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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콘셉트는 2015년 서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콘텐츠는 없다는 자세로 전문 콘텐츠 기획자와 프로듀서가 함께 사회의

변화와 유행을 살피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깊이 바라보면서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9개의 온드 미디어(Owned-Media)를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콘텐츠 유통 전략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계 구축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ABOUT SHAREHOWS



2015

(주)도빗 설립 – 쉐어하우스 런칭

네이버 TV 캐스트 콘텐츠 파트너쉽

KDB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기상, 우수상 수상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 선정

네이버 TV 캐스트 라이프 부문 인기 채널 조회수 1위

2016

스페셜티 MCN 하우스메이트(Howsmate) 런칭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우수 스타트업 선정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장려상 수상

롯데그룹 롯데엑셀러레이터 투자 협약

서울 시내버스 YAP TV 콘텐츠 파트너쉽

쉐어하우스 글로벌 채널 오픈(영미권,중화권 외)

2017

서울관광정보 제공 HOW TO SEOUL 채널 오픈

HOW TO SEOUL 2017 서울관광 우수IT서비스 선정

한국데이터진흥원 주체 우수 콘텐츠 서비스 선정

차세대 미디어 대전, MCN오리지널 콘텐츠 부분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유튜브 채널 대처법 런칭

욕실꿀팁 16가지 콘텐츠 페이스북 1억 뷰 돌파

2018

온드 미디어 SNS 채널 구독자 300만 돌파

유튜브 2개 채널 9천만 뷰 돌파

쉐어하우스 : 5,400만 뷰/ 대처법 : 5,200만 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업무 협약

(소방 공익 영상 제작 및 홍보)

2019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유튜브 2개 채널 8천만 뷰 돌파

쉐어하우스 1,800만 뷰 / 대처법 : 6,200만 뷰

2020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쉐어하우스 대처법 웹드라마 <첫사랑 대처법>런칭

한국가스안전공사 콘텐츠 제작 수주

서울광역시청·서울주택도시공사 콘텐츠 제작 수주

서울연구원 콘텐츠 제작 수주

LG유플러스 알뜰모바일 콘텐츠 제작 수주 외

COMPANY OVERVIEW



CREATIVE APPROACH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독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자의 수준에 맞는 퀄리티를

지닌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왜 WHY’콘텐츠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올바른 정답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WHY HOW WHAT

정확한관점과객관적인안목으로

시장과고객의변화를예리하게

분석해브랜디드콘텐츠가제안

하는내용을명료하게기획하고.

조금씩다른이미지와언어를

통한맞춤형콘텐츠스타일링으로

사람들의눈에쉽게뛸수있는

곳에배치하고.

고객이브랜드제품혹은

서비스에대하여쉽고

빠르게설득력을얻어

충성도를높이고.



“

CREATIVE PROMISE

우리는 확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보의 질적 담보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콘텐츠를

만듭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재해석하고 유니크한 가치를 부여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타깃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INFORM

정확하고 꼼꼼하게

직접 모은 정보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INSPIRATION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배려하여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

INTERESTING

즐겁고 재미 있게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가치를 전해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COMPANY WORK CATEGORY

1

동영상콘텐츠제작

브이로그형 동영상 콘텐츠

드라마타이즈형 동영상 콘텐츠

정보전달형 동영상 콘텐츠

PPL 동영상 콘텐츠

숏텀 동영상 콘텐츠 外

2

네이티브 AD (아티클)

아티클형 콘텐츠

애드버토리얼 콘텐츠

카드뉴스 콘텐츠

3

콘텐츠유통대행

타사 콘텐츠 유통 대행

(on 당사 온드 미디어)



CHANNEL OVERVIEW

우리는 직접 만들고
직접 배포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전문 콘텐츠 기획자와 프로듀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9개의 온드 미디어와

30개의 제휴 채널을 확보해 직접적인 배포도 가능합니다.

