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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Intro: definition

#숏콘�
#소셜타이징  #숏클립�
#콘테스트  #콘텐츠�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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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야 본다!
영상 콘테스트 플랫폼 숏콘!

“숏클립” 과 “콘테스트/콘텐츠”가 합쳐진 “숏콘”은
기업이 개최한 12초 내외의 콘테스트에 �
소비자가 참여하여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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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광고(Advertising)가 �
합쳐진 신조어 입니다.

기업이 독자적을 주도하여 제작하는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
광고의 제작이나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
광고입니다. 동영상 속 스토리에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나 �
브랜드를 삽입하여 적극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마케팅 입니다.

Insight 01_  
소셜타이징 (Socialtizing)

숏콘 서비스 소개서 for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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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광고 · 홍보용 동영상의 약 73%가 2분 이하로 제작된 �
숏클립 형태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마케팅 동영상 평균 길이가 점차 짧아지며 �
숏폼 콘텐츠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1.

2.

Insight 02_ 
숏클립 (Short Clip)

숏콘 서비스 소개서 for Client

연도별 광고홍보용 영상 평균 길이 변화 추이

광고홍보용 영상 길이 분포

2018년 광고 • 홍보용 영상의 평균 길이

13.14분

2016

0 60 120 240 600 1200 1200+

(단위: 초)

2017 2018 *출처: Vidyard, 2019 Video in Business Benchmark Report

*출처: Vidyard, 2019 Video in Business Benchmark Report

6.07분
4.07분

2년 사이 짧아진 영상 길이

2분 이하  
숏클립 영상

10분 이상  
제작된 영상

4.07min.

-9.07sec.

73% 8%
49% 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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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디어에서 광고 상품을 숏폼 형태로 출시할 전망으로, �
숏폼 형식의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19년 소비자 조사 결과, 브랜드 인지 및 정보 전달 측면에서 �
15초 이하 숏클립의 광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1. 2.

Trend: 소셜타이징 + 숏클립

동영상 광고 시청 시 선호 길이 주요 미디어 숏폼 광고 상품

Q1. 브랜드/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에 남긴다 TikTok
네이티브 형식�
인피드 광고

Youtube�
6초 �

동영상 광고

피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네이티브 형식의 영상광고

6초 이내의 영상 광고에 스킵 기능이 �
제공되지 않아 몰입도를 극대화

Q2. 브랜드/제품을 이해하고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출처: 2019 메조미디어 리서치

[Base: 전체 응답자, N=1,000 / 단위: %]

15초 이하 87.5%

15초 이하 73.7%

49.8

24.9

5초

5초

15초

15초

30초

30초

45초 이상

45초 이상

37.7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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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기업 또는 콘테스트 개최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영상 준전문가 등)

Solution: 숏콘

숏콘은 소셜타이징과 숏클립.을 통해 소비자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숏콘에는 다양한 재능과 끼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은 홍보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원하는 �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형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콘테스트 의뢰

수상작 콘텐츠 활용

콘테스트 개최

영상 제작 응모

숏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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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Type 01_ 
Meme

클라이언트가 '쉽고', '재미있는' 소스를 제공하면 �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완전한 콘텐츠로 완성하는 �
형식의 콘테스트. �
ex. �#아무노래챌린지�

#아이스버킷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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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Type 02_ 
Commercial

기업이 요구하는 컨셉에 맞춰 유저의 아이디어로 �
콘텐츠를 기획, 촬영, 제작하는 콘테스트.�
ex. �#테라_청정한순간포착�

#MBN_건강미뽐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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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Type 03_ 
Review

기업 제품 리뷰형 콘테스트. �
단독 콘테스트나 2차 이벤트로 활용 가능한 유형�
ex. �#로치아_신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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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Service

#절차와_비용�
#콘텐츠_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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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콘 for Client

절차도 짧고 빠르게, 짧으니까 쉽게, 콘텐츠 활용까지!
콘테스트 기획, 등록, 진행 상황 확인, 
그리고 심사까지 모두!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30초 영상 길이 제한으로 참가자의  �
진입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

없어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된 영상 중 수상작들은 �
기업의 2차 마케팅 소재로 활용 �

가능합니다.

숏클립 + 소셜타이징 플랫폼 숏콘에서 트렌디한 결과물과 홍보 효과를 기대해보세요.�
#소셜타이징을_통한 #소비자가_직접_만드는_콘텐츠 #바이럴_마케팅의_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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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스트 등록 절차 및 비용

* 콘테스트 등록 플랫폼 수수료: 총 상금액의 25%
* 기획 콘테스트 별도: 콘테스트 기획 및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가이드 영상 제작

* 각종 SNS 채널 활용: 유니콘 전용 SNS 채널을 통한 콘테스트 홍보

* �콘테스트 개최 비용 및 정책 사항에 관한 문의는 hyperc@hyperc.io 로 �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답변/연락 드리겠습니다.

1. 회원가입

6. 수상작 활용

2. 상금 정보 입력

5. 심사 및 수상

3. 상세정보 입력

4. 콘테스트 개최 및 진행

담당자 정보, 콘테스트 개최일시 �
등 기본 정보 입력

원하는 수상작들은 기업에서 �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상금 책정 및 상금 배분 퍼센테이지 �
설정 (총 상금 25% 수수료)

콘테스트가 종료되면 앱을 통해 �
심사와 수상을 진행합니다

콘테스트에 개요 등 상세 정보 입력 �
및 참고 자료 등록 (영상/사진)

정해진 개최날짜에 맞춰 콘테스트가 �
진행되며 응모작들이 취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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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영상 제공

필요시 숏콘에서 직접 콘테스트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가이드 유형 1: 기업이 원하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의 재능과 끼를 자극하여 참여 유도

가이드 유형 2: 콘테스트 참여 방법과 콘테스트에 대한 추가 설명, 브랜드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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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효율 
원하는 콘테스트가 있고 정확한 컨셉을 잡아 콘테스트를 
개최를 한다면 최소 100만원으로도 콘테스트를 개최해 �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아이디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원하는 수상작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실시간 데이터
콘테스트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 반응을 데이터로 볼 수 �
있어 콘테스트의 확산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결과물
춤, 노래, 리액션, 필터 활용, 성대모사 등 홍보하고자 �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콘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콘테스트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럴 효과
콘테스트가 종료된 후에도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 �
각종 매체에 퍼진 링크들을 통해 콘텐츠에 트래픽이 �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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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App Features

#숏콘이라서_가능한
#핵심기능_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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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01_ 
음원 제공

크리에이터에게는 창작의 한계를, �
클라이언트에게는 콘텐츠 유통 및 활용의 제한을 주지 않기 �
위해 자체 음원/음반사 계약 체결을 통해 콘텐츠 활용에 대한 �
2차적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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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02_ 
간편한 콘테스트 관리

콘테스트 내용, 일정, 상금 배분 모두 자유롭게 설정 �
가능합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심의 통과된 콘테스트는 �
개최일에 맞춰 공개되며, 콘테스트가 종료되면 심사하기를 �
통해 수상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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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03_ 
실시간 레포트

나의 콘테스트의 대한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추후 개최하는 �
콘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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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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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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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Client: MBN
Project Name: 나의 인생 음식 

Client: MBN
Project Name: 건강미 뽐내기

Client: 도미노피자
Project Name: 리핫치로 바꿔줘

Client: 테라
Project Name: 이 순간이 청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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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주)하이퍼씨 HyperC Co., Lt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5층 (필동2가, 충무빌딩)�
문의: hyperc@hyperc.io
COPYRIGHT ⓒ HyperC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