u
https://center-pf.kakao.com

8.0만 1,600개

26만

카카오 스토리 https://bit.ly/2XSF95z 5.5만 1,600개

구분 인터넷 링크 구독자 콘텐츠수량 월P/V

(기타 채널 및 제휴 채널)

인스타그램
카카오

1BOON
네이버

인플루언서
네이버
밴드

틱톡
캐시

슬라이드
뉴스픽 뉴스톡

G버스 빙글 플립보드 디스패치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ppss
만개의
레시피

CHANNELS DESCRIPTION

https://sharehows.com/
https://bit.ly/2MnI9Sl
https://bit.ly/2uyQxJe
https://bit.ly/2Mn2tTS
https://tv.naver.com/sharehows
https://bit.ly/2MmjWfi
https://bit.ly/39mOS8u
https://center-pf.kakao.com/
https://bit.ly/2XSF95z


CHANNELS TARGET - YOUTUBE

현재 유튜브 총 2개 채널에서

구독자 총 78만 명, 월평균

페이지뷰는 67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70명이

여성이고 높은 1324연령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 35-44세 연령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까닭은

해당 세대의 자녀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당사가 준비중인 하우스쿨 오픈 시

총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튜브 연령대별 분포

만65

만55-64

만45-54

만35-44

만25-34

만18-24

만13-17

유튜브 성별 분포

67.5%

여 32.5%

남



CONTENTS MAKING PROCESS

우리는 콘텐츠 요청, 계약, 제작,

릴리즈까지. 총 30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쉐어하우스는 당신의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 기획팀, 콘텐츠팀, 제작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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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이후 1차 기획안은 D-21 이전에 공유됩니다.

1차 기획안이 확정되면 D-14 이전에 콘텐츠 제작에

들어갑니다. D-7 최종 콘텐츠를 제안하고 상호 협의 및

조율에 거쳐 D-1 콘텐츠 릴리즈 및 확산을 위한 작업을

최종 진행합니다.



CONTENTS SALES LIST

구분 상품 내용 카테고리 제작 단가 옵션 라이센싱 릴리즈 채널

동영상

대처법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일상 속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더한 것이 특징
(영상 길이 : 3~5분)

ALL 700만 200만 1년 (기본)
유튜브 채널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옵션)
네이버TV
네이버포스트
카카오TV
카카오 채널
곰 TV
엠군 TV
틱톡

쉐어하우스
세상에 쓸모 없는 팁은 없다, 는 목표로 생활 속 노하우를 쉽고 빠르게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콘텐츠. 
(영상 길이 2~3분)

뷰티/리빙/
IT기기/ 잡화

500만 200만 1년

하우스쿨
2020년 쉐어하우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엄선한 사실적 정보를 설명과 체험을 통해 전달하는 콘텐츠
(영상 길이 10분 내외)

ALL 300만 200만 1년

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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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200만 - 1년
(콘텐츠PPL 릴리즈)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쉐어하우스 유튜브 채널
쉐어하우스 페이스북
단, 틱톡형 콘텐츠는
틱톡 배포 포함

(콘텐츠 릴리즈)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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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200만 - 1년

콘텐츠 릴리즈
기존 제작된 영상 및 이미지, 아티클을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스토리 노출 (단, 카카오 스토리는 링크 형태 배포)

ALL 50만 - -

[VAT 별도]



대처법은 쉐어하우스를 대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입니다.

일상 속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26.7만 명입니다.

조회수는 월 평균 523만 입니다.

CONTENTS SALES LIST - 대처법

1 기본 상품 대처법 콘텐츠 기본 상품 (제작비 포함)

유튜브 대처법 채널 /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 페이스북 팬페이지

4편 이상 패키지 계약 시, 4+ 1혜택 제공

공익 부문(지자체 / 관공서 외) 제작 요청 시 추가 10% 할인 가능

700만

2 옵션 상품 대처법 콘텐츠 공통 옵션 (추가 채널 릴리즈)

네어버 TV / 포스트 / 밴드/ 인플루언서 , 카카오 TV채널 /스토리 /카카오 1BOON

외 15개 제휴 채널을 활용하여 추가 발행

(각 채널 별 진행 시에는 50만 원)

200만

3 기타 대처법 콘텐츠 공통 제작 기타 사항

야외 로케이션 및 추가 모델 선택 등 기타 협상에 의한 비용 협의 가능

(외국어 자막 제작, 해외채널 발행 포함)협의



CONTENTS SALES LIST -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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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SALES LIST – 대처법 유튜브 분석

General

대처법 기본 정보

최초 가입일 2017.09.05

발행일 매주 월 / 수 / 금 오후 4시

동영상 320개 업로드 (20.05 기준)

누적 조회수 1.2억 회

최근 1년 간 신규 구독자 수 (명)

19.9만 26.7만
※ 6.8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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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SALES LIST -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 생활 속 노하우를

쉽고 빠르게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콘텐츠입니다. 특히 N/A형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에 잘 맞아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독자는 51.6만 명,

조회 수는 월 평균 175만 (20.05기준)

입니다.

