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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비지니스 성공 파트너, “주식회사 메네스” 
메네스가 비지니스 성공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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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MEDIA EXPERTS COMPANY, Index
기업의 비젼, 그리고 감성까지 최적화된
영상을 담아내는 영상제작 전문 ㈜메네스 입니다.

> 상호 : 주식회사 메네스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1길 11, 501호

> 이메일 : lbh2290@hanmail.net
> 홈페이지 : www.meness.co.kr

> 상담문의 : Tel 02-2203-2290  
Mobile 010-2927-2290
> 총괄 감독 : 이병희 / AE

당신의비지니스성공파트너, 
"메네스"를만나보십시오!

“Meness”  Provid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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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Creative 전략으로 Needs를 파악, 분석하여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회사소개
(OVERVIEW, HISTORY, 제작사 & 협력사, 마케팅, 영상제작,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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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주식회사 메네스(MEDIA BUSINESS)는
통합 미디어 비지니스 시대를 개척해 나아가는 CREATIVE 기업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활동 영역에 있어 미디어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표현의 방법이며, 홍보의 수단입니다. 

㈜메네스는 Client의 예측 가능한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가장 올바르게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메네스는 Creative 종합방송광고 대행과 방송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파악,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 광고/홍보로

새로운 성공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Client가 원하는 곳에 항상 (주)메네스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메네스의 대표는 고객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메네스 대표이사 이병희 올림

항상고객님의성공만을생각하는

Target 맞춤형Creative 전략으로
메네스는비지니스성공을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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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네스 프로덕션
2011. 01. 주식회사 메네스 법인설립.
2013. 02.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광고업 광고대행계약.
2012. 01.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업 대행계약.

『협력사및제작사』

Meness Production, History
기업의 비젼, 그리고 감성까지 최적화된 영상을 담아내는 영상제작 전문 메네스 프로덕션입니다.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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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Services

Public 
Relations

Video Production

Total Advertising Service

▶마케팅비지니스

> WE ARE EXPERTS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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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제작
( 관공서, 기업, 개인)

영화/ 다큐멘터리제작

교육영상제작
( 이러닝, 

기업전문교육)

드라마/ 방송영상제작

행사/ 프로모션제작
( 중계, 프로모션, 

공연)

CF/ 광고영상제작
( 공중파, IPTV, 

케이블)

▶영상제작비지니스

> WE ARE MEDIA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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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자료를단순가공하지않고
전문가의체계적인분석결과물제안.

⇒기업이미지에적합한최상의퀄리티로제작

⇒ 고객의마케팅홍보전략에맞춤형제작
⇒광고마케팅이최상시너지창출로

고객여건과환경에최적화된마케팅제안.

▶ Business Strategy

> WE ARE MEDIA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01. 맞춤형 컨설팅.

⇒ 고객의합리적인비용과최적의방안제안
⇒ 고객의다양한Needs를파악,  분석하여

가장효과적인맞춤형제안

⇒ 정직한분석으로최적화된가격제안
⇒ 예산범위내에서같이고민하고

가장최상의맞춤형영상물제작.

02. 정직한 제작비용.

03. 합리적인 퀄리티. 04. 최적화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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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크리에이티브 ON Line

브랜드마케팅컨설팅
CI, BI, 

Package

옥외/ 교통/ 극장
POP/SP제작 PR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대행비지니스

> WE ARE CREATIVE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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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MEETING
(제작문의/제작계약)

1.제작문의
2.상담(전화, 방문) 
3.제안/견적서 제시
4.계약(게약서 작성)

PRE-PRODUCTION 
(기획/시나리오)

1.기획회의
2.자료수집 /사나리오 기획
3.시나리오 및 콘티 완성
4.출연진섭외 및 성우 선택)

PRODUCTION
(연출촬영/성우녹음)

1.연출촬영
2.컴퓨터그래픽(2D/3D)
3.가편집
4.오디오녹음(성우)

POST-PRODUCTION 
(종합편집)

