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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캡의 모든 콘텐츠 마케팅 상품은 뷰수(View Count)에 대한 보장을 해드립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과 비례하여 커지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네오캡에서 덜어드립니다.



PPL

BRANDED AD

스튜디오 제작

채널 운영/관리

90~120

150~

200~

협의

600만

1,000만

1,400만

6,000만

개런티 CPV (원) 최소예산

* PPL의 경우, 오프라인 미팅시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 PPL, Branded AD 의 경우, 제작기간은 최소 3주 이상
소요됩니다.  

* 개런티 달성 기간은 기본 1개월 이상입니다.

* 스튜디오 제작 기본 투입 인력: 
카메라 2대 이상, 작가 1명, 연출 1명 조연출 1명

*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른 추가인력은 별도 상의

가이드

OVER VIEW
- CPV 관점의 상품 개요
- 크리에이터 제작 / 스튜디오 제작 / 채널운영 상품



PPL

BRANDED AD

정보요청

- 진행가능한 최소예산
- 제품 및 프로모션 관련정보
- 콘텐츠 업로드 일정

크리에이터 선별 및 선택

적합한 크리에이터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광고주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받고 제작 진행

광고주/크리에이터 전체 기획 미팅
+ 1차 편집본 컨펌및 수정

콘텐츠 업로드 및 결과보고서

콘텐츠 업로드 및 심층 결과보고서

PROCESS
- PPL과 브랜디드 콘텐츠의 프로세스 비교표 입니다.
- 스튜디오 제작과 채널 운영/관리 상품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PPL 상품

- 최소한의 개입으로 합리적 결과
- 신속하고 저렴하게 결과 도출

“최소한의 절차로 조회수 성과를 내고싶으신 분”1

개런티 CPV 최소예산

90원 부터 600만원 1~2클립

조합예시

예산 2000만원 최대 조회수 구성 (cpv 90원)
> 5~7개 콘텐츠 제작 + 개런티 뷰수 22만뷰

*PPL 상품의 경우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진행결과에 대한 심플한 보고서로
마무리 됩니다. 기본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기획과 미팅 유무, 보고서 레벨에 따라 단가상승이 있습니다.



BRANDED CONTENT 상품

-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메시지 전달
- 오프라인 미팅을 통한 구체적인 기획 가능

“기획 협의와 성과창출, 모두 원하는 분”2

삼대장 x GS칼텍스

”평균연령 9.5세 야생의 초딩들과 조우한 삼대장!” 2018.4

1CLIP 최대 조회수 27만

"GS칼텍스와 함께한 젊은타겟의 콘텐츠.
어린아이와 크리에이터의 합작으로 제작"



SM c&c with NTP

“Girls' High School” 2015.11

1CLIP 최대 조회수 39만

"에프엑스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팬과의 거리 1cm, 'f(x)=1cm' "

기획 제작 상품

- 전문 스튜디오 제작
- PD, 연출, 엔지니어, 작가, 후반작업 까지
체계적 전문적인 제작

“전문인력이 투입된 퀄리티있는 스튜디오 제작 상품”3



채널 운영/제작

- 광고주의 유튜브채널을 운영및 관리해주는 상품
- 장기간 관리가 안된 채널의 소생 모색 가능

“채널의 시작을 함께, 운영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4

채널 스타트 패키지 (6개월)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허브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 패키지입니다.
주당 1회정도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뷰수 개런티를 통해 안정적인 시작과
구독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가 : 7,500만원
콘텐츠 수량 : 22건 (일반 콘텐츠 16건 + 기획 시리즈물 5건 + 스페셜 클립 1건)

+ 채널관리 / 썸네일 / 채널아트 / 월별 보고서

CPR 운영 패키지 (6개월)

기존 운영하던 채널의 소생및 확장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긴밀한 협의와 기획회의 후 KPI를 설정하고 6개월 이상 리소스를 투입하여
목표에 도달할수 있도록 합니다.

단가 : 협의
콘텐츠 수량 : 협의

+ 채널관리 / 썸네일 / 채널아트 / 월별 보고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