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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랩소개

Who Is KIWE?

키위랩은 숏폼에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입니다

다양한 셀럽과 브랜드의
숏폼 소셜 계정 매니지먼트경험으로

MZ세대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작합니다

3초안에시청자를사로잡는
숏폼콘텐츠를만듭니다



키위랩소개

KIWELAB,
MZ를사로잡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모바일, SNS등 IT와 친숙하며 트렌드에 민감
61.8%가 경제 활동 중이며, 소비와 관련해 셀럽의 영향력이 큼M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즉시 구현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숏폼 콘텐츠의 핵심 소비층인 MZ는 물론 다양한 연령대를 사로 잡습니다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일찍이 노출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성장하고,콘텐
츠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Z
미디어콘텐츠유통시장에서강력한영향을미치는세대로,

빠르고강력하게 MZ를사로잡는숏폼이필수!

15세 - 39세
17,366,041명

총인구
51,422,507명

MZ세대



키위랩소개

KIWELAB,
MZ에강하다

MZ를 공략한 숏폼 콘텐츠를 '펀생산' 하고,'펀소비'로 이끕니다
키위랩은 영화 및 게임과 커머스 분야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 성공률을 높입니다

Z세대의 선호 동영상 길이를 고려하여 광고숏폼 콘텐츠를 제작,
순식간에 Z세대를 사로잡는 홍보 활동 및 마케팅 가능!

1020세대가(Z세대) 선호하는 동영상 시청 길이는 15분 내외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 소비가 높음

연령별 선호 동영상 길이 MZ맞춤광고/홍보용숏폼노출도 UP!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출처: Vidyard



키위랩소개

1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광고 정보 각인에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 합니다

출처: Vidyard

숏폼플랫폼에서의
신규홍보활동및브랜드홍보가대세!

신곡홍보활동
지코의아무노래챌린지

브랜드(제품) 홍보
이시영의샴푸광고

브랜드(제품) 홍보
해시태그챌린지



키위랩소개

다양한 셀럽들과장르를넘나드는 파격적인콜라보
콜라보

MZ

발빠르게성장하는키위랩의 브랜딩노하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셀럽과 브랜드의
다양한 콜라보를 시도하고, 긍정적인 이슈 메이킹을 유도 합니다

오리지널
키위랩 오리지널콘텐츠제작 및 편집

숏폼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와 뜨거운 반응을 기록하는 콘텐츠와
MZ세대를 사로잡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합니다

숏폼의 핵심 소비층을 사로잡는 콘텐츠 아이디어로 제작된
키위랩의 브랜디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유저들에게 노출되어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키위랩소속크리에이터

이시영

최준 이유비

이이경

최현우

최시원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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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플랫폼
- 숏폼 마케팅
- 소셜 계정 매니지먼트
- 키위랩 클라이언트



숏플랫폼 (틱톡/IG)

틱톡@leesiyoung38 인스타그램 leesiyoung38

틱톡팔로워

1670만
인스타그램팔로워

294만
※2022. 01.11기준

이시영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계정 연결 됩니다.

https://www.tiktok.com/@leesiyoung38?
https://www.instagram.com/leesiyoung38/?hl=ko


숏플랫폼 (틱톡/IG)

틱톡@davidsiwonchoi 인스타그램siwonchoi

틱톡팔로워

74만
인스타그램팔로워

832만

최시원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계정 연결 됩니다.

※2022. 01.11기준

https://vt.tiktok.com/ZSeuNeYR2/
https://instagram.com/siwonchoi?utm_medium=copy_link


숏플랫폼 (틱톡/IG)

틱톡팔로워

280만
인스타그램팔로워

81만

이이경

틱톡@lee2kyung 인스타그램luvlk89
※2022. 01.11기준

https://www.tiktok.com/@lee2kyung?
https://www.instagram.com/luvlk89/?hl=ko


숏플랫폼 (틱톡/IG)

틱톡@choi___joon___ 인스타그램 choi___joon___

틱톡팔로워

14.5만
인스타그램팔로워

17.2만

최준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계정 연결 됩니다.

※2022. 01.11기준

https://www.tiktok.com/@choi___joon___?
https://www.instagram.com/choi__joon__/?hl=ko


숏플랫폼 (틱톡/IG)

틱톡@kiki_yubi 인스타그램 yubi_190

틱톡팔로워

9.5만
인스타그램팔로워

135만

이유비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계정 연결 됩니다.

※2022. 01.11기준

https://www.tiktok.com/@kiki_yubi?
https://www.instagram.com/yubi_190/?hl=ko


숏플랫폼 (틱톡/IG)

틱톡@magicianchoi 인스타그램 charmingchoimagic

틱톡팔로워

12.6만
인스타그램팔로워

5.7만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계정 연결 됩니다.

최현우

※2022. 01.11기준

https://www.tiktok.com/@magicianchoi?
https://www.instagram.com/charmingchoimagic/?hl=ko


숏폼마케팅 (이시영 IG릴스)

헤어제품_ 에이바이봄 가전_ 다이슨청소기 화장품_ 닥터자르트크림 화장품_ 아이오페 화장품_ 믹순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VB8c5TrxPD/?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reel/CQNrRKDnHUb/?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reel/CUd41_KrMqk/?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reel/CO2UbLhHMY5/?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reel/CO2UbLhHMY5/?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reel/CXAIkbDMrOM/?utm_source=ig_web_copy_link


