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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Your Big Pearl

숨은 진주같은 유튜버를 찾아라!

광고주 유튜버

Match

광고 효율 & 효과가 가장 좋은 유튜버를 찾아주는 “Big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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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수가 되어버린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런데, 누구랑 광고를 진행해야 하지..?”

“이 유튜버가 우리 광고에 제일 적합한 사람일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유튜버와 광고하고 싶다..”

“요즘 유튜버를 통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가 좋다던데..어떻게 하지?”



1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솔루션, 빅펄 플랫폼입니다.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집행 시 프로세스>
총 프로세스 소요 기간 : 2주~4주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집행만 결정하신다면, 
‘유튜버 탐색’부터 ‘광고 효과 측정’까지 빅펄이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 유튜버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후, 해당 장에서의 진행을 서포트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기술합니다.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빅펄광고주

간접 개입*직접 개입 직접 개입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최적의
유튜버 탐색

유튜버 매칭 광고 계약
스토리라인 & 
촬영 계획 합의

영상 검수 & 
업로드 확인

광고 효과 측정



1 다양한 카테고리의 회사들과 수차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2 Why Bigpearl ?

광고 가능한 모든 유튜버 탐색 & 최적의 유튜버 매칭

첫 번째,

광고 가능한 5만개의 채널 정보 실시간 수집
A.I.를 통해 채널 컨텐츠와 시청자/구독자

특징을 파악하여 최적 유튜버 매칭



2 Why Bigpearl ?

1:1 맞춤 솔루션 제시

두 번째,

광고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더라도, 상담원과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

광고 목적과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맞춤 솔루션 제시

사이트 우측 하단, ‘1:1 상담받기’를 통해 상담원과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팁&가이드 제공



2 Why Bigpearl ?

유입링크 최적화 및 광고 효과 측정

세 번째,

시청자 UX를 고려한 최적 위치 CTA 삽입 광고 집행 후 광고 효과 측정

<광고 KPI 레포트 예시>

크리에이터 별 최적의 CTA 삽입 방안 진행

• 상단 댓글 고정
• Inline Link
• 더보기란 등

• KPI 레포트 제공
• CPM, CPV, CPMIN*, CTR 등의

광고 결과 제공
• 유입시킬 브랜드 사이트에 Google 

Analytics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오가닉 유입/전환 통합 분석 가능

* Cost per minute의 약자로, 광고가 노출된 부분에 대한 시청자 데이터 관련 단가



3 전체 프로세스(1/4)

1
빅펄ad 사이트 (https://ad.bigpearl.io/)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2
로그인 후 캠페인 신청을 하여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집행 결정

총 프로세스 소요 시간 : 50~60분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빅펄광고주

간접 개입직접 개입 직접 개입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최적의
유튜버 탐색

유튜버 매칭 광고 계약
스토리라인 & 
촬영 계획 합의

영상 검수 & 
업로드 확인

광고 효과 측정



3 광고 신청 - 회원가입

1
빅펄 ad 사이트 접속
(https://ad.bigpearl.io/)

2

1 2

<이미지상 순서> <순서>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광고주 회원’으로 가입



3 광고 신청 - 캠페인 신청(1/3)

1

2
1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2 좌측 상단의 ‘추천’ 탭 클릭

3 ‘추천’ 탭 내의 ‘캠페인 신청’ 클릭

<이미지상 순서> <순서>

3



3 광고 신청 - 캠페인 신청(2/3)

1

1 캠페인 신청 양식 작성*

1.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작성
- 광고 대상 종류
- 광고 대상 이름
- 광고 대상 소개서 (선택)
- 광고 대상 이미지 (선택)
- 광고 대상 세부설명

2. 광고 목적 작성
- 광고 목적
- 광고 타겟 고객 성별
- 광고 타겟 고객 연령
- 타겟 고객 구체화

3. 예산 및 일정
- 예산
- 영상 업로드 희망 기간
- 추가 요청 사항 (선택)

2

2 캠페인 신청 양식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이미지상 순서> <순서>

* 40~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광고 신청 - 캠페인 신청(3/3)
<결과>

