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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키워드 활용법

· ·

Why 10대 = Youtube ?

영상 노출 알고리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Do 4th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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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10대 Life cycle]

인류의 미래, 10대들은 우리의 학창시절과 흡사하다.
그들은 우측 이미지처럼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특정 경험을 몸소 실천하기 쉽지 않기에 ‘~하는 법’이 궁금한 10대.
그렇기에, How to 영상이 많은 유튜브에서 대리 경험을 하고있다.



86%
Youtube

71%
Naver

61%
facebook

52%Google

출처 : 닐슨코리아

[10대 앱 실사용 랭킹]

실제로 10대들은 네이버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
네이버가 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큰 이유는
유튜브의 성장과 유튜브를 사용하는 10대에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뷰티 브랜드에서 10대를 코어 타겟으로
잡는 경우를 거의 보진 못한 것 같다.
자! 10대가 왜 중요한지 한 번 살펴보자.



“10대는 우리 타겟이 아니에요”첫째, 미래 잠재고객
빠르면 내년쯤? 10대는 당신의 잠재 소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 당신의 브랜드를
지금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다운 에이징(Down-aging)
[다운 에이징 : 젊어 보이고 싶거나 어린 때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자신의 나이보다 젊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패션/뷰티 분야에서 다운에이징 소비 패턴이 자리잡았다.



뷰티 시장에서 연령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2018 뷰티 업계 행태를 분석해보면 10대와 20대
초반을 겨냥해 제품을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20-40대도 찾아오는 소비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30.40대는 자신보다 어린 연령대가
무엇을 쓰는지 궁금해하고 확인하면서 제품을 구매한다.

이런 흐름은 기성 뷰티 브랜드들이
Young한 모델로 교체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2018 뷰티 제품 소비 경향]

Target

10대~20대초반

Target

20대 ~ 40대

10대, 20대가
좋아하는것을
확인후구매



10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2030도 따라온다

실제 파우더룸 유튜브 콘텐츠 데이터를 봐도
10대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20, 30대들도
반응하는 걸 알 수 있다.

모든 데이터가 이렇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유튜브에선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파우더룸 유튜브 콘텐츠 인구 통계]

만 25-34세

만 35-44세

만 45-65세

40%만 13-17세

33%만 18-24세

17%

5.7%

4.5%



~하는 법을 ‘검색’으로 찾는 유튜브 유저
유튜브의 수많은 특정 검색 키워드가
국내 포털을 뛰어 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구글/네이버/다음에 검색 최적화가 있듯, 
유튜브에서도 똑똑한 검색 최적화를 통해
우리의 콘텐츠로 유입을 극대화 해야한다.



[설명]

[제목]
내용을 반영한 키워드

시리즈일 경우 넘버링 삽입

3줄 內 눈길을 끄는 정보 삽입

제목/태그에 사용된 키워드 사용

SNS/홈페이지 링크 삽입

[유튜브 검색 최적화 TIP – 제목 / 설명]

▶최초3줄까지만노출됨



[대주제] 영상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태그값

[소주제]

검색 유입을 돕는 상세 태그값

최소 20개 최대 30개 설정 추천

채널명/프로그램명, 출연자명

[유튜브 검색 최적화 TIP – 태그 삽입]



유튜브 노출 기본 로직 = 많이 보고 길게 본 영상

유튜브 콘텐츠의 유입경로는
홈피드, 추천영상, 키워드, 광고를 통해 유입이 된다.

우측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 행태를 보면

1. 유저가 영상을 재생하고
2. 재밌게 봐서 긴 재생시간을 확보하고
3. 다음에 또 보기 위해 구독을 하면
4. 당신의 모바일과 데스크톱에 자주 노출이 된다

2번과 3번을 모두 부합한다면 Best
2번과 3번 중 하나만 부합해도 그대의 콘텐츠가
앞으로 해당 유저에게 자주 노출된다.

[유튜브 콘텐츠 기본 알고리즘]

영상
재생

My
video

재생
시간

채널
구독

추천
영상



데이터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페이스북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다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좋은 서비스지만, 실제 뷰티 크리에이터나
크고 작은 MCN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브랜드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로그인하고 → 계정 Click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접속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조회수만 보는 건 빙산의 일각 –기본, 필수 데이터 확인하기]

11%

3%

0.3%

14%

0.2%

5%

61%

3%

73% 27%
[성별]

만 13-17세

만 18-24세

33%

37%

30%만 25-34세

[연령]

[콘텐츠 유입 국가]



평균 시청 지속 시간

“3 : 58”

조회당 평균 시청률

“73%”

이탈/스킵/되감기

[조회수만 보는 건 빙산의 일각 –기본, 필수 데이터 확인하기]



정리하자면

▶ 10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20-30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뷰티 업계는 이미 나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 유튜브 검색 유저를 공략하라

검색 최적화를 위해 키워드 전략을 디테일하게 설정하라

▶ 콘텐츠의 조회수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하라





Check List

캐릭터 존재 유무

명확한 프로그램 컨셉

트렌디 아이템 활용

· ·
Do 5things

·

체험/공감/도전

구독자에게 친절함



파우더룸은 약 1-2개월 전부터 ‘룸메이트’ 채널을 운영중이다.
프로그램 ‘남매공식’은 남매/남사친과 특정 주제를
정해 제품을 체험하는 예능 공감형 컨셉 채널이다.