파리바게트_ 민트초코컬렉션 질레트_히트드레이저 카카오웹툰

숏폼마케팅 (이시영틱톡)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PRADA_ BucketChallenge

https://www.tiktok.com/@leesiyoung38/video/6974569222005361921?_d=secCgwIARCbDRjEFSADKAESPgo8cJwBB5pPw9oBCKsL8hEjxLBStdYxtuXIOQAPNTpbg3%2F1zDKKna1eT3bbHM9yabFp43kicoOLuuokj6WxGgA%3D&checksum=935aa765979f806ddd02263b98851cace584689cb4ad46e07135f5b2443159c7&language=ko&mid=6974568946594859777&preview_pb=0&region=KR&sec_user_id=MS4wLjABAAAAXBNGN-vkHAuwVcJVUl4-Al7YYucL1PmBEA8qwiQHeqXd1vY2JnYu1kXIZsu-OeHr&share_app_id=1180&share_item_id=6974569222005361921&share_link_id=C422A134-5AF0-4B3B-B78F-C114A9B6F0D2&source=h5_t&timestamp=1637131702&tt_from=kakaotalk&u_code=d9200eg495053f&user_id=6751611096060560385&utm_campaign=client_share&utm_medium=ios&utm_source=kakaotalk&_r=1
https://www.tiktok.com/@leesiyoung38/video/6926713176134339842?sender_device=pc&sender_web_id=7013240835358197250&is_from_webapp=v1&is_copy_url=0
https://www.tiktok.com/@leesiyoung38/video/6991724657397271809?sender_device=pc&sender_web_id=7013240835358197250&is_from_webapp=v1&is_copy_url=0
https://vt.tiktok.com/ZSeQfCHPc/


라네즈_ 래디언씨크림(시리즈광고3편) 칭따오논알콜릭

숏폼마케팅 (이이경틱톡/ IG릴스)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https://www.tiktok.com/@lee2kyung/video/6994262696354958593?_d=secCgwIARCbDRjEFSADKAESPgo8A5WuLbHFTsrANTMYO8d4kdM%2Bb9BvgcWO37BoBedIUXdP%2B44eetygc3vtQ9rlg1PGC59PQjLSs821YLGUGgA%3D&checksum=c2c31f8448bacde996a884ac1d0f3be9790303c3fbb3eab1e9e19a5a6c6a5cc9&language=ko&mid=6994262585054857986&preview_pb=0&region=KR&sec_user_id=MS4wLjABAAAAXBNGN-vkHAuwVcJVUl4-Al7YYucL1PmBEA8qwiQHeqXd1vY2JnYu1kXIZsu-OeHr&share_app_id=1180&share_item_id=6994262696354958593&share_link_id=86AF559D-E823-4248-A8E0-99DDCA515861&source=h5_t&timestamp=1637136443&tt_from=kakaotalk&u_code=d9200eg495053f&user_id=6751611096060560385&utm_campaign=client_share&utm_medium=ios&utm_source=kakaotalk&_r=1
https://www.tiktok.com/@lee2kyung/video/6995376237438979330?_d=secCgwIARCbDRjEFSADKAESPgo8ZAIbd5nBTv1c4zHyDt9xbIba1gwgOuZusLwnEffMvxeXl7qSVCwqezctYqkgm7Anc%2BigZy9C2z0qdGKvGgA%3D&checksum=7543e841410d216fd173e71da3e7aba352486e88c1a6c78a8f393854fe1f54be&language=ko&mid=6995376135886408450&preview_pb=0&region=KR&sec_user_id=MS4wLjABAAAAXBNGN-vkHAuwVcJVUl4-Al7YYucL1PmBEA8qwiQHeqXd1vY2JnYu1kXIZsu-OeHr&share_app_id=1180&share_item_id=6995376237438979330&share_link_id=C2CB8902-A10C-4574-8A43-7598995A4168&source=h5_t&timestamp=1637136459&tt_from=kakaotalk&u_code=d9200eg495053f&user_id=6751611096060560385&utm_campaign=client_share&utm_medium=ios&utm_source=kakaotalk&_r=1
https://www.tiktok.com/@lee2kyung/video/6996859476464782594?_d=secCgwIARCbDRjEFSADKAESPgo8jVZmB21OQZqWGPsCWttRBnDWTyUs6%2BGzlbfloTp5R0GPQ9dzK66ORlnUPj61%2FoXxItD34IB1SdOknuAsGgA%3D&checksum=93a414d6d72f7f0d23cb35f7d9b770a011ad97a3c7d9a48dd95dd80d4a04fcb5&language=ko&mid=6996859373981092610&preview_pb=0&region=KR&sec_user_id=MS4wLjABAAAAXBNGN-vkHAuwVcJVUl4-Al7YYucL1PmBEA8qwiQHeqXd1vY2JnYu1kXIZsu-OeHr&share_app_id=1180&share_item_id=6996859476464782594&share_link_id=313FE031-5306-42A8-91BC-CF34D8420E77&source=h5_t&timestamp=1637136475&tt_from=kakaotalk&u_code=d9200eg495053f&user_id=6751611096060560385&utm_campaign=client_share&utm_medium=ios&utm_source=kakaotalk&_r=1
https://www.instagram.com/reel/CWAno7FBfpp/?utm_medium=copy_link


소셜계정매니지먼트 (진행중)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위피WIPPY (틱톡) 콰트QUAT (틱톡) 블랙야크_ 약빤가족(인스타그램/ 유튜브)ㅡ

2021.12.06 계정오픈

릴스매주3회업로드
유튜브매주1회방영중

인스타그램팔로워: 5,591
유튜브구독: 3,360명

https://vt.tiktok.com/ZSeymP7YE/
https://vt.tiktok.com/ZSeym8kCk/
https://instagram.com/yak.fam?utm_medium=copy_link
https://www.youtube.com/channel/UCl89elE6BdEIDzJCEA8V4qg


키위랩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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