1.색보정 및 특수효과
2.오디오믹싱(사운드디자인)
3.종합편집
4.시사/납품

▶제작과정프로세스

> WE ARE DEVEL OPER Total  Media & Advertis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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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최근 12년)
(2011. 01. ~2022.12. )

고객님의 영상... 그 이상의...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드는
메네스는 비즈니스 성공을 약속 드립니다.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1년 01월
(재)한국품질대단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컨탠츠 - 풀래쉬)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광고 CF제작

2011년 02월
㈜한국이콜렙 기업홍보영상제작(총4편 – 시리즈 제작)

㈜룩미디어컴퍼니 CF제작(에스뽀떼 제품광고/케이블)

2011년 03월
선아무용단 공연기획 및 공연홍보영상제작

㈜아이비스커뮤니케이션즈 기업홍보영상제작

2011년 04월

㈜LG이노텍 벨류그룹 비전선포식 영상제작

㈜NK홀딩스 기업홍보영상제작

우리은행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금융상품연계)

㈜대한통운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우편물상품)

2011년 05월

㈜아라닉스 CF제작(화장품광고/케이블)

샤이닝스톤 예식장 홍보영상제작

환경부 홍보영상제작 컨설팅

㈜대우건설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CS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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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1. 01. ~ 2011. 05.)

http://www.keusa.com/
http://www.shiningstone.co.kr/main.html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1년 06월

국방부 국방상호운용센터 홍보영상제작

㈜녹색계란 기업홍보영상제작

㈜경창산업 기업홍보영상제작

㈜우리파이낸셜 기업전문영상제작(금융상품 연계영업)

㈜정림컨설팅 기업홍보영상제작

아라닉스 인포모셜광고(홈쇼핑 광고영상제작)

(사)한국아트벨리학원 공연기획 및 공연홍보영상제작

2011년 07월

㈜동서생명과학 CF제작(헬스킨, 조인러브, 장쾌원, 뷰티슬립)

㈜룩미디어컴퍼니 CF제작(에스뽀떼 제품광고 Spot광고)

㈜우리파이낸셜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인감도용사고예방)

2011년 08월
㈜퓨리나 기업홍보영상제작

㈜월간풀래너 공연기획 및 홍보영상제작(원간잡지)

2011년 09월
㈜삼성SDI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

포스코칼라강판㈜ 기업홍보영상제작

- 13 -

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1. 06. ~ 2011. 09.)

http://www.samsungsdi.co.kr/front/main.jsp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기업전문교교육영상제작
(원격보안 취약점 점검시스템 운영프로그램영상)

㈜우리파이낸셜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일반비용절감)

2011년 11월

오보텍코리아㈜ 기업홍보영상제작

㈜대동산업 대동세라믹 전시영상제작

㈜아세아볼트 클림픽스 제품 홍보영상제작

㈜아이앤에스 기업홍보영상제작

2011년 12월

㈜LH공사
홍보영상제작 총3편중 일반인용

세종시 수질복원센터와 크린에너지센터

광명시장애인복지센터 교육영상제작(난타교육)

우리은행 2012 그룹비전선포식 영상제작

2012년 01월
국민은행 2012 그룹비전선포식 영상제작

㈜영신금속 기업홍보영상제작

2012년 02월
보건복지부 중앙보육교육센터 육아 홍보영상제작

㈜미스터커피 제품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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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1. 10. ~ 2012. 02.)

http://www.orbotech.com/Kor/Default.asp
https://www.kbstar.com/
http://www.mw.go.kr/front/index.jsp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2년 03월
LH공사

홍보영상제작 총3편중 어린이용
세종시 수질복원센터와 크린에너지센터

㈜한국이콜렙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총4편-시리즈3편제작)

2012년 04월

㈜경수제철 기업홍보영상제작

대동산업㈜ 대동세라믹 홍보영상제작

㈜아세아볼트 기업홍보영상제작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교육영상제작

2012년 05월

㈜써브웨이 제품CF 및 매장상영영상제작

㈜창의와 탐구 교육영상제작(와이즈만 영재교육)

소래가 교육영상제작(율동교육)

