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님

세계 1위 #BBTVfam에 합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BBTV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이메일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절차를 읽어보시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 설정이 ‘사용’으로
지정돼있는지 확인해주세요: BBTV Support
다음 이메일에서는 수익 관련해 지급 방식과 월별 지급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단의 BBTV 파트너 오리엔테이션 안내서를 통해 BBTV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BBTV의 파트너가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
순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BTV팀 드림

**해당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으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N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님

BBTV의 공식 파트너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수익 지급 방식과 보고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요] 먼저 지급 방식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앞으로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절차를 따라 준비해주세요.
Payoneer (BBTV가 선호하는 제휴사):
BBTV 담당자를 통해 지급 방식을 Payoneer로 설정하거나 파트너 지원팀에 문의해주세요.
Paypal:
VISO 계정의 결제 포털에서 Paypal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BBTV 담당자 또는 파트너 지원팀에
문의해주세요.
정확한 계좌와 일정에 맞춰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절차를 꼼꼼하게 완료해주세요.
첫 수익은 BBTV 네트워크 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약 두 달 후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 이메일에서는 귀하의 채널과 영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BBTV의 크리에이터 툴과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BTV팀 드림

**해당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으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님

동영상 퀄리티를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BBTV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툴과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BTV의 크리에이터 서비스 플랫폼 VISO를 통해 다양한 크리에이터 툴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최근
VISO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계정이 없으신 경우, 받은 편지함에 있는 해당
이메일을 통해 지금 VISO에 가입해주세요 .
다음은 #BBTVfam이 가장 애용하는 몇 가지 툴입니다. 당사의 전체 서비스 목록을 원하신다면 BBTV 파트너
오리엔테이션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
Epidemic Sound: 30,000개 이상의 무료 사운드트랙과 효과음을 보유한 Epidemic Sound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없이 동영상을 꾸미기에 유용한 툴입니다.
VideoBlocks: 수백만 개의 동영상 및 특수 효과를 지원하는 VideoBlocks를 통해 촬영 후 전문가의 손길로
편집한 효과를 내보세요.

BBTV는 여러분의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온라인 브랜드 입지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와 손을 잡고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Hootsuite: Hootsuite BBTV 파트너 전용 할인을 통해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더욱 빠르고 쉽게
확장하세요 .
제공해드리는 모든 툴과 서비스과 함께 여러분이 보다 쉽게 최적화하고 , 더 멀리 도달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BBTV가 돕겠습니다 .
저희 BBTV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BBTV팀 드림

**해당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으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