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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조공업최신소개서다운로드

본 소개서는 2023년 5월 배포된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을 확인해주세요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package-univ/Download/CAREET_YOUTUBE.pdf


프로그램 소개

팬에게역조공하는팬사랑콘텐츠

가내(역)조공업



1화부터 100만조회수 + 인급동 + 트위터실트진입!

프로그램 소개



가내조공업시즌2

6월 29일부터

매주목요일 16시

캐릿유튜브채널발행
(링크) 캐릿 유튜브 바로가기

프로그램 개요

https://www.youtube.com/c/%EC%BA%90%EB%A6%BFCareet


#. 오프닝

오프닝 토크
기본/기획 PPL : 제품 USP 소개

콘텐츠 구성

#. 게스트 소개

오늘의 게스트 소개 및 근황 토크

#. 역조공템 1. 인형

게스트가 직접 제작하는 인형

#. 역조공템 2. 추천템

팬들에게 주고 싶은 추천템 소개
기획 PPL : 광희 추천 역조공템 소개

#. 역조공템 3. 포토카드

한정판 포토카드 촬영&사인

#. 마무리

역조공 소감 및 팬을 위한 영상편지



제품 USP소개 및 사용 제품 인서트 역조공템 패키징 인서트 내 제품 노출

Ep.02 기획PPL
갤럭시버즈2 프로

조회수
좋아요
댓 글

132만회
15,685개
3,230개

↑클릭 시 이동

광고 사례

https://youtu.be/FywBEQ4LvSs


Ep.03 기획PPL
원에이엠스파클링

조회수
좋아요
댓 글

95만회
45,366개
8,216개

↑클릭 시 이동

제품 USP소개 제품 소개 및 인서트 호스트의 제품 음용

광고 사례

https://youtu.be/iAgcjtFFWNQ


· 대행수수료 10%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 얼리버드 할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진행 확정 되어야 적용되며, 부킹 후 변경/취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차 활용을 원하는 경우 라이선스비(제작사)와 초상권비(출연자)가 발생하며 가격과 사용 범위는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 기본/기획 PPL은 호스트가 단독 진행합니다. 게스트 협찬 수행 필요시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별도 거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역조공템은 브랜드에서 제공하며, 대학내일은 당첨자 추첨 및 발송을 담당합니다. 단, 발송이 어려운 경우(파손/훼손 위험 등) 브랜드에서 담당합니다.
·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대학내일에 귀속됩니다

상품 내용 단가(VAT별도) 얼리버드 할인

기본 PPL 브랜드 제품/서비스 홍보
오프닝 구간, 1분 이내 USP 소개 3,000만 원 2,400만 원

기획 PPL
(역조공템)

브랜드 제품/서비스 홍보
오프닝 구간, 1분 이내 USP 소개

역조공템으로 소개+패키징 화면 노출
역조공템 선물 발송(10개)

3,500만 원 2,900만 원

별도기획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홍보(배우 출연 필수)
기타 별도 기획 별도협의 -

디지털 협찬고지 1회
브랜드 해시태그 및 링크 삽입

기본 라이선스 3개월
브랜드 SNS에 링크 공유하기 및 프로그램 로고 활용 가능 (출연진 성명권/초상권 미포함)

2차 활용 별도문의

광고 상품



· 콘텐츠 진행 확정 후 PPL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PPL 의뢰 기획 제작 및 업로드

약 1~2주 약 2~3주

홍보 소재&소구포인트

희망 릴리즈 일정

제작 시 유의사항 안내

기획안 전달

기획안 컨펌

촬영 및 편집

1차, 2차 영상 전달&피드백

최종 릴리즈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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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video.biz@univ.me

더 많은 MZ세대 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

캐릿 트렌드 레터 광고 상품 소개서

대학내일 통합 미디어 소개서

👉👉Click

👉👉Click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package-univ/Download/CAREET_MEDIA.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package-univ/Download/UNIVTOMORROW_MED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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