2012년 06월
㈜치어스 요리교육영상제작(프랜차이즈 신메뉴)

㈜그래그컨설팅 광고CF제작(팬그램 영어)

2012년 07월
㈜라피앙스 광고CF제작(라피앙스 화장품 광고)

㈜청양식품 기업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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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2. 03. ~ 2012. 07.)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2년 08월
LH공사

홍보영상제작 총3편중 3D편
세종시 수질복원센터와 크린에너지센터

㈜한국이콜렙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총4편-시리즈4편제작)

2012년 09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대학교홍보영상제작(창립60주년 비전선포식)

(사)한국아트벨리댄스협회 공연기획 및 홍보영상제작

㈜아이앤에스 기업홍보영상제작

2012년 10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교육영상제작

노블스의원 병원소개 홍보영상제작

㈜창의와 탐구 교육영상제작(와이즈만 영재교육)

㈜꿈꾸는 삶 제품 교육영상제작(샤워정수기)

2012년 11월
㈜치어스 요리교육영상제작(프랜차이즈 신메뉴)

서울슬림외과병원 병원홍보영상제작

2012년 12월
㈜녹색계란 CF제작 및 KBC광주방송 광고대행

㈜라피앙스 제품홍보영상제작(화장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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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2. 08. ~ 2012. 12.)

http://www.nobls.com/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3년 01월
한국마사회 교육영상제작(한국마사회 승마교육)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강대학교 MOT대학원)

2013년 02월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홍보영상제작

(청소년 결핵캠페인 공모전 UCC영상편집)

2013년 03월
㈜롯데월드 롯데호텔 중수플랜트 홍보영상제작

롯데호텔 어린이집 어린이집 홍보영상제작(롯데호텔 어린이집)

2013년 04월
합천군청 / 황토한우

CF광고제작
(황토한우 - SBS방송 CF제작 및 광고대행) 

㈜홍익미술회사 교육영상제작(미술교사 전문교육)

2013년 05월
㈜삼상탈레스 기업홍보영상제작

평화교육 교육영상제작 및 테잎변환

2013년 06월

㈜대한아이엠 기업홍보영상제작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

㈜녹색계란 CF제작 및 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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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gang.ac.kr/
http://www.sogang.ac.kr/
http://www.geosko.com/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3년 07월

삼성전자㈜ 삼성전자 디지털사업부 AP실험 홍보영상제작

구리시복지센터 구리시 장애인복지센터 홍보영상제작

㈜중앙고속 기업홍보영상제작(고속버스 상영)

2013년 08월 (사)한국보험계리사회
창립50주년 비젼선포식 홍보영상제작

국내외 축사 인터뷰

2013년 0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한국전력) 취업 인터뷰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강대학교 MOT대학원)

2013년 10월

㈜삼영기계 기업홍보영상제작

㈜재원산업기계
기업홍보영상제작

(세아제강, 현대R&D설비시스템 홍보영상제작)

2013년 11월

강북시장개발㈜ KB프리미엄 아파트 홍보영상제작

㈜아웃백코리아
기업전문교육영상제작—총5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CS교육)

2013년 12월
한경에듀 교육영상제작

㈜라피앙스 제품(화장품)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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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4년 01월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여자간호대학교홍보영상제작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강대학교 MOT대학원)

2014년 02월

㈜롯데월드
롯데월드 시설관리 홍보영상제작

2편(홍보영상, 업무보영상)

(사)한국겔러웨이골프 골프중계영상제작

(사)한국보험학회 창립50주년 홍보영상제작(인터뷰/홍보)

2014년 03월 주식회사 리팩 기업홍보영상제작

2014년 04월
㈜중앙고속 기업홍보영상제작

㈜세림티티시 기업홍보영상제작

2014년 05월
㈜디앤디맥스 기업홍보영상제작

㈜원두씨엠 모바일콘텐츠 온라인 광고홍보영상제작

2014년 06월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영상제작(K-water 인제영어마을)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강대학교 MOT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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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gang.ac.kr/
http://www.snjc.ac.kr/public_2013/index.jsp
http://www.kinsurance.or.kr/index.asp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4년 07월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교육영상제작
촉촉목욕, 튼튼숨쉬기(한국아토피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행사영상제작