• 현재 총 채널 구독자 : 약 275만 명 [’20.12 기준]

• 월 평균 페이지 뷰(P/V) : 약 470만 뷰 (日. 약 16만 뷰) [’20년.12 기준]

• 누적 콘텐츠 수량 : 약 12,000 개 [20.12 기준]



OWNED MEDIA 

CHANNEL

네이버 TV (구독자 :2.1만)

쉐어하우스닷컴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 V,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  1 B OON

인스타그램

틱톡

https://sharehows.com/

월 평균 85만 뷰

https://bit.ly/2Mn2tTS

구독자 167만 명

https://bit.ly/2MnI9Sl 쉐어하우스 채널(구독자 : 49만) 

대처법 채널(구독자 24만) https://bit.ly/2uyQxJe

https://tv.naver.com/sharehows

https://bit.ly/2MmjWfi네이버 포스트 (구독자 :5.5만)

https://bit.ly/2MmjWfi

https://bit.ly/2XSF95z카카오스토리(구독자 : 5.5만)

카카오1BOON

https://bit.ly/2Mn2tTS

구독자 : 6천 명

https://bit.ly/2Mn2tTS

구독자 : 11만 명

네이버 인플루언서 캐쉬슬라이드 뉴스픽

뉴스톡 디스패치 오마이뉴스

ㅍㅍㅅㅅ 빙글넷 만개의 레시피

대표 제휴채널

https://sharehows.com/
https://bit.ly/2Mn2tTS
https://bit.ly/2uyQxJe
https://tv.naver.com/sharehows
https://bit.ly/2MmjWfi
https://bit.ly/2MmjWfi
https://bit.ly/2XSF95z
https://bit.ly/2Mn2tTS
https://bit.ly/2Mn2tTS


CONTENTS

COST

비용대비효율성이높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인 기획력과 제작력을 기반으로 단순 유통부터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 그리고 채널 전략까지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미디어를 제어하고 있어

유연하고 신속하게 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격 또한 구성에 맞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유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세 협의 후, 견적서 제공 가능)

1

동영상콘텐츠제작

브이로그형 동영상 콘텐츠

드라마타이즈형 동영상 콘텐츠

정보전달형 동영상 콘텐츠

PPL 동영상 콘텐츠

숏텀 동영상 콘텐츠 外

2

네이티브 AD (아티클)

아티클형 콘텐츠

애드버토리얼 콘텐츠

카드뉴스 콘텐츠

3

콘텐츠유통대행

타사 콘텐츠 유통 대행

당사 온드 미디어

채널 + 제휴채널

(단 ,  제휴채널은

상황에 따라 노출 가능)

500만 원

~

1,200만 원

(VAT별도)

제작 + 유통(6개 채널)

300만 원

(단, 카드뉴스 +50만원 추가)

(VAT 별도)

유통(6개 채널)

200만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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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더뷰리핑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리포트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소 접하기
생소한 서울시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쉽게 풀이하였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사업인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
양성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총 3편의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법무법인디라이트 (진행中)

기존 법무법인과 달리 리걸 테크에
능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홍보 및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시리즈 동영상이다.
(총 10편 제작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 공급주택 중 하나인
연리지홈에 대한 소개 및 설명 등을
꽁트형으로 제작하였다.

서울특별시 더드림주택

서울특별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인
더드림주택을 홍보하는 동영상이다
(총 2편 제작)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에서 진행한 랜선 콘서트
전통공연에 대한 사전 홍보 동영상을
총 2편에 걸쳐 제작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계절별 가스 안전
수칙 및 캠핑장에서의 부탄가스 안전
사용과 관련된 생활 꿀팁과 스토리텔링
꽁트형으로 총 3편 제작하였다

https://youtu.be/DhJAaVqBTjk
https://youtu.be/AcTR39l1ogo
https://youtu.be/OM_uvvRGvm8
https://youtu.be/BVTSWvA-_3o
https://youtu.be/MKid5tE9QB4
https://youtu.be/DQp1Wa46ts8
https://youtu.be/UCiDxTeHeVo
https://youtu.be/ouoqdnheyDM
https://youtu.be/m9Gz8bEsUhA
https://youtu.be/2qtinCDY4gk
https://youtu.be/2Ta0VN1ClQk
https://youtu.be/zILNFMV43Lw


