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ual Contents Creative Studio Introduction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Film / Commercial / Documentary / Viral / Brand / Marketing / Media Commerce

상상한 것, 그 이상의 비쥬얼 기반 마케팅 프로세스

가장 실험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비쥬얼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야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고객이 전달하고 싶은 가치부터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가치까지
고객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콘텐츠가 여러분의 브랜드, 제품,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에 노출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

PIF LAB은
고객의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모든 컨텐츠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PIF LAB은 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Film

Commercial

TV CF / WEB CF

Viral Contents

Documentary

Education

Outdoor Brand Studio

Self Studio

Media Commerce

Brand Café

#해당 플랫폼에 최적화 된 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략적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PPL 컨설팅 및 스폰서 확보

#고객사 중심의 프리미엄 컨텐츠 기획 및 개발

#타겟 전략에 부합하는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및 집행



Visual Contents Production

Film

Commercial

TV CF / WEB CF

Viral Contents

Documentary

PIF LAB은 최고의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

PIF LAB 영상 콘텐츠 집단 Vinyl Shop Studio는 당신의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Influencer / Creator / Editor / MCN / Contents Planning

Youtube Studio

PIF LAB은 영화 수준의 퀄리티를 지향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최고 조회수 2347만(올블랑 TV), 누적 조회수 6억회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집단입니다.

당신의 아이템을 이용한 기획과 영화 수준의 제작을 통해 고객사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Outdoor Brand Studio / 경기도 가평 PIF LAB BRAND STUDIO

Self Studio / 서울 바이널샵스튜디오

Brand Cafe

우리의 브랜드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브랜드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고민합니다.

Video  Contents

::

광고

브랜드 다큐

영화/웹드라마

바이럴 콘텐츠

Image  Contents

::

셀프 스튜디오

빈티지 스냅 전문

출판/인쇄

Venue Marketing

::

팝업스토어

브랜드 체험 공간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

Legacy media Contents

::

TV/라디오 콘텐츠

PPL

Pop-up Magazine 

Media Commerce

::

온라인 쇼핑 콘텐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Goods Marketing

::

굿즈 프로젝트 기획

콜라보레이션

자체 제품 개발

Social  Contents

::

Influence Marketing

Membership Contents

Culture & Food 

MCN & Management

Brand Studio



Paint it camp / 캠핑장 운영

Vinyl Shop Studio / 스튜디오 운영

E-commerce / 온라인 쇼핑몰 및 벤더 운영

Brand Consulting / 협업(콜라보) 브랜드 운영

PIF LAB Brand /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운영

Media Commerce

우리의 브랜드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브랜드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고민합니다.

캠핑장 운영

Outdoor Media Contents

광고/영화/웹드라마/웹예능/유튜브콘텐츠

Outdoor Media Commerce

라이브 쇼핑 기획 및 중계/제품 기획 및 제작

스튜디오 운영

Media Contents

광고/영화/웹드라마/웹예능/유튜브콘텐츠

Image Contents

빈티지 스냅/브랜드 스냅

Outdoor Media Commerce

라이브 쇼핑 기획 및 중계/제품 기획 및 제작



Education

교육이 콘텐츠가 되는 Ontact 시대,

가장 우리다운 방법으로 K-Education의 리더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K-MOOC 콘텐츠 제작 지원

주요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KOTRA 연계 해외 수출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비상교육



Partners



제작 PROCESS

컨텐츠 구성 및 기획

플랫폼 전략에 맞는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 기획

Director

Editor

Motion Artist
3D

Creator

influencer

제작의뢰 컨셉안 작성 타겟 전략 수립 및
구성안 작성

촬영 및 제작 준비 제작 편집 및 수정 Launching

모든 공정은 고객사와 긴밀한 협의 속에 이루어집니다.

공장형 제작이 아닌 개별 프로젝트 별로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투입됩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PIF LAB이 이룬 성과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m / Commercial / Viral Contents / Education / Documentary

Production



1 TEAM-1 PRODUCT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MULTI PLAN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FILM
MOVIE

COMMERCIAL
EDITORIAL

DOCUMENTARY

CULTURE
CONTENTS

SOCIAL
MEDIA

CONSULTING
&

MARKETING

CLIENT CREATOR

Art Work

CONTENTS



PIF LAB은 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험을 선물합니다.

저희와의 작업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iflab0329@gmail.com

010-838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