2014년 08월 대구은행
대구은행 신입사원 극기훈련 프로젝트

영상제작

2014년 09월

(주)한독
한독60주년 한마음페스티벌 프로젝트

영상제작

반가 CF광고영상제작(케이블, 전광판 상영)

2014년 10월 ㈜라이온켐텍
기업홍보영상제작

(총2편 – 국어, 영어)

2014년 11월

서울시립 은평의마을 홍보영상제작 & 컨설팅

최향묵 피아노독주회 홍보영상제작

2014년 12월

㈜NRG&C
기업홍보영상제작

(총3편 – 국어, 영어, 중국어)

㈜영신금속
기업홍보영상제작

총5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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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5년 01월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교육영상제작
촉촉목욕, 튼튼숨쉬기(한국아토피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실험영상제작

2015년 02월 ㈜911무인경비시스템 기업홍보영상제작

2015년 03월

(사)한국보험학회 홍보영상제작(인터뷰모음, 홍보)

반가 CF광고영상제작(케이블, 전광판 상영)

2015년 04월 ㈜아이엔에스
기업홍보영상제작

(총3편 – 국어, 영어, 중국어)

2015년 0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영상제작 & 컨설팅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육영상제작(서강대학교 MOT교육원)

2015년 06월

한국겔러웨이골프 한국겔러웨이골프 중계영상제작

한국수자원공사
기업홍보영상제작

총5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 21 -

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5. 01. ~ 201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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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5년 07월

㈜NRG&C
2016 기업홍보영상제작
3편(국어, 영어, 중국어)

(주)영신금속
2016영신금속 홍보영상제작

5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2015년 08월
중소기업청

2016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 홍보영상제작

대구은행 대구은행 신입사원 극기훈련 프로젝트영상제작

2015년 09월

한국PD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중앙고속 2016홍보영상제작

2015년 10월
㈜삼영기계

2015년 삼영기계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하바놀이학교 홍보영상제작

2015년 11월
㈜디앤디맥스 기업홍보영상제작

㈜중앙고속 광고홍보영상제작(고속버스 상영영상)

2015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제작(안경사 전문교육)

(사)대화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홍보영상제작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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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6년 01월

㈜NRG&C
2016년 NRGNC 홍보영상제작

3편(국어, 영어, 중국어)

㈜영신금속공업
2016년영신금속 홍보영상제작

5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2016년 02월

2016년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 홍보영상제작

대구은행 신입사원 극기훈련 프로젝트영상제작

2016년 03월

한국PD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진흥공업㈜ 2016 기업홍보영상제작(영어)

2016년 04월
㈜삼영기계

2016년 삼영기계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윤창기공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영어,스페인어)

2016년 05월
㈜라이온켐텍 2016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포천수지 홍보영상제작(국어)

2016년 06월
㈜녹색계란 2016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사)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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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6년 07월

㈜NRG&C
16년 NRGNC 시화공장 홍보영상제작

(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6년 0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을지훈련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비바글로리 홍보영상제작 및 오프닝영상제작

2016년 09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교육영상제작

㈜오보텍코리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16년 10월
CJ푸드빌

제빵 경연대회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사)대한안마사협회 교육영상제작(국어)

2016년 11월
㈜신일 건설안전교육영상제작(국어)

터치미 대리운전 광고영상제작(국어)

2016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

뮤지컬공연영상 뮤지컬공연영상제작(창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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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7년 01월

㈜NRG&C
2017년 NRGNC 홍보영상제작

3편(국어, 영어, 중국어)

㈜글로벌에이플러스
2017글로벌A+ 홍보영상제작

5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2017년 02월
농협중앙회

2017년 농협중앙회 교육영상제작
CS 3.0 교육영상제작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교육영상제작

2017년 03월
한국PD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진흥공업㈜ 2017 기업홍보영상제작(중국어)

2017년 04월
㈜엘지디스플레이 2,0000만대 돌파 우정홍보영상제작

㈜엔앤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영어)