2020

한독모터스 BMW –차담화 (진행中)

대한민국 BMW 공식 딜러사 한독모터스
와 함께 BMW 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구매 시 유의점 등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형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한독모터스 BMW – 친절한 S씨(진행中)

대한민국 BMW 공식 딜러사 중 최고 매출
을 자랑하고 있는 한독모터스 서초전시장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웹예능
물형태로 제작하였다

하우스쿨 – 전문가가 전하는 진짜 솔루션

각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패널로 모시
고 자신의 비전, 미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진짜 방법을 제공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진행 중)

동서식품 - 리츠초코

동서식품에서 판매 중인 리츠초코와
함께 코로나 19 집콕생활에 재미있는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자 조합 레시피
를 제작하였다

아쿠아픽

칫솔보다 더 개안하다는 구강세정기
아쿠아픽과 관련한 홍보 동영상을
바노바기11치과 최제원 원장과 함께
제작하였다

대처법 웹드라마 – 첫사랑 대처법

쉐어하우스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대처법 런칭 3주년을 기념하여 고교시절
첫사랑과 관련한 대처법을 웹드라마
형태로 제작하였다. (총 12부작)

https://youtu.be/xmEYzxSYwts
https://youtu.be/X37kPl1MDlM
https://youtu.be/6mAJv1dDnEo
https://youtu.be/eLYv3InZJLY
https://youtu.be/A7fnjVnwt8U
https://youtu.be/F3iWu9ygIqE
https://youtu.be/ImhW0Fhh4-I
https://youtu.be/ULWnxjMMM_0
https://youtu.be/zUYGX94dWSk
https://youtu.be/sePROrDohbo
https://youtu.be/OdfgXPYM_Oo
https://youtu.be/SJV7mfnZ8II
https://youtu.be/SSGdKtSsPvY


2020

쉐어하우스 쓸없팁

세상에 쓸모 없는 팁은 없다는 콘셉트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꼭 유용한 팁을 유머와 재치를 통해
구성하여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쉐어하우스 꿀팁

일상생활 중 특히 리빙 관련 다양한
꿀팁에 대한 소개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로 쉐어하우스의 대표 동영상
포맷이다 생활소비재 기업과 안성맞춤이다

https://youtu.be/55QmiIP_JIo
https://youtu.be/Uw0l_yEv82A
https://youtu.be/8PZDXrT6cZ4
https://youtu.be/7zW91h5g-FY
https://youtu.be/qQVpGUnhONY
https://youtu.be/XGsRYlLdDG0
https://youtu.be/qujXxdl8cL4
https://youtu.be/9ws380i_-Ao
https://youtu.be/kEDL38e_D8M
https://youtu.be/v9-89SKB4PA
https://youtu.be/yRC0XCP47HY
https://youtu.be/MCYm-9YIPaM
https://youtu.be/Ik2VLhWkp48
https://youtu.be/cOxVUDumGcY
https://youtu.be/vaSXqcqKRo8
https://youtu.be/OkbXEDOERWA
https://youtu.be/CUTtZaVMfpM
https://youtu.be/UwNBDclZ2Ls
https://youtu.be/W_Rg0hKTtEk
https://youtu.be/YrQmICIbZm4
https://youtu.be/y7CfoIiECLE
https://youtu.be/onzycOrMzCA
https://youtu.be/gMTc9yH4-G0
https://youtu.be/i9b70KcZ_XQ


2020 - 아티클

#한국가스안전공사1

2020.06

조회수 : 46만

#한국가스안전공사

2020.06

조회수 : 3.5만

#쿠팡

2020.09

조회수 : 9.5만

#오리지널_콘텐츠

2020.08

조회수 : 3.1만

#오리지널_콘텐츠

2020.07

조회수 : 5.5만

#오리지널_콘텐츠

2020.05

조회수 : 7.2만

#한국가스안전공사2

2020.06

조회수 :2.2만

#한국가스안전공사3

2020.06

조회수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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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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