앞서 언급한 성공 공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고
일 구독자 수가 800-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인 족적을 꾸준히 남기고 있다.

p.s - 솔직히 진짜 재밌음
영상 보고 구독 부탁해요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Skr9ZOFgDx4&t=5s


테니스

골프 축구

테니스
선수

테니스
용품

테니스
경기

[꾸준히 채널의 컨셉을 인지시켜라]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

유튜브 채널과 하위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명확한
컨셉이 있는 것이 좋다.

다양한 주제와 양질의 콘텐츠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는 “우리 채널에 오면 확실히 이건 볼 수 있어!”
라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만약 유튜브에서 스포츠 채널을 운영한다면,
테니스/골프/축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보다는
한 가지 분야의 컨셉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엘피디가 나온다!”

캐릭터 존재유무

파우더룸처럼 콘텐츠 제작사가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캐릭터와 스토리가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
“룸메이트 채널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A캐릭터를 항상 볼 수 있어!”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트렌디 아이템

크게 두가지 요소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다이소 전동 네일처럼 최근 이슈가 되는 아이템

다른 하나는 코 세척기처럼 코가 간지러운
봄에 이슈가 되는 시즈널한 제품으로 나뉜다.

콘텐츠 기획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제품과
어떤 유형의 제품과 함께 녹일지 고민하는 것이 Point!

최근 핫템
다이소 전동 네일 케어

시즈널 아이템
네일 메드 코세척기



체험/공감 콘텐츠

평소 시청자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
혹은 “실제로 나도 해봤는데!”와 같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소재와 액션이 중요하다

귀 뚫기 도전 체험

코 세척 도전/체험



구독자에게 친절함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선 충성도가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에 따르면 시청자 자신으로 인해 기획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채널 관리자가
직접 답글을 남겨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룸메이트 역시 대부분의 댓글에 채널 관리자와
콘텐츠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정성스레 답글을 달아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추가 꿀 TIP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역시 영상의 호흡이
빠를 수록 이탈율이 낮다.

또한, 인간의 3대 욕구를 활용해 공감을 얻고
충성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다.

[3대 욕구]
성욕 – 비키니 등
식욕 – 먹방 등
수면욕 – ASMR 등

영상보기 - 오빠가 여동생의 비키니를 골라준다면

p.s – 역시 성욕 콘텐츠가 난 제일 재밌었음 19

https://www.youtube.com/watch?v=vHbE6V6XbGM


이 챕터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제품이 콘텐츠를
끌고 가 “우리 광고해요”를 알리는게 아니라

‘콘텐츠가 제품을 이끌고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녹인다’로 볼 수 있다.

남매공식의 피어싱 콘텐츠를 보고 제품명을 묻는
질문이 많아 조회수가 30만 정도 됐을 때 공개를 했다.

당시 매출액이 50% 정도 증가했고 현재 조회수가
90만 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마실속보 2편 page.5에도 언급했다.
시청자가 원치 않은 정보 전달에 힘빼지 말자.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로 개발한 천연 바이오!
네덜란드 오렌지 농장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성분!

등반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께 맡기자.
우리 콘텐츠까지 산으로 가면 곤란하다.

콘텐츠가 제품을 리드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 채널의 컨셉과 캐릭터가 명확한 채널인가?

채널에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명확한 주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트렌디 아이템을 가지고 체험/공감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인가?

최근 핫 한 제품/시즈널 제품으로 체험/도전을 통해 공감을 산다

▶ 구독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채널인가?

하트, 댓글 등의 인터렉션을 지향하는 채널이여야 한다





재생수 2,772

이 캠페인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했다.

하지만, 유튜브 AI에게 무참히 버림받았다.
우리 브랜드 콘텐츠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PqrVCgwv0Q


2,700 18만 23,000

자연 유입

[5.29]

광고 유입 자연 유입

[5.23-5.29][5.22]

알고리즘 반응

Instream ad

유튜브 광고로 콘텐츠에 새 생명을 불어 넣자

유튜브 광고 : 트루뷰 인스트림 (5초 후 skip 광고)
광고비 : 350만원
재생수 : 180,000회
자연 유입 : 9배 상승

다시 돌아가서, 이 캠페인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는가?
인지도 향상이다. 

재생 수만으로도 인지도를 어느정도 유추할 순 있지만,
정량화된 데이터로 당신의 상사나 광고주에게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브 자체 서비스가 있다.



BLS(Brand lift survey)를 활용하라

영상을 시청하기 전, 이런 화면을 본적 있을 것이다.
특정 금액 이상을 광고비로 결제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유튜브 서베이 서비스이다.