2017년 05월 (주)디와이
20117교육영상제작(국어)

핵심가치 체계재수립 및 과정개발 및상황극(6편)

2017년 06월
㈜애니원 2017 홍보홍보영상제작 3편(국어, 영어, 중국어)

(사)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

- 25 -

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7. 01. ~ 20117.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7년 07월

㈜애니원
17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7년 0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을지훈련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홍보영상제작 및 오프닝영상제작

2017년 09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교육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17년 10월
샵TV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2편(국어)

(사)대한안마사협회 교육영상제작(국어)

2017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알리 홍보영상제작(국어)

2017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

뮤지컬공연영상 뮤지컬공연영상제작(창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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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8년 01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17년 활동보고, 시상영상제작

(3편 종합구성, 다큐, 시사)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8년 01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2017년 결산보고영상제작

스마트캐스트 방송광고영상영상제작

2018년 03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교육영상제작

㈜중앙고속 2018년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

2018년 04월
이피코리아㈜

기업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사)대한안마사협회 교육영상제작(국어)

2018년 05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영한산업㈜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

2018년 06월
나렛테크노 기업영상영상제작(국어)

휴안건설 휴안건설 방송광고영상제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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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1년 실적 (2018. 01. ~ 20118.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8년 07월

㈜애니원
17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8년 0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을지훈련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홍보영상제작 및 오프닝영상제작

2018년 09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교육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18년 10월
속초프로젝트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2편(국어)

㈜대현엔지니어링 교육영상제작(국어)

2018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광희패션물 광고/홍보영상제작(전광판광고)

2018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총10편)

㈜알리 홍보영상제작(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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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8. 07. ~ 20118. 12.)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9년 01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18년 활동보고, 시상영상제작

(3편 종합구성, 다큐, 시사)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9년 01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2018년 결산보고영상제작

스마트캐스트 방송광고영상영상제작

2019년 03월

휴안건설 방송광고영상제작(국어)

㈜중앙고속 2019년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

2019년 04월
이피코리아㈜

기업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사)대한안마사협회 교육영상제작(국어)

2019년 05~6월
통일부 하나원 하나원 20주년기념영상제작(국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직무교육동영상제작(12편)

2019년 06월
영한산업㈜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세미나영상영상제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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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9. 01. ~ 20119.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19년 07월

㈜애니원
19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19년 0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을지훈련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홍보영상제작 및 오프닝영상제작

2019년 09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교육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19년 10월
속초프로젝트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2편(국어)

㈜경수제철 19년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2019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광희패션물 광고/홍보영상제작(전광판광고)

2019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총5편)

도로교통공단 홍보영상제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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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19. 07. ~ 20119. 12.)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0년 01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활동보고, 시상영상제작

(3편 종합구성, 다큐, 시사)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0년 01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결산보고영상제작

스마트캐스트 방송광고영상영상제작

2020년 03월

휴안건설 방송광고영상제작(국어)

남대문시장 온라인홍보영상제작(국어)

2020년 04월
이피코리아㈜

기업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사)O.N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영어 2편)

2020년 05~6월
통일부 하나원 하나원 기념영상제작(국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직무교육동영상제작(12편)

2020년 06월
대전보건대학교 어린이 홍보영상제작(국어 2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세미나영상영상제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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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20. 01. ~ 20120.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0년 07월

㈜애니원
19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0년 0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을지훈련 중계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홍보영상제작 및 오프닝영상제작

2020년 09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교육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20년 10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잭니콜라우스품평회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1편(국어)

㈜경수제철 19년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2020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광희패션물 광고/홍보영상제작(전광판광고)

2020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총5편)

교육부 강의영상제작(국어-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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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1년 실적 (2020. 07. ~ 20120. 12.)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1년 01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활동보고, 시상영상제작

(3편 종합구성, 다큐, 시사)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1년 01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결산보고영상제작

스마트캐스트 방송광고영상영상제작

2021년 03월

동양기산㈜ 소화기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1편)

남대문시장 온라인홍보영상제작(국어)

