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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대행 서비스 영상 제작 서비스

케이시드는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컨설팅부터 컨텐츠 제작, 캠페인 진행과 AS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곳 어디 없을까?



크라우드 펀딩 대행 서비스

케이시드는 2013년 국내 최초로 

해외 크라우드 펀딩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열정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오고 있으며, 

국내 크라우드 펀딩 및 SNS 마케팅, 소셜 커머스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

소셜 커머스

SNS 마케팅

해외
크라우드펀딩

국내
크라우드펀딩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두가

케이시드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케이시드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S)

(US)

(JP)

(KR)



1. 컨셉 및 브랜드 포지셔닝
- 컨설팅 및 리서치
- 마케팅 계획 수립
- 라이센싱 및 미국 법인 설립

2. 캠페인 준비
- 영상 제작
- 랜딩 페이지 및
   캠페인 상세 페이지 제작

3. 사전 마케팅 진행
- SNS 운영
- 자체 DB 이메일 발송
- 랜딩 페이지 이메일 수집

4. 캠페인 런칭
- 이메일 마케팅
- 해외 미디어 노출
- SNS 광고
-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5. 캠페인 후속관리
- 배커 관리
- 펀딩 금액 수급 안내
- 후속 진행 사항 관리



TwoEyes VR
킥스타터 & 인디고고
2017 런칭
1,040명 참여
펀딩액 \ 329,950,113

세계 최초의 360도 카메라.
두 쌍의 렌즈를 앞 뒤로 장착하여 보다 더 리얼한 
VR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SGNL
킥스타터 & 인디고고
2017 런칭
11,625명 참여
펀딩액 \ 2,511,063,492

손가락 하나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
손목에 착용 후 귀에 가져다대면 시그널의 진동판을
통하여 손끝으로 소리를 전달해줍니다.

Kickstarter & Indigogo

LIGHTORS
킥스타터 & 인디고고
2015 런칭
3,214명 참여
펀딩액 \ 49,086,168

AA와 AAA 사이즈로 개발된 충전지.
일반적인 충전지와 다르게 휴대폰 충전 시 흔히 
사용하는 5핀 USB케이블로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GAZE DESK
킥스타터
2016 런칭
215명 참여
펀딩액 $ 156,312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하여 장시간 업무에도 신체적 피로감을 줄여주는
스마트 데스크입니다.

WELT
킥스타터
2017 런칭
630명 참여
펀딩액 $ 72,964

버클 후면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착용만으로 
사용자의 건강관련 데이터를 인지하여 효과적인 
체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벨트입니다. 

AMADAS
킥스타터
2017 런칭
348명 참여
펀딩액 $ 87,758

열쇠가 필요없는 스마트 도어락.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인식하여 잠금 기능을 
해제시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어락입니다. 

Kickstarter



Z:ero
인디고고
2015 런칭
3,536명 참여
펀딩액 \ 116,154,370

세계 최초의 디지털 방식 이어폰.
3.5mm 스테레오 미니 단자가 아닌 초소형 USB를 
통해 디지털 오디오를 DAC와 이어폰 앰프를 연결하
여 고음질의 음향을 추가기기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ClairB
인디고고
2015 런칭
525명 참여
펀딩액 \ 73,566,402

휴대용 공기청정기.
MAF필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PIC
인디고고
2015 런칭
1,639명 참여
펀딩액 \ 188,119,183

마운트가 필요없는 세계 최초의 플렉서블 카메라.
영화 속 캐릭터를 닮은 귀여운 디자인 뿐 아니라 
타임랩스와 GIF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액션캠입니다. 

Indigogo



OPPY OPPY
와디즈
2018 런칭
1,944명 참여
펀딩액 \ 183,343,000

버튼 하나로 사진, 동영상, 슬로우 모션까지 쉽고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플렉서블 액션캠. 
어플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며 원격조정과 물놀이 촬영도 가능합니다.

OPPY
마쿠아케
2018 런칭
54명 참여
펀딩액 ￥ 780,900

킥스타터
2018 런칭
459명 참여
펀딩액 $ 73,407

Wadiz & Makuake



대형 프로덕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체는 퀄리티가 걱정...

 이런 고민 없이 효율적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없을까?



영상 제작 서비스

케이시드는 광고 영상 전문 프로덕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들이

기획에서 부터 시나리오, 콘티, 촬영, 후반작업까지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탑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소개 영상

TV CF

홍보 영상

바이럴 영상

메이킹
필름

케이시드는 다양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합니다.

일반 기업체의 CF, 홍보, 바이럴 영상은 물론

크라우드 펀딩, 메이킹 영상까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1. 기획 및 시나리오
- 켄셉에 맞는 레퍼런스 수집
- 영상 톤&매너 설정
- 시나리오 작업

2. 콘티 및 촬영 준비
- 콘티 작업
- 캐스팅, 헌팅 등 촬영 준비

4. 후반작업
- 편집 및 D.I
- 이펙트 및 자막
- 사운드

5. AS 관리
- 수정 및 보완
-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버전으로 납품

3. 촬영
- 안정적인 퀄리티에 
   기반하는 효율적인 
   촬영 진행



TV CF / Viral

Dentis
https://www.youtube.com/watch?v=0JMtvX19IX4

/ TV CF

Cannon Selphy / Viral

https://www.youtube.com/watch?v=MyQKpEzbYVQ

https://www.youtube.com/watch?v=2uwg3uvnGcI

KRX / TV CF

Arirang TV
https://www.youtube.com/watch?v=4XL0HEMVpsc

/ TV CF



Crowd Funding

RIDM
https://www.youtube.com/watch?v=UAxJit9sxwA

/ Crowd Funding NIRVANA
https://www.youtube.com/watch?v=cEZjc9NLwAI

/ Crowd Funding

Eqqualberry
https://www.youtube.com/watch?v=FUvj0IUW29I

/ Crowd Funding PLY
https://www.youtube.com/watch?v=WbhkgzEoETQ

/ Crowd Funding



Crowd Funding

Sgnl
https://www.youtube.com/watch?v=8jzEeNierUc

/ Crowd Funding OPPY
https://www.youtube.com/watch?v=lhPlxipwfWo

/ Crowd Funding

KOMA
https://www.youtube.com/watch?v=8y0ydsjhKc8

/ Crowd Funding Frenby
https://www.youtube.com/watch?v=V_QubcS1L8c

/ Crowd Funding



Making Film

LG V30

Lotte ON
https://www.youtube.com/watch?v=z_rN57-oGvw

/ Making Film BYC Underwear
https://www.youtube.com/watch?v=RPMm2YF6CAI

/ Making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TbMBrULw86I&t=2s

/ Making Film Electrolux 청소기
https://www.youtube.com/watch?v=77A5W72m8Gk

/ Making Film



PR Video / 2D,3D Animation

KIA Stinger

WAHO Logo Intro

군산대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PEDYllO2h-s

/ PR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6NkH8tqLc8I

/ PR Video

안전신문고
https://www.youtube.com/watch?v=Kyczc0vOxNo

/ 2D,3D Anim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oKTUxqmXWg

/ 2D,3D Animation



www.kseeder.com

Youtube channel - kseed studios

케이시드의 개성 넘치는 크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fo@kseeder.com

T_02.538.1314 / F_02.2051.13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