크게 아래 여섯 가지를 광고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상기도 · 브랜드 인지도 · 브랜드 관심도
구매 고려도 · 브랜드 선호도 · 구매 의도

*비용 및 설문 문항은 p.36-38 참고

다음 중 최근 들어 본 적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선택해 주세요.

Youtube 설문조사

롬앤(내 브랜드)

경쟁 브랜드 1

경쟁 브랜드 2

경쟁 브랜드 3

답변 제출

롬앤 서베이 목적 : 브랜드 인지도



서베이 실험군과 대조군

유튜브 유저 1만 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본 사람 5000명과
광고의 타겟군이지만, 보지 않은 사람 5000명 두고
롬앤 브랜드의 인지도 조사를 했다

실험군
5000명

롬앤 광고를 30초 이상
혹은 끝까지 시청한 유저

대조군
5000명

캠페인의 타겟이지만
영상에 노출 되지 않은 유저



Brand Awareness

21.3%

Best in class
amongst all industry 

BLS 결과

광고 영상에 노출된 유저는
광고를 접하지 않은 유저 대비 21.3% 인지도 상승이라는
구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치는 뷰티 업계를 막론하고 유튜브 광고를 이용하는
전체 Industry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공적인 결과이다

*TIP
BLS 서비스는 애드워즈 광고 집행 전
구글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을 해야한다.

BLS 결과는 광고 집행 1주일 후
구글 담당자가 직접 이메일로 전달한다.



BLS (Brand lift survey) 유튜브 유저 대상 서베이를 통한 캠페인 목표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서비스

서베이 문항

광고 상기도 다음 중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본 적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브랜드 인지도 다음 중 들어본 적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브랜드 관심도 키워드 3-5개 선정

구매 고려도 다음 중 구매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은 브랜드(제품)를 선택해 주세요.

브랜드 선호도 다음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브랜드(제품)를 선택해 주세요.

구매 의도 만약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를 구매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LS (Brand lift survey) 광고 상기도 · 브랜드 인지도 · 브랜드 관심도 · 구매 고려도 · 브랜드 선호도 · 구매 의도



기존 보유 콘텐츠를 재활용하라

브랜드에서 새로운 영상 소재를 만들 때
긴 시간과 많은 제작비가 발생한다.

파우더룸은 유튜브 광고 소재를 직접 촬영 후 편집하거나
기존 보유 콘텐츠를 재구성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보유
콘텐츠

인스트림

범퍼광고



기존 보유 콘텐츠 재활용 1

유튜브 광고 : 범퍼애드 (6초 강제 노출 광고)
광고 목적 : 파우더룸 APP 이벤트 인지도 확산
예산 : 290만원
노출수 : 817,404

혹시 느낀게 있는가?
다시 한 번 보면 이미지가 70%, 영상이 30% 분량이다.

이미지와 영상을 결합한 브랜드 콘텐츠를
파우더룸만의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vX6s7-sBPE&feature=youtu.be


기존 보유 콘텐츠 재활용 2

유튜브 광고 : 트루뷰 인스트림 (5초 skip 광고)
광고 목적 : 전과 동일
예산 : 200만원
노출수 : 180,000
조회수 : 60,784

소재는 범퍼 애드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됐다.
달라진게 있다면, 이벤트에서 제공할
제품 상세설명과 추가 카피 정도이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E8VzeRNfi8&feature=youtu.be


광고비

노출수

조회수

유입수

범퍼 애드

2,900,000

트루뷰 인스트림

2,000,000

817,404

None

적음

180,024

60,784

약 2,000회

재활용 콘텐츠 유튜브 광고 비교

범퍼애드는 강제 광고이긴 하지만, 적합한 타겟에게
적절한 소재만 노출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확실히 높은 노출수를 확보해 브랜드 인지도에 용이하다.

인스트림은 범퍼에 비해 노출 수는 낮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깊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인게이지먼트를 확보하고 부가적으로
사이트 방문 유도에 용이하다.



트루뷰 인스트림

리마케팅

모수 확보

기타 유튜브 광고

리마케팅 진행

디지털 마케팅의 꽃 ‘리마케팅’

유튜브에서도 리마케팅이 가능한 걸 알 수 있다.
단, 범퍼애드에 노출 된 유저의 리마케팅 모수 확보는 불가!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림 광고로 모수 확보 후
1-3주 후 범퍼애드 / 트루뷰 포 액션 등의
리마케팅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자면

▶ 유튜브 예산은 광고비와 함께 책정하라

AI봇의 버림에 대비해야 한다

▶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 하라

유튜브 최적화 영상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 캠페인 목적에 적합한 광고를 운영하라

브랜딩, 인지도 확보, 이벤트 유입 등



유튜브 광고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

뷰티 광고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있는 곳



MCN - 인플루언서 섭외 매체사 - 콘텐츠 제작 대행사 - 유튜브 광고 집행



All about Youtube For Beauty

유튜브도 파우더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