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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업력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 회사 
인사커뮤니케이션의 Video Content

‘영상 전문가 X 마케팅 전문가 협업 제작’ 
영상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매력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로,

다양한 매체에서의 영상 콘텐츠 제작합니다. 영상 분야의 전문화된 인력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화된 인력이 
협업하여, 완벽한 분석과 기획, 영상 제작을 통해 매체, 예산에 최적화된 High-quality영상을 제작합니다. 

영상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인사커뮤니케이션
Vide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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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OVERVIEW

많은 기업에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 1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더라도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하여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인사커뮤니케이션입니다.

01. PROFESSIONAL

03. RELIABLE

02. TRENDY & SENSITIVE

영상 분야의 전문화된 인력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화된 인력의 협업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며,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수많은 영상 제작 경험과 마케팅적 사고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많은 클라이언트와 계약하려 애쓰는 것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영상 콘텐츠는 시의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구도와 미장센으로 영상미를 극대화하며, 젊은 감각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High-quality 영상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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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SERVICE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CG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High-Quality!
경험과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 파워 구성 / 각 파트 1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인력 보유 

YouTube Content

SNS Marketing Content

Brand Films

Live Streaming

Motion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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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PM SYSTEM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전담 PM을 두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만족감 UP!

전략
STRATEGY

대응
RESPONSE

실행
PERFORMANCE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고의 전략 구상

다양한 상황 발생시

분야별 담당자를 통한 신속대응 처리

프로젝트별 업무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직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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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AFTER CARE
영상 제작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만족감 UP!

무자막본을 보유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쉽게 대처합니다. 납품 후 1년간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시에는
최소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제작, 납품 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전담 PM과의 조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콘텐츠 일체를
2년간 보관하며 언제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납품 후 1년 간은 자막의 교체나 간단한 컷 수정의 경우
담당자와의 조율을 통해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년 2회 가능) 

Clean Less

After Storag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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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STUDIO
다양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독립형 스튜디오 자체 보유
쾌적한 촬영 공간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콘셉트별 트렌디한 촬영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Qc8tI1DBQ
https://www.youtube.com/watch?v=amQc8tI1D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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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YouTube CONTEN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57mjQClKMs
https://youtu.be/NqpkM4z4ins
https://youtu.be/4fpz_6tI60Q
https://youtu.be/G51QhZhGb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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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RAND FILM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X4Fn94awxY
https://youtu.be/3_BLVT7BPN4
https://youtu.be/jIrvOHrNSh4
https://youtu.be/sIXqqPxq5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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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OTION GRAPHI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caUawT97Ng
https://youtu.be/q6M7yr_qpps
https://youtu.be/nkStcsu11SU
https://youtu.be/1_io8_Q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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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NS MARKETING CONTEN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ckE7iWHo33o?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6A0niuUrpuU?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Ye3Hux2JXIU?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wsvhzfM9H5s?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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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고객과 함께 가치를 더해가는
인사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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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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