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콘텐츠 프로덕션 영상 제안    

브랜드의 성격과 니즈에 맞춘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브랜드의 철학과 제품을 표현하는 바이럴 영상 기획 및 제작  

콘텐츠 전문 기업, 가야 미디어 



프로덕션 영상 제작 견적    
✓  브랜드의 성격과 니즈에 맞춘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  브랜드의 철학과 제품을 표현하는 바이럴 영상 기획 및 제작  

NO. 구분 영상 금액 

1 브랜드 행사   200만원 

3 하우투 / 뷰티 리추얼   400만원 

4 제품 영상   200만원 

5  화보 영상   200만원 

6 브랜드 북 스케치 영상   200만원 

7 VLOG (F&B)   200만원 

8 Youtube 바이럴   1,000만원~ 

9 브랜드 필름 A   3,000만원~ 

10 브랜드 필름 B 1,000만원~ 

https://www.youtube.com/watch?v=bzprueeuez8&list=UUcS3Ci4W2cqeJ-XV-9yNx5A&index=35
https://www.youtube.com/watch?v=PPp6bVJ5VW0&index=2&t=0s&list=PLCveXc6r4XejviFiTPYkBJ24ARLrEg7fV
https://www.youtube.com/watch?v=sngTyEVkWSk&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GOtJRTPSjjQ&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4
https://www.youtube.com/watch?v=YqlRnR1E03Y&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8
https://youtu.be/aJEzOy4Cimg?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
https://www.youtube.com/watch?v=LkCPKKqUe_0
https://www.youtube.com/watch?v=35eS4_jlmIA
https://www.instagram.com/p/BrSEL5sg7lU/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브랜드 행사   

캐딜락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행사 스케치  1분 이하 2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인플루언서 또는 모델 체험이 필요한 구성의 경우, 비용 추가 등 별도 협의   

 

* 행사 장소와 촬영 시간, 촬영 스텝 등 구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별도 협의 

https://www.youtube.com/watch?v=bzprueeuez8&list=UUcS3Ci4W2cqeJ-XV-9yNx5A&index=35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뷰티 리추얼  1분 이하 4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스튜디오 촬영 기준 

* 모델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 포함 

* 여러 제품의 다양한 스토리 전개 시 별도 협의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하우투 (뷰티 리추얼) 

설화수 / 쉬어래스팅 메이크업 

https://www.youtube.com/watch?v=PPp6bVJ5VW0&index=2&t=0s&list=PLCveXc6r4XejviFiTPYkBJ24ARLrEg7fV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제품영상  1분 이하 2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스튜디오 촬영 기준 

* 여러 제품의 다양한 스토리 전개 시 별도 협의 

* 비주얼 디렉터 섭외 시 별도 협의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제품 영상 

스와로브스키 

https://www.youtube.com/watch?v=sngTyEVkWSk&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9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화보영상  1분 이하 2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매거진 화보 진행 시  동반 촬영 기준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화보영상 & 브랜드 북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브랜드 북 

스케치 
 1분 이하 2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매거진 브랜드 북 진행 시  동반 촬영 기준   

PXG / 브랜드북 

패션화보 

https://youtu.be/aJEzOy4Cimg?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
https://www.youtube.com/watch?v=GOtJRTPSjjQ&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4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F&B 

V LOG 

(3편) 

 1분 이하 200만원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시리즈 3편 기준  

* 여러 제품의 다양한 스토리 전개 시 별도 협의 

* 푸드 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 렌탈 비용 별도 협의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V LOG (F&B) 

토마토라면  

https://www.youtube.com/watch?v=YqlRnR1E03Y&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8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유튜브 바이럴   1,000만원 ~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제공  

   (매체 택 1)   

비고 
* 작가료, 타이틀 작업, CG 작업, 스튜디오 렌탈 비용 포함  

* 모델 섭외 시 별도 협의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유튜브 바이럴 

강남언니 

https://www.youtube.com/watch?v=LkCPKKqUe_0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디지털 컨텐츠 프로덕션 영상    스페셜 기획영상 

MERCEDES - BENZ / 울릉도 

바카라  크리스마스 트리 / 파라다이스 시티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스페셜 기획 A  1분 이하 3,000만원~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드론 촬영 포함 

• 국내 로케이션 기준 (예시 영상 3박 4일 촬영) 

* 브랜드 필름의 경우 기획과 장소, 촬영 요소 등에 따라 비용 협의 필요 

NO. 구분 러닝타임 기본 단가 제공사항 

1 스페셜 기획 B  1분 이하 1,000만원~ 

 - 브랜드 보유 디지털 채널 전용  

 - 더네이버,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코리아 SNS 노출 1회 제공  

   (매체 택 1)   

