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OR WEEK

크리에이터 위크 소개 및 새로운 시도



VISION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욕패션위크＇와 같은

전세계인 열광하는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축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MCN과 플랫폼이

힘을 합쳐 만드는
크리에이터 행사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만든 행사라면
세계 최대규모의 크리에이터 축제인

‘VIDCON’을 뛰어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PLATFORM
2019년 1월 10일 , 
이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아프리카tv,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과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위크 행사 시작

D -D -



MCN
2019년 1월 21일,
트레져헌터, 샌드박스, 다이아tv 등 크리에이터 소속사와의 만남, 함께 크리에이터 행사 만드는 것을 제안

크리에이터 위크 행사 시작

D -D -



GOVERNMEMT ( )
2019년 4월 18일,
한국 대표 축체를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위원회 미팅

크리에이터 위크 행사 시작

D-113



VIDCON (Anaheim) 
2019년 5월 10일,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 축제 미국 비드콘에 아시아 시장 관련 협업 제안

D -91
크리에이터 위크 행사 시작



BRAND
2019년 5월 24일,
삼성전자 크리에이터 위크 스폰서쉽 제안 PT

D -77
크리에이터 위크 행사 시작



MCN, 플랫폼, 정부, 기업 브랜드
모두 크리에이터 산업 관심을 있으나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는 것을 꺼려

누군가 해결해주기 전까지…

Problem.



크리에이터 시장의 ‘현주소’



크리에이터 위크 라는 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일년에 한번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와

일년에 한번



마케터와 크리에이터를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일년에 한번

와



크리에이터 산업에 포함된



.



BrandVidconPlatform MCN Government

유튜브, 아프리카tv, 틱톡 등

모두 행사에 참여

MOU 체결식 진행
MCN & 플랫폼 업체
공동 회의체 구성중

크리에이터 위크
문체부 후원사 결정

내년 국민소통실 예산 반영
어워드 협의 중

미국 비드콘 초청 후
11월 싱가폴에서

아시아 시장 파트너
관련 미팅 예정

삼성, KT 등 다수 기업
처음 진행하는 행사에

스폰서쉽으로 참여



BrandVidconMCN



크리에이터 위크는 다양한 영역에서 크리에이터을 산업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브랜드
프로모션

비즈니스 미팅컨퍼런스 전시 부스행사 크리에이터의
콜라보 행사



CREATOR WEEK& REVIEW.

2019 크리에이터 위크 in COEX

8/9-8/11



CREATOR WEEK& REVIEW.



CREATOR WEEK& REVIEW.

숫자로 알아보는 크리에이터 위크

3days

8/9-8/11



BUSINESS

CONFERENCE

700 명

9명의 크리에이터 업계 리더가 들려가 들려주는 마케팅 컨퍼런스



MCN & PLATFORM

BUSINESS MEETING

235 건

크리에이터 관련 마케팅 플랜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마케터와 크리에이터를 이어주는 가교



Creator x Creator

Collaboration EVENT

19 45 명이벤트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대규모를 만나는 크리에이터 브랜디드 행사



BRAND

PROMOTION

654 만22 명1 단일행사

브랜디드 이벤트 ‘갤럭시 노트10 런칭 언박싱쇼’ 흥행 (매회 메인 무대 좌석 매진)



Craator & Brand

Booth EXHIBITION

43 업체 부스참여

국내 유명 식품, 패션, 미용, IT기기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부스



SAMSUNG Un-Boxing Show

첫 행사에서 세계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크리에이터가 동원된
실시간 언박싱 리뷰 컨텐츠 ‘삼성 갤럭시 노트10 런칭쇼’



첫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크리에이터가 동원된
실시간 언박싱 리뷰 컨텐츠 ‘삼성 갤럭시 노트10 런칭쇼’



언박싱쇼 참여자 다수 자발적으로 노트10 사용 후기 영상 제작
타 크리에이터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어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를 이루는 콘텐츠가 대략 생산되는 효과를 거둠

“

”

10 !

Un-Boxing Show Feedback.



Creator Support Center

크리에이터 육성과 각광받는 중소기업의 만남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KT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



크리에이터 육성과 각광받는 중소기업의 만남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KT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



공익성에 포커싱 크리에이터 육성과 각광받는 중소기업을 연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KT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

“

”

!

