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메인히스토리홍보영상제작

#동두천시 #홍보영상 #국문

동두천시 홍보영상 (국,영문) 제작

▶영상보기

#동두천시 #홍보영상 #영문 ▶영상보기

https://youtu.be/QW46-0DbcBo
https://youtu.be/TJ39S-urYnA


동두천시
관광뮤직비디오 / CF 홍보영상제작

#동두천시 #뮤직비디오 #홍보영상

동두천시 뮤직비디오형홍보 영상, 30초케이블 광고

▶영상보기

#관광뮤직비디오 #관광홍보영상 ▶영상보기

#30초 #케이블광고 #CF홍보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qUePHy88i0
https://www.youtube.com/watch?v=xbeuX0OMZT0&t=106s
https://www.youtube.com/watch?v=3yHfXGxP-Uk


미래인기업홍보영상
기업및제품홍보
금속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제품및회사 소개영상

▶영상보기#기업홍보 영상 #메인홍보

https://youtu.be/RKURoLPFTQM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뷰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나래호 인터뷰영상 제작

▶영상보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나래호홍보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S8re3SrxwB8


프레쉬벨
기업홍보영상제작

#프레쉬벨 #홍보영상

프레쉬벨 기업홍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G-wcdIih8kU


파파아이
광고형홍보영상제작

#파파아이 #홍보영상

파파아이 광고형홍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gEzWCxle4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홍보영상 ▶영상보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민대응감시단홍보영상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민대응감시단
디지털성범죄근절홍보영상 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69fAvXCmnkE


뉴데이일일건강
석류콜라겐젤리광고형홍보영상기획및광고

#뉴데이일일건강 #홍보영상

석류콜라겐젤리광고형홍보 기획및광고

▶영상보기

https://youtu.be/bgcHU1TIgzY


뉴데이일일건강
석류콜라겐젤리홍보영상제작

#뉴데이일일건강 #홍보영상

석류콜라겐젤리홍보영상 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K7pz3QFT7lM


극지연구소
글로벌캠페인홍보영상제작

#극지연구소 #홍보영상

극지연구소글로벌캠페인홍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zXRU7PTork&t=1s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홍보영상제작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홍보영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홍보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AA-kNU3hlL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침해손해배상제도강화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션그래픽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강화안내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i6FtN-v5DUI


은평구
소개모션그래픽

#은평구문화관광 #모션그래픽

통일로가는 은평의신교통,경제,문화 인프라소개

▶영상보기

https://youtu.be/eMTbg_UFh_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후변화의시대카드뉴스영상제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카드뉴스

기후변화의시대, 위험인식과 건설 R&D방향안내

▶영상보기

https://youtu.be/TL6_e-JyqYY


극지연구소
웹툰형모션영상제작

#극지연구소 #모션그래픽

극지연구소웹툰형모션영상 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7jfCyRR580c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챗봇및법률상담서비스소개

#저작권상담센터 #영상

인포그래픽형소개영상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9zw5DRp04GA


국가미세먼지
환경부국가미세먼지정보소개

#국가미세먼지 #모션그래픽

국가미세먼지 모션그래픽설명영상

▶영상보기

https://youtu.be/KWCFzOMcPcU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권통문카드뉴스영상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카드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카드뉴스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f72h-12OXM


아기는책을좋아해요
1,2편제작

#북스타트코리아 #모션그래픽

북스타트코리아모션그래픽영상 1,2편 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llNT90phxA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예방카드뉴스영상
경기도여성가족재단예방 카드뉴스영상 제작

▶영상보기#경기도여성가족재단 #카드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JBU-LeoQdM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모션그래픽

한국해양수산연수원홍보 인지도설문조사 이벤트모션그래픽영상

▶영상보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홍보인지도설문조사이벤트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1ckJh2TkKs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리상표와냄새상표
소리상표와냄새상표카드뉴스형영상제작

▶영상보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카드뉴스

https://youtu.be/x1GeYXLEKTg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기사 인터뷰영상 제작

▶영상보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인터뷰영상제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1pPLeEqOHzs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토크쇼형인터뷰영상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터뷰

토크쇼형 인터뷰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Q6yjhDXtEU


극지연구소
인터뷰영상제작

#극지연구소 #인터뷰

극지연구소인터뷰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7woQaXQodU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터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인터뷰 영상제작

▶영상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터뷰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4wyXAvBd7KM


#라온제나스피치 #인터뷰

라온제나스피치후기인터뷰 영상제작

▶영상보기

라온제나스피치
후기인터뷰영상제작

https://youtu.be/fGsacKEimiU


#공공누리 #인터뷰 1편

공공누리 Q&A 인터뷰영상제작

▶영상보기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7편인터뷰영상제작

▶영상보기#공공누리 #인터뷰 2편

https://youtu.be/JCDKfpEkn20
https://youtu.be/ckMss331UME


프레쉬벨
주스시음회인터뷰영상제작

#프레쉬벨 #인터뷰

프레쉬벨 곰곰주스시음회 인터뷰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gYjunK52Zk


#북스타트코리아 #인터뷰

북스타트코리아인터뷰영상 제작

▶영상보기

북스타트코리아
인터뷰영상제작

https://youtu.be/ZALF7ZhkQr4


#느루요양병원 #인터뷰

느루요양병원 Q&A 인터뷰 영상제작

▶영상보기

느루요양병원
Q&A 인터뷰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NyE4zlMNKEg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사스케치

제 19회 만화의날스케치영상 제작

▶영상보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 19회만화의날스케치영상제작

https://youtu.be/zwHIZ6Nw-fQ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사스케치

부천국제만화축제트레일러 영상제작

▶영상보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국제만화축제트레일러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DA2jWYiT65k&list=PLm68mzvv0r0eyExm6F8uAF0EWjfYBFpSv&index=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사스케치

웹툰창작체험관성과발표회 스케치영상제작

▶영상보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성과발표회스케치

https://www.youtube.com/watch?v=ohM88G5TbgY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사스케치

만화콘텐츠성과발표회스케치 영상제작

▶영상보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콘텐츠성과발표회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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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메리어트 #행사스케치

JW메리어트호텔풀파티영상 제작

▶영상보기

JW메리어트
호텔풀파티영상제작

https://youtu.be/k35tCvIm_u8


#서울드래곤시티 #행사스케치

서울드래곤시티스카이킹덤소프트오프닝 영상제작

▶영상보기

서울드래곤시티
스카이킹덤소프트오프닝영상제작

https://youtu.be/AuPzhFWxECA


#워커힐 #행사스케치

워커힐 2018 NEW YEAR 카운트다운파티영상 제작

▶영상보기

워커힐
2018 NEW YEAR 카운트다운파티영상제작

https://youtu.be/QYVVH_ZPjZY


#발렌타인데이파티 #행사스케치

발렌타인데이콜라보레이션파티영상제작

▶영상보기

LISTEN super lounge
발렌타인데이콜라보레이션파티영상제작

https://youtu.be/Kb7cf_q5_h8


#M컨템포러리 #행사스케치

M컨템포러리 MxM GRAND OPENING 스케치영상제작

▶영상보기

M컨템포러리
MxM GRAND OPENING 스케치영상제작

https://youtu.be/E0Bp6oaSBSQ


#M컨템포러리 #행사스케치

M컨템포러리전시회스케치 영상제작

▶영상보기

M컨템포러리
전시회스케치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jEMO4F2nyBo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