신청이 완료됨을 확인

1

1



3 전체 프로세스(2/4)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빅펄광고주

간접 개입직접 개입 직접 개입

1

총 프로세스 소요 시간 : 5일~14일

최적의 유튜버 탐색 & 
탐색된 유튜버 리스트 제시

• 리스트 제시 양식 : 
‘익명ID, 구독자수 & 예상 조회수 & 시청자
참여도 등 채널 자체 지표와 시청자 관련 지표, 
가격, 기타 사항 등
(※ 채널명은 직접 제시되지 않습니다)

2 추천 리스트 내에서 광고주가
매칭 유튜버 최종 선정

3 광고 매칭 완료 & 계약 체결

• 매칭된 유튜버들에 한정하여 ‘빅펄과
광고주 간’에 광고 계약서 작성(서면 혹은
유선을 통해 작성)

• ‘빅펄과 각 유튜버 간’에 광고 계약서 작성

4 결제

• 계약서 작성 후
광고주의 결제 진행

• 세금 계산서 처리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최적의
유튜버 탐색

유튜버 매칭 광고 계약
스토리라인 & 
촬영 계획 합의

영상 검수 & 
업로드 확인

광고 효과 측정



3 전체 프로세스(3/4)

1

총 프로세스 소요 시간 : 7일~14일

유튜버와 광고주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형성

2
빅펄은 중개자로서 참여하여 광고주와
유튜버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주도

• 스토리라인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사항, 촬영 계획 시
언급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 영상 검수 시기 등, 영상
업로드 전 논의되어야 할 필수 대화 요소를 적시에
제시하여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한정 & 최적화를 주도

• 자막, 편집은 최대 2회까지 수정 요청 가능, 재촬영은
최대 1회 요청 가능

3 유튜버의 영상 업로드

• 논의에서 합의된 영상 업로드일에
유튜버 채널에 영상 업로드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빅펄광고주

간접 개입직접 개입 직접 개입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최적의
유튜버 탐색

유튜버 매칭 광고 계약
스토리라인 & 
촬영 계획 합의

영상 검수 & 
업로드 확인

광고 효과 측정



3 전체 프로세스(4/4)

1

총 프로세스 소요 시간 : 1일

광고주에게 KPI 레포트 제공

• 빅펄ad 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필요시 메일 등의 타 수단을 통해 수령 가능

2 광고 캠페인 종결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빅펄광고주

간접 개입직접 개입 직접 개입

유튜버를 통한
광고 진행 결정

최적의
유튜버 탐색

유튜버 매칭 광고 계약
스토리라인 & 
촬영 계획 합의

영상 검수 & 
업로드 확인

광고 효과 측정



4 진행 사례 - 콴다

콴다 X 빅펄

3번+의 빅펄 서비스 이용. 
첫 Google Playstore, AppStore 동시 1위 달성

조회수 307,546

클릭수 5,683

CPA
(설치 후 가입 기준)

583.9

대표 캠페인 (1) 대표 캠페인 (2)

※ 지표는 영상 업로드 후 7일 기준으로 계산

조회수 80,859

클릭수 2,427

CPA
(설치 후 가입 기준)

432.9



4 진행 사례 - 트로스트

※ 지표는 영상 업로드 후 7일 기준으로 계산

트로스트 X 빅펄

3번의 빅펄 서비스 이용.
적절한 타겟을 선정해,

기업이 지향하는 퍼포먼스에 맞게 효율을 달성

대표 캠페인 (1)

조회수 46,656

클릭수 1,337

CTR 2.86



4 진행 사례 - 해피문데이

※ 지표는 영상 업로드 후 7일 기준으로 계산

해피문데이 X 빅펄

2번의 빅펄 서비스 이용.
LTV가 높은 타겟을 선정해 효과적인 퍼포먼스 창출.

45일 후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 달성

대표 캠페인 (1)

조회수 11,151

클릭수 493

CTR 4.42



감사합니다

Email :
elin@bigpearl.io (유성현)

Contact :
02-6080-6111

Address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서울대학교) 
창업가정신센터 32-1동 306호 빅펄 주식회사

BIGPEARL, Inc.  All Rights Reserved

문의사항 & 서비스개선을위한피드백은
아래의연락처로말씀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