2021년 04월
이피코리아㈜

기업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사)O.N 기업홍보영상제작(국어,영어 2편)

2021년 05~6월
통일부 하나원 하나원 기념영상제작(국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직무교육동영상제작(12편)

2021년 06월
진형건설㈜ TL-FORM건설 홍보영상제작(국어 1편)

(주)하이드로닉스 오프닝영상영상제작(국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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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21. 01. ~ 2021.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1년 07월

㈜애니원
21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1년 08월
㈜하이드로닉스 수소발전기 제품홍보영상제작(2편)

㈜코리아시스템 대우건설 안전혁신선포식영상제작(9편)

2021년 09월

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수술CG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21년 10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잭니콜라우스품평회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1편(국어)

㈜경수제철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2021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광희패션물 광고/홍보영상제작(전광판광고)

2021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총5편)

교육부 강의영상제작(국어-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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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21. 07. ~ 2021. 12.)

비대면 교육영상 중계방송(유튜브)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2년 01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활동보고, 시상영상제작

(3편 종합구성, 다큐, 시사)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2년 01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결산보고영상제작

스마트캐스트 방송광고영상영상제작

2022년 03월

동양기산㈜ 소화기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1편)

남대문시장 온라인홍보영상제작(국어)

2022년 04월
윤창기공㈜

기업홍보영상제작
3편(국어, 영어, 스페인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온라인 비대면교육영상제작(국어 1편)

2022년 05~6월
칸타빌수유팰리스 아파트 분양홍보영상제작(국어 1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직무교육동영상제작(12편)

2022년 06월
진형건설㈜ TL-FORM건설 홍보영상제작(국어 1편)

(주)하이드로닉스 오프닝영상영상제작(국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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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22. 01. ~ 2022. 06.)



프로젝트 일시 의뢰기관 및 기업체 프로젝트 내용

2022년 07월

㈜애니원
21년 애니원 홍보영상제작

(국어, 중국어)

한국피디교육원 한국PD교육원 교육영상제작(인문학 등)

2022년 08월
㈜하이드로닉스 수소발전기 제품홍보영상제작(2편)

㈜코리아시스템 대우건설 안전혁신선포식영상제작(9편)

2022년 09월

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수술CG영상제작

케이엠비㈜ 제품홍보영상제작(국어, 영어)

2022년 10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잭니콜라우스품평회영상제작 및
광고영상제작 1편(국어)

㈜경수제철 홍보영상제작 2편(국어, 영어)

2022년 11월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원 교육영상제작(국어)

㈜광희패션물 광고/홍보영상제작(전광판광고)

2022년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영상영상제작(국어-총5편)

교육부 강의영상제작(국어-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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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적 _ 최근12년 실적 (2022. 07. ~ 2022. 12.)



- 37 -

제작단가
(CF광고 / 홍보영상제작)

항상 고객님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고객님의 마음처럼, 가장 크리에이티브 제안 하겠습니다.



• 총 예상가격 :  ₩500,000  이하

• 제작기간 : Post 2days

• Post  :  2D – ₩500,000 이하

Audio – ₩0   

• 총 예상가격 :  ₩500,000 ~ 1,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1day / Post 2days

• Post  :  2D – ₩300,000~700,000

Audio – ₩300,000   

1
단순 편집영상제작(기존 영상과 사진 활용)

2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마케팅용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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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단순편집 영상제작 / 홈페이지 마케팅 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http://www.ebs.co.kr/main


• 총 예상가격 :  ₩2,000,000 ~ 5,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1day / Post 3days

• Post  :  2D – ₩800,000~1,500,000

Audio – ₩300,000~500,000   

• 총 예상가격 :  ₩5,000,000 ~ 15,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1day / Post 4days

• Post  :  2D/3D – ₩1,000,000~5,000,000

Audio – ₩500,000~1,000,000   

3
케이블TV 광고영상 및 단순 홍보영상

4 홈쇼핑 인서트영상 및 일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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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케이블 TV광고 영상제작 / TV홈쇼핑 인서트 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http://www.ebs.co.kr/main