Creator Factory Center Feedback.



Beauty x Creator 

공격적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뷰티 플랫폼’의 떠오르는 강자가 된 왈라뷰



공격적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뷰티 플랫폼’의 떠오르는 강자가 된 왈라뷰



공격적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뷰티 플랫폼’의 떠오르는 강자가 된 왈라뷰

“

”
!

Walla Vu Feedback.



Creator Week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 있는 컨텐츠로 참여
어떤 브랜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행사



내년의 크리에이터 위크는?

What’s NEXT ?



각종 공연부터 푸드, 맥주, 굿즈, 전시, 트렌드 등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가 있는
매년 100만명 이상 참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심문화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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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stival





2020 4 29 – 30
A1, A2



Insight Concert



Creativ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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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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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bong@coex.co.kr



각종 공연부터 푸드, 맥주, 굿즈, 전시, 트렌드 등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가 있는
매년 100만명 이상 참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심문화축체



인사이트 콘서트

360°

크레프트 비어

FESTIVAL

서울패션

FESTIVAL

잇더서울

2019

겟잇뷰티콘

JTBC
백상예술대상

크리에이터
위크

“크리에이터 위크를 중심으로 여러 행사에 크리에이터들이 연계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 발생



“ ”



“ ”“ ”

26m



“ ”



“ ”JTBC 



크리에이터
위크

JTBC
백상예술

대상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

MEGA
BOX

BUS
OOH

“ ”

네이티브
애드



Viral Process.

네이티브 애드 사전 기획
브랜드 영상 및 페이지 제작

2달 전

코엑스 방향 버스노선
광고영상 집행

1달 전

메가박스 제휴
브랜드 프로모션 진행

2주전

26미터 초대형
OOH 활용 영상노출

1달 전

크리에이터 위크
오프라인 행사

5월 1일~

Creator week 2020

/“ ”



코엑스 디지털 사이니지 스포츠 중계
Basketball court
Creative

스포츠 브랜드와 연계하여 컬러풀하고 활동적인 경기장을 행사장 내 설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앞 크리에이터 x 연예인 셀럽 등 이슈성 높은 경기 매칭

< CREATOR WEEK.>



영동대로 OOH 앞 확실한 이슈가 보장되는 경기장 제작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로 경기 중계

디지털 사이니지 앞
경기장 예상 위치

[  I N F O .  ]



경기 진행 시 확실한 이슈가 보장되는 경기장이 되며,
평소에는 방문자들에게 포토존 활용됨

[  I N F O .  ]



크리에이터들이 노는 공간을 활용 브랜딩

Unique PlayZone
Creative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이색적인 플레이존 부스

공간의 브랜디드 통한 바이럴 및 이슈화 진행

< CREATOR WEEK.>



플레이 존 라운지에 초대형 버블 볼풀장 제작

크리에이터들이 인생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공간 제작

[  I N F O .  ]



coex “현장에서도 먹힐까?”

Food Truck Live

인기 먹방&푸드 분야 크리에이터 섭외

코엑스 전시장 내 푸드트럭 존을 마련, 행사기간 중 [ Live 먹방 및 쿠킹쇼 진행 ]

Creative

< CREATOR WEEK.>



국내 A급 먹방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푸드트럭 프로모션 이후
브랜드사와 MCN 소속사, 크리에이터 별도 미팅을 통하여 추가 제품화 협의 가능

| 다양한 식품군에 진행 가능 |

[  I N F O .  ]

Drink Retort FoodFast Food



크리에이터 위크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내년행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브랜드’와 ‘컨텐츠’입니다.

저희와 함께 내년 행사를 함께 만들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크리에이터 위크는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닙니다



한편의 ‘뮤지컬’ 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스는 여러분의 무대가 될 것이고
무대의 배우는 인기 크리에이터가 맡게 될 것이며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결정하는 브랜드에게
파격적인 얼리버드 혜택 제공 !

Early Bird BENEFIT !
Special

Plus+



나가시기 전에 꼭 접수해주세요!
사전 신청 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 없음

Early Bird BENEFIT !
Special

Plus+

설문지 안쪽 면에 있는
캘린더를 통하여

Meeting 일정 신청

미팅 후 원하는 예산에
맞는 방식으로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브랜드
프로모션 기획
연계 효과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