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서비스 가이드북

Contents. Creators.
쉐어하우스는 전문 콘텐츠 기획자와 PD가 만드는 콘텐츠 프로덕션입니다.

또한 11개의 온드 미디어(OWNED-MEDIA)를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유통 전략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계 구축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혁 및 수 상 내 역

COMPANY OVERVIEW

쉐어하우스는 ㈜도빗의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 2015. ㈜ 도빗 설립 – 쉐어하우스 런칭
⚫ 2015 네이버 TV 캐스트 콘텐츠 파트너십
⚫ 2015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 미디어부문 우수상, 혁신적인 온라인 광고매체로 선정
⚫ 2015 KDB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기상, 우수상 수상

㈜도빗은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설립된 콘텐츠 프로덕션 법인입니다.
현재 우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온드 미디어인 쉐어하우스와

⚫ 2015 콘텐츠코리아 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 선정
⚫ 2015 네이버 TV 캐스트 결산(라이프 부문) 인기 채널 조회수 1위
⚫ 2016. 스페셜티 MCN 'HowsMate' 런칭

대처법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20년 6월부터 웹드라마 분야까지

⚫ 201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우수 스타트업 선정

진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현재 총

⚫ 2016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장려상, 대중이 뽑은 인기상 수상

2천 여개가 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 2016 서울 시내버스 YAP TV 콘텐츠 송출 파트너십
⚫ 2016 쉐어하우스 글로벌 채널 오픈(영미권, 중화권, 스페인어권)
⚫ 2017 HOW TO SEOUL 2017 서울 관광 우수 IT서비스 선정
⚫ 2017 이용자가 선택한 우수 콘텐츠 서비스 선정(한국데이터진흥원)
⚫ 2017 차세대 미디어대전, MCN오리지널 콘텐츠 부분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 2017. 09 유튜브 채널 ‘대처법’ 런칭

⚫ 2018 보유 미디어 SNS 채널 구독자 300만명 돌파
⚫ 2019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 2020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 2020 쉐어하우스 대처법 웹드라마 <첫사랑 대처법> 런칭

WHY

HOW

WHAT

APPROACH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왜 WHY 에서 출발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가 제안하고자 하는 답을 찾아

핵심 타깃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관계를 맺고
높은 설득력을 통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점과 객관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와 언어를

고객이 브랜드 제품 혹은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예리하게

통한 맞춤형 콘텐츠 스타일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쉽고

분석해 브랜디드 콘텐츠가 제안

사람들의 눈에 쉽게 뛸 수 있는

빠르게 설득력을 얻어

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기획하고.

곳에 배치하고.

충성도를 높이고.

PROMISE

우리는 확실하게 만듭니다.
쉐어하우스는 inform, Inspiration, Interesting

INFORM

INSPIRATION

INTERESTING

정확한 콘텐츠 내용

매력적인 콘텐츠 이미지

재미있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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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원칙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타깃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브랜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구축

WORKING FLOW
CATEGORY

우리는 잘 하는 것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제안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작

콘텐츠 납품 (유통)

범용적인 콘텐츠가 아닌 브랜디드 콘텐츠의 니즈에

안성맞춤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유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30일 안에 제작, 납품까지 합니다.

콘셉트 개발

•

브이로그형 동영상 제작

•

자체 채널 유통

•

트리트먼트 작성

•

드라마타이즈형 동영상 제작

•

파트너 채널 유통

•

스토리보드 제작

•

정보전달형 동영상 제작

•

카드뉴스/아티클 제작

•

D-30 Work Sheets

CHANNEL OVERVIEW

우리는 직접 만들고 직접 배포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전문 콘텐츠 기획자와 PD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5만

169만

26만

홈페이지
(월평균 PV)

페이스북
(총 구독자)

네이버TV 외
(총 구독자)

2개

76만

340만

유튜브
(총 운영채널)

유튜브
(총 구독자)

유튜브
(최근 1년 월평균)

총 11개의 온드 미디어와 30개의 제휴 채널을 확보해 직접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체 구독자는 약 275만 명, 월 평균 페이지 뷰는 유튜브
340만을 포함, 월 평균 약42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개

1.2만

제휴 채널 리스트
(20.05 현재)

누적 콘텐츠
수량

COST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습니다.