5
Full HD 디지털 TV광고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 총 예상가격 :  ₩15,000,000 ~ 20,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2day / Post 5days

• Post  :  2D/3D – ₩5,000,000~8,000,000

Audio – ₩1,500,000~2,000,000   

제작단가 _ Full HD디지털 TV광고 및 홍보영상제작

- 40 -

http://www.ebs.co.kr/main


6

• 총 예상가격 :  ₩20,000,000 ~ 25,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2day / Post 6days

• Post  :  2D/3D – ₩8,000,000~10,000,000

Audio – ₩2,00,000~2,500,000   

Full HD 디지털 TV광고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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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Full HD디지털 TV광고 및 홍보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7

• 총 예상가격 :  ₩25,000,000 ~ 30,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2day / Post 6days

• Post  :  2D/3D – ₩10,000,000~15,000,000

Audio – ₩3,00,000~3,500,000   

Full HD 디지털 TV광고영상 및 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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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Full HD디지털 TV광고 및 홍보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8

• 총 예상가격 :  ₩50,000,000 ~ 60,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2day / Post 8days

• Post  :  2D/3D – ₩15,000,000~20,000,000

Audio – ₩3,50,000~4,000,000   

HIGH-END Full HD디지털 TV광고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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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High End Full HD디지털 TV광고 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9

• 총 예상가격 :  ₩80,000,000 ~ 100,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3day / Post 15days

• Post  :  2D – ₩20,000,000~25,000,000

3D – \5,000,000~7,000,000

Audio – ₩4,00,000~5,000,000   

HIGH-END Full HD디지털 TV광고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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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High End Full HD디지털 TV광고 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10

• 총 예상가격 :  ₩120,000,000 ~ 150,000,000

• 제작기간 : Shooting 3day / Post 18days

• Post  :  2D – ₩25,000,000~30,000,000

3D – \10,000,000~12,000,000

Audio – ₩5,00,000~6,000,000   

HIGH-END Full HD디지털 TV광고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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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_ High End Full HD디지털 TV광고 영상제작

http://www.ebs.c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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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가
(교육영상제작)

항상 고객님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고객님의 마음처럼, 가장 크리에이티브 제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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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상촬영 스튜디오 대여료

교육영상촬영 장비 대여료

제작단가 _ 교육영상제작

분 류 시 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주 간 1시간 이내 20,000원 25,000원 30,000원

야 간 1시간 이내 25,000원 30,000원 35,000원

심 야 1시간 이내 30,000원 35,000원 40,000원

1일 8시간 이내 180,000원 200,000원 220,000원

종 류 시 간 금 액 비 고

프롬프트 임대 1시간 이내 80,000원

1일(8시간 기준) 
180,000원

빔 프로젝트 임대 1시간 이내 80,000원

전자칠판 임대 1시간 이내 50,000원

기타 장비 임대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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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상 제작가격(판서/사이버 스튜디오/모션그래픽/멀티미디어 type 등)

교육영상 촬영단가(일반촬영)

교육영상 편집단가

교육영상 촬영단가(크로마촬영)

제작단가 _ 교육영상제작

판서 type
사이버스튜디오 type

모션그래픽 type
멀티미디어 type

기타 등

촬영장비 시 간 촬영단가

카메라 1대
카메라 1대
카메라 2대
카메라 3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50,000원 ~
7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촬영장비 촬영시간 촬영단가

카메라 1대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15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

편집내용 편집시간 편집단가

단순NG컷 편집
타이틀자막, 컷편집, 음악삽입
기획 구성편집
종합편집(자막, 효과, 성우, BGM, 자
료삽입)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50,000원 ~ 100,000원
130,000원 ~ 200,000원
200,000원 ~ 300,000원

800,000원 ~ 3,000,000원

http://www.dittomotion.com/html/k/k_po_type_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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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비지니스성공파트너, "메네스"를만나보십시오!

Success

> 상담문의 : Tel 02-2203-2290  
Mobile 010-2927-2290

> 총괄 감독 : 이병희 / 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