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Premieres
Premieres는 크리에이터가 시사회처럼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을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최신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타임라인에 따라 Premieres를
활용하는 최고의 전략을 배워보고 Premieres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Premieres가 무슨 기능인지 모르시나요? 자세한 내용과 Premieres를
사용 설정하는 단계별 안내를 알아보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효과적인
홍보 전략

Premieres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팬은 콘텐츠

공개 전과 도중에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Premiere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

각 Premiere마다 출시 전 방문 페이지와 URL이 함께
제공되어 기대감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며

출시일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팬과
소통하기

사전 녹화된 콘텐츠에 Super Chat과 회원 전용
채팅을 결합한 방식의 Premieres는 실시간이

아닌 동영상에 주력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업로드
전략적인
편성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

Premieres를 개최할 빈도와 최초 공개에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고려하여 Premieres 전략을 수립하세요.

크리에이터 예

Wong Fu Productions
Wong Fu Productions는 'The Asian Bachelorette 2'의
최초 공개를 준비하면서 큰 인기를 끈 동영상 형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홍보 효과와 시청자 수요를
분석했습니다.

Premieres
시간 분배

매주 1편씩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출시할 때마다 Premieres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매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특별한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Premiere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채팅 준
비하기

시청자는 Premiere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즉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출시 60분~3
시간 전에 Premiere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
니다. 공개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채팅에 참
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선함
유지
실시간 채팅에 관련된 도움말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Premiere 콘텐츠는 사전 녹화되므로 예정된 채팅을 관리하고 팬을

위한 동시 시청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간 채팅 전략을 출시 전에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 예
ItsFunneh

ItsFunneh는 가장 열성적인 채널 회원에게 최초 공개
시 실시간 채팅 관리를 맡겼습니다. 열성 팬들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각 댓글 작성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홍보
및 알림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청자가 최초 공개 장소, 시간, 실시하는

이유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로드 전에 여유를 두고 최초 공개

일정을 공지하고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오면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시청자에게 알려주세요.

크리에이터 예

Leroy Sanchez
Leroy Sanchez는 ‘Preacher’의 최초 공개를 앞두고 모든 소셜
계정을 동원해 행사를 홍보했으며, 최초 공개 직전에는 모든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에게
YouTube로 이동해 시청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최초 공개
팬과
함께하기

중

시청자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합니다.
모든 최초 공개에 참석하고 최초 공개 도중 진행되는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여 소통을 원하는 팬들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크리에이터 예

iHasCupquake

iHasCupquake는 최초 공개가 시작할 때마다 참석
사실을 알리고 최초 공개 도중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최초 공개에 함께하는 시청자는 일반적으로 참여도와

충성도가 가장 높은 팬입니다. 매 최초 공개마다 전통을

만들고 채널 멤버십, Super Chat 등의 기능을 통해 시청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크리에이터 예

YOGSCAST

부가
가치

YOGSCAST의 루이스와 사이먼은 최초 공개 중 실시간
채팅에서 충성도 높은 시청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팬의 질문에 코믹하게 답하며, 회원 전용 맞춤 그림
이모티콘을 이용해 '상어를 잡자'고 독려합니다.

Premieres의 실시간 채팅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시간 해설, 퀴즈,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크리에이터 예

Rosanna Pansino

Rosanna Pansino는 'Trying My Sister’s Pregnancy Cravings!'의
최초 공개를 진행하면서 유머, 재밌는 사실, 팬과의 직접 소통을 곁들여
동시 시청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 공개 종료 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속적인
대화 유도

최초 공개가 끝나도 시청자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공개가 종료된 후에도 후속
콘텐츠를 선보이고 시청자에게 궁금한 점을
동영상 댓글에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크리에이터는 보기 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초 공개 동영상이 끝난 후에도 짧게
시청자와 실시간 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초 공개 이후의 시간은 질문에

답하고, Premiere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받고, 방송 이후 시청자를 VOD 또는
실시간 스트림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크리에이터 예

Manucraft
Manucraft는 Minecraft 주제의 동영상을 최초 공개한 후
게임 스타일의 뒷풀이를 위해 맞춤 Minecraft 서버로 시청자를
초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그 밖의 리소스는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