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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추천합니다.  

브잉은 브랜드와 잠재 소비자를 연결하고 솔직한 경험을 영상에 담아 홍보 합니다.  

 

구독자 기반의 거품 낀 유튜버 마케팅은 이제 그만!  

조회수 기반의 유튜브 마케팅 플랫폼 브잉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세요.   

1. 브잉 소개 

직접 경험한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호감도, 구매욕구 상승!  

조회수 기반 유튜버 마케팅 플랫폼 ‘브잉’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93.7%)’를 가장 많이 이용 

2. 동영상 이용 행태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의 83.3%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BJ 콘텐츠를 시청하며, 시청 시 91.1% 는 유튜브로 시청 

*자료출처 : nasmedia 



기존 유튜버 마케팅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 

3. 기존 유튜버 마케팅의 문제점 

유명 
유튜버 

연예인 

유튜버 단가의 거품과 라이선스 비용 지불로 ROI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구독자가 높은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구독자대비 1/3 수준으로 마케팅효과 미비함 

5만 명 

구독자 대비 조회수 평균 % 

83% 

46% 

25% 

구독자 기준 유튜버 평균 단가 

4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광고/커머스/초상권 라이선스 비용 미포함, 포함 시 단가 상향됨 
※ 평균 라이선스 비용 유튜버 20만 미만 기준 700만원 선 
※ 구독자 대비 조회수 평균 기준 : 실제 활동중인 유튜버 600명 조사 평균 데이터  

10만 명 20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구독자가 많을 시  
높아지는 광고비 



국내 유일, 유튜버 영상 조회수 기반의 광고상품 출시! 

4. 브잉 광고상품 소개 

구독자가 아닌, 실제 영상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 유튜버 광고상품으로 합리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세요.  

브잉 유튜버 구독자 대비 유튜브 영상 실제 조회수 평균 

시나기sinagi 
구독자 8.9만명  

PPL 진행 상품 : Lofans 스팀다리미 핸디형  
https://www.youtube.com/watch?v=IJKiUV4Md3g  

PPL 진행 상품 : 아이리스 가벼운 청소기 IC-SLDC4 
https://www.youtube.com/watch?v=RX_IMzbZW1U  

pinkaboo핑카부 
구독자 7.3만명  

*브잉을 통해 진행한 모든 브랜디드/PPL 캠페인 440건 데이터 평균 값 

01  목표조회수 설정 03  목표조회수 달성 02  선 지급비용 지불 04  달성 후 지급비용 지불 

목표 조회수 달성 기간 30일 

*목표조회수 미 달성 시, 후 지급 비용 X 

103% 

구독자 대비 조회율 

187% 

총 조회수 

167,144회 

구독자 대비 조회율 

181% 

총 조회수 

127,426회 

[실제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IJKiUV4Md3g
https://www.youtube.com/watch?v=RX_IMzbZW1U


5. 단가표 

상품 상품 소개 노출보장 
목표 조회수 

(기간 : 30일)  
선 지급 비용 

후 지급 비용 
(목표 조회수 달성 시) 

기본 라이선스 

브랜디드 
유튜버의 콘텐츠 기획 역량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브랜드/상품의 특장점을 극대화하여 노출할 수 있는 상품 

영상 내  
최대 50% 

5천회 이상 

25만원 

25만원 제공 

1만회 이상 75만원 제공 

5만회 이상 

50만원 

500만원 제공 

10만회 이상 1,000만원 제공 

PPL 
유튜버의 오리지널 콘텐츠 내에 브랜드/상품의 

핵심적인 소구 포인트를 압축적으로 노출 할 수 있는 상품 

30초 내외 
(제품 1개 기준) 
*제품 1개 추가 시  

30% 할증 

5천회 이상 

25만원 

15만원 제공 

1만회 이상 50만원 제공 

5만회 이상 200만원 제공 

10만회 이상 400만원 제공 

1) 단가표의 금액은 최소금액입니다. 유튜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버의 구독자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영상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은 협찬 또는 렌탈로 협의 필요합니다. 
4) 상품을 협찬하는 경우 협찬 상품이 25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인 경우 선지급비용 협의 가능합니다.  
5) 비용 VAT별도 



6. 진행프로세스 

캠페인 
의뢰 

캠페인 의뢰 시, 필수 전달 사항 

① 목표 조회수 및 일정 
② 제품 정보 및 마케팅 포인트 
③ 희망 인플루언서 
④ 제작 시 필수 유의사항  

① 영상 수정 1회 가능 
    (범위 : 자막, 내레이션, 부분 편집) 
② 영상 재 촬영 불가  

피드백 진행 

진행 
확정 

상품 
발송 

영상 
제작 

유튜버 섭외 및 확정  
2주 

유튜버 상품 사용기간 
3~5일 

유튜버 영상 제작기간  
1주 

피드백 반영 및 수정 
1~2주 

① 유튜버 리스트 전달 및 선정 
② 협찬 상품 발송 및 사용 
③ 유튜버 : 영상기획 및 제작 

캠페인 진행순서 

1) 진행 확정 후 유튜버가 영상 기획이 완료된 단계에서 취소 시 수수료 발생 (총 비용의 100%, 유튜버 확정 후 취소 시 30%) 
 

선 지급비용 
정산 

피드백 
최종 시사 

매체 
업로드 

목표 조회수 
확인 

후 지급비용 
정산 



Thank you 

 
Contact E-mail : contact@createusinc.com 
Tel : 070.8633.1130 
 
김우연 이사 Rick kim 
E-mail : rick.kim@createusinc.com 
Mobile : 010.8769.6890 

V-ING 

VING Sales Team 
Last updated. 2021. 08.                                                                                                                                                                                          본 문서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재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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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라이선스 가이드] 

상품명 상품 소개 특징 및 조건 

상품 단가 (구독자 수 기준) 

기간 

5만 10만 20만 30만 

기본 라이선스 
브랜디드/PPL 상품 진행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항 
유튜브 더보기란 내 구매 링크 삽입 

- 유튜브 더보기란 내 구매 링크 삽입 
- 공구진행 시 별도 할인코드 제공 및 링크 삽입 가능 

무상제공 - 

편집 라이선스 
자막/BGM/ 없는 버전의 클린본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광고주 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채널 내 활용 
- 클린본 수정 시 편집본 사전 공유 필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개월 

(영상 업로드 
기준) 

광고 라이선스 영상 클린본에 대한 디지털 매체 광고 집행 권한 제공 

 
- 광고주 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채널 내 활용 
- 영상 클린본에 대한 유튜버 초상/성명권 포함 
- 구매 기능이 있는 자사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활용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3개월 

(영상 업로드 
기준) 

1) 라이선스 진행 내용 / 지면 / 소재 / 워딩 사전 공유 필수 
2) 30만 이상 유튜버 라이선스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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