비고 
* 타임랩스 타입 

* 1~2 day 촬영  

브랜드 필름 A 

브랜드 필름 B 

https://www.youtube.com/watch?v=35eS4_jlmIA
https://www.instagram.com/p/BrSEL5sg7lU/


APPENDIX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 브랜드 행사 

▪ 하우투  ▪ 제품 영상 

▪  화보 영상  ▪  VLOG (F&B) 

https://www.youtube.com/watch?v=MDGvy_DA1G4&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1
https://youtu.be/TUIYHJNGCCM?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
https://www.youtube.com/watch?v=epcW-J5j0Vs&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27
https://www.instagram.com/p/Bxv_j6QnP0O/
https://www.youtube.com/watch?v=KlgakMH7z_4&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9
https://www.youtube.com/watch?v=u5xfUZ_2qgY&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20
https://www.youtube.com/watch?v=tp32QgQbipI
https://www.youtube.com/watch?v=nFQe8ltwk5E&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21
https://www.instagram.com/p/Bw_VHDVhXFc/
https://www.youtube.com/watch?v=qUp4_m0dsPA&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22
https://www.youtube.com/watch?v=OKmm1Tf7WwE&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1
https://www.instagram.com/p/ByQVGV4hkg2/
https://www.youtube.com/watch?v=vRO-dXf9tmA&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7
https://www.youtube.com/watch?v=-9E4-uuX96o&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vO7yh1qZOLc&list=PLH8t5qAW8-4ZyFvDWkC4zhlHR1a7CzG6l&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QyWcj4qreMY&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6
https://www.youtube.com/watch?v=sDe4718am1w&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23
https://www.youtube.com/watch?v=aT21JIO3V9w&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5
https://www.youtube.com/watch?v=cZ3lDs1Xu-4&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6
https://www.youtube.com/watch?v=YEbAlSfoUTs&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9
https://www.youtube.com/watch?v=56lDd64ckzI&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28
https://www.youtube.com/watch?v=r6SLPFV798w&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26
https://www.youtube.com/watch?v=5c7Rvch5Umw&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4
https://www.youtube.com/watch?v=e2zXEQJ62ZQ&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3


APPENDIX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 브랜드 필름  

▪인터뷰 

▪ 작품소개 및 문화 행사 

▪ 인포 & 엔터테인먼트 

https://www.youtube.com/watch?v=FHHN-sVjdI8&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UY1sYtcArqE&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7
https://www.youtube.com/watch?v=h0CwgUBUUjk&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2
https://www.youtube.com/watch?v=iIiB0LPfRIw&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tagjk9KYBGI&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VEEhcF91Lg4&list=UUcS3Ci4W2cqeJ-XV-9yNx5A&index=25
https://www.youtube.com/watch?v=wtoBuQzgFyE&list=PLs-yC00Fik2SxYsHRtBD7mVjURWc0ioyQ&index=15
https://www.youtube.com/watch?v=GlVr1CHLVEQ&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6
https://www.youtube.com/watch?v=5uASes_FN2g&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4
https://www.youtube.com/watch?v=BIGzh16bKLw&list=PLs-yC00Fik2SDqUKR5rBifmVra3s2m4Yq&index=13
https://www.youtube.com/watch?v=PIuLwA6UrvE&list=PLDfSz_5N6KlGnIxK4ISLkhFI9HFOUBixy&index=2
https://www.youtube.com/watch?v=VQug5ov-G8Y&list=PLDfSz_5N6KlGnIxK4ISLkhFI9HFOUBixy&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j3bAwpMlyoE&t=296s
https://www.youtube.com/watch?v=28b-yrDFFJE
https://www.youtube.com/watch?v=8yaP8cURo1A&list=PLDfSz_5N6KlH6CkM5SpCPwzpSd5mviF_G
https://www.youtube.com/watch?v=u3tc9q3kvUI&list=PLDfSz_5N6KlH6CkM5SpCPwzpSd5mviF_G&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L_GxBRRFiww&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2
https://www.youtube.com/watch?v=35eS4_jlmIA
https://www.youtube.com/watch?v=myApmmxrIRk&list=PLs-yC00Fik2TwyIPhiMW3kfWpP7fZyqG7&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Px2zlitL-JE
https://www.youtube.com/watch?v=BNYex1zXXWE
https://www.youtube.com/watch?v=ZUPMdhC-bdA&list=UUcS3Ci4W2cqeJ-XV-9yNx5A&index=1


E. O.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