1 기본 상품 쉐어하우스 콘텐츠 기본 상품 (V커머스 형태 가능)

유튜브 쉐어하우스 채널 /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 페이스북 팬페이지

4편 이상 패키지 계약 시, 4+ 1혜택 제공

공익 부문(지자체 / 관공서 외) 제작 요청 시 추가 10% 할인 가능

500만

2 옵션 상품 대처법 콘텐츠 공통 옵션 (추가 채널 릴리즈)

네어버 TV / 포스트 / 밴드/ 인플루언서 , 카카오 TV채널 /스토리 /카카오 1BOON

외 15개 제휴 채널을 활용하여 추가 발행

(각 채널 별 진행 시에는 50만 원)

200만

3 기타 쉐어하우스 콘텐츠 공통 제작 기타 사항

야외 로케이션 및 추가 모델 선택 등 기타 협상에 의한 비용 협의 가능

(외국어 자막 제작, 해외채널 발행 포함)협의



CONTENTS SALES LIST - 쉐어하우스

무엇이든 들어가게 하는 박스 포장법

조회수 : 230만

발행일 : 2020.03.12

댓글 개수 : 1,418 개

좋아요 : 3.3만

은근히 모르는 아이폰 꿀팁 12가지

조회수 : 58만

발행일 : 2020.01.31

댓글 개수 : 677개

좋아요 : 2.0만

은근히 모르는 카톡 꿀팁 5가지

조회수 : 55만

발행일 : 2020.04.13

댓글 개수 : 706개

좋아요 : 1.0만

은근히 모르는 갤럭시 꿀팁

조회수 : 8.8만

발행일 : 2020.05.11

댓글 개수 : 355개

좋아요 : 2.3천

A. 노하우 포맷 (쓸없팁)

B. 노하우 포맷 (V커머스 형태 가능)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사용기

(상품 판매 동시 진행)

조회수 : 3.1 천

발행일 : 2020.04.28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양치방법

(with 아쿠아픽)

조회수 : 4.9천

발행일 : 2020.04.28

C. 오리지널 브랜드 콘텐츠

BBQ 치킨

조회수 : 67만

다양한 음식과 밥의 조합을 알아보고, 특히

치킨이 가장 궁합이 좋다는 결과 도출

시디즈

조회수 : 67만

유아용 신제품 의자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을 제작, 흥미유발,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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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SALES LIST – 쉐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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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만
※ 56,000명 증가[2019]

월 평균 조회 수 (회)

175만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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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SALES LIST - 쉐어하우스

대처법과 쉐어하우스 채널에서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브랜드 혹은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PPL전용 상품입니다.

상품을 영상 내부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형, 그래픽 모티브를 활용하여 카드

아티클 형태로 제작하는 카드형 전용 PPL,

그리고 틱톡 채널 전용 PPL 상품이 있습니다.

1 콘텐츠PPL 콘텐츠 PPL 전용 상품

대처법 / 쉐어하우스 채널에서 노출

영상형 (20초) / 카드 뉴스형으로 분류

4편 이상 패키지 계약 시 4+1 혜택 제공

200만

2 틱톡형 PPL 콘텐츠 공통 옵션 (추가 채널 릴리즈)

네어버 TV / 포스트 / 밴드/ 인플루언서 , 카카오 TV채널 /스토리 /카카오 1BOON

외 15개 제휴 채널을 활용하여 추가 발행

(각 채널 별 진행 시에는 50만 원)

200만

3 콘텐츠 릴리즈 콘텐츠 릴리즈 상품

기존 제작된 영상 및 이미지, 아티클을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등에서 편집 가공하여 발행

(단,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 링크 형태 배포)

50만

틱톡형 콘텐츠 PPL 은 15초 논스킵 광고 상품으로 제품과 제품명

언급을 중점으로 노출합니다.

그 밖에 기존 제작된 영상 및 이미지를 자체 편집하여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노출하는 콘텐츠 릴리즈 상품도 있습니다.

(단순 업로드)



LICENSE GUIDELINE

당사가 제작하는 모든 라이선스는

디지털 플랫폼에 한하여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송출의 경우, 라이선스는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반드시 당사와 사전 조율하여

동영상 콘텐츠 편집,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PPL

등의 상품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댓글 URL 설정 상호 협의 하에 비용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분 가능여부 내 용 비 고

자체 영상 편집 X
광고주 자체 편집권 보유 없음
동영상 콘텐츠 편집 원할 시, 반드시 사전 협의 거쳐 진행
별도 편집권의 경우, 추가 구입 후 가능

당사 로고 삭제 O
우상단 당사 로고 (대처법, 쉐어하우스) 로고 삭제하고 전송 가능
단, 당사 로고 삭제 원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조율 가능

스틸 컷 O
광고주가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플랫폼 (채널 포함)에 한해 적용 가능
수량에 제한 없이 영상 캡쳐 스틸 컷 활용 가능

영상 원본 O
광고주가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플랫폼 (채널 포함)에 한해 적용 가능
수량에 제한 없이 영상 업로드 가능

기간 추가 O
기본 라이선스 기간 1년 이후 추가 업로드 원할 시 가능
단, 당사의 정책 방침으로 1년이 지나더라도 삭제 없이 진행
기간 이후 광고 원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광고 집행 가능

광고 진행 O
광고주가 원할 경우, 별도 광고 집행 가능
비용 협의 필요

오프라인은
별도 협의

구 분 가능여부 내 용 비 고

댓글 URL O 페이스북, 유튜브 최상단 댓글로 브랜드 URL 송출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
쉐어하우스는 월 서른 편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가진 전문 프로듀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채널 유통 및 총 서른 개의 제휴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와 유행을
살피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깊이 바라보면서
좀 더 유익한 콘텐츠란, 좀 더 윤택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올바른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Seoul,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G401 / G402

LOCATION INQUIRY

제휴 및 광고 문의

쉐어하우스 대표 이메일

: info@sharehows.com

CONTACT POINT

배 윤 식 대표 Teddy.bae@sharehows.com / +82-10-2475-2342

김 도 환 이사 qeem@sharehows.com / +82-10-2824-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