1

300만 원~500만 원 (VAT별도)
리드타임 3분 미만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숏텀 동영상

우리는 자체적인 기획력과 제작력을 기반으로 단순 유통부터

체험 중심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단, 보장 조회 수 원할 시 CPV 광고 비용 별도)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 그리고 채널 전략까지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미디어를 제어하고 있어

2

리드타임 10분 미만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격 또한 구성에 맞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VAT 별도)

롱텀 동영상

설명, 전문가의 조언, 경험 등을 기반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 단, 보장 조회 수 원할 시 CPV 광고 비용 별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유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세 협의 후, 견적서 제공 가능 / 라이선스 문의 별도 제공)

3
드라마타이즈
DRAMATIZE
VIDEO CONTENTS

4
단순 유통
CONTENTS
REALEASE (PPL)

1,000만 원~ (VAT별도)
리드타임 8분 미만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스토리로 변환해 드라마처럼 각본을 구성해 제작하는 콘텐츠
( 단, 보장 조회 수 원할 시 CPV 광고 비용 별도)

100만 원 ~ (VAT 별도)
기존 제작된 영상 및 이미지, 아티클을 쉐어하우스 채널 내에서
단순 배포 (별도 디자인 작업 시 금액 추가)

CHANNEL DESCROPTION

온드미디어
메인채널

인터넷 링크
쉐어하우스 홈페이지

https://sharehows.com/

구독자

콘텐츠 수량

월 P/V

-

-

85만

쉐어하우스

https://bit.ly/2MnI9Sl

50.2만

2,100개

대처법

https://bit.ly/2uyQxJe

26.7만

300개

페이스북

쉐어하우스 팬패이지

https://bit.ly/2Mn2tTS

169만

2,700개

인스타그램

쉐어하우스

https://bit.ly/2Mn2tTS

틱톡

쉐어하우스

https://bit.ly/2Mn2tTS

카카오 TV채널

https://bit.ly/39mOS8u

8.0만

1,600개

카카오 스토리

https://bit.ly/2XSF95z

5.5만

1,600개

카카오 1BOON

https://bit.ly/2MmjWfi
https://tv.naver.com/sharehows

2.1만

400개

https://bit.ly/2MmjWfi

5.5만

1,300개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TV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인플루언서

네이버 밴드

캐시 슬라이드

뉴스픽

뉴스톡

경기 G버스

빙글

디스패치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PPSS

만 개의 레시피

SHAREHOWS PORTFOLIO – 생활 / 가전 / 잡화 등 라이프 스타일 전분야에 대한 꿀팁형 리뷰 형태 가능

#아이폰 꿀팁

#갤럭시 꿀팁

#스마트폰 타자꿀팁

2020.01.31

2020.05.11

2020.03.30

조회수 : 58만

조회수 : 12만

조회수 : 26만

(별도 광고 진행 X)

(별도 광고 진행 X)

(별도 광고 진행 X)

#도전꿀팁

#박스 포장법

#라면 꿀조합 방법

2019.02.15

2020.03.12

2020.03.05

조회수 : 35만

조회수 : 250만

조회수 : 3만

(별도 광고 진행 X)

(별도 광고 진행 X)

(별도 광고 진행 X)

SHAREHOWS PORTFOLIO – 시사 / 교양 / 상식 등 정보 지식형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가능

#심폐소생술

#근육 이완법

#아크릴화 그리는 법

#하임리히법

#케이팝으로 공부하기

#어몽어스 캐릭터 만들기

LICENSE GUIDELINE

SHAREHOWS PORTFOLIO – 웹드라마 / 드라마타이즈

#친구가 나를 따라할 때 대처법

#동생이 편식할 때 대처법

#화장실 휴지 없을 때 대처법

#친구무리가 홀수일 때 대처법

#진상손님대처법

#학교에서 급똥마려울 때 대처법

#웹드라마_첫사랑대처법 (총 12화)
2020.06.22~

SHAREHOWS PORTFOLIO – 브랜디드 콘텐츠

LICENSE GUIDELINE
#동서식품_리츠초코

2020.09.24

#한국가스안전공사
2020.06.28 ~ 09.04

#서울연구원
2020.09.15 ~

#LG유플러스 알뜰모바일
2020.01.08

#국립국악원
2020.09.13 ~

#서울특별시
2020.03.02

SHAREHOWS PORTFOLIO – 아티클 및 카드 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1

#한국가스안전공사

#쿠팡

#오리지널_콘텐츠

2020.06

2020.06

2020.09

2020.08

조회수 : 46만

조회수 : 3.5만

조회수 : 9.5만

조회수 : 3.1만

#오리지널_콘텐츠

#오리지널_콘텐츠

#한국가스안전공사2

#한국가스안전공사3

2020.07

2020.05

2020.06

2020.06

조회수 : 5.5만

조회수 : 7.2만

조회수 :2.2만

조회수 :6만

Sharehows, We share Know-how

LOCATION

INQUIRY

CONTACT POINT

Seoul, 서울

제휴 및 광고 문의

배 윤 식 대표

Teddy.bae@sharehows.com / +82-10-2475-234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G402

쉐어하우스 대표 이메일

김 도 환 이사

qeem@sharehows.com / +82-10-2824-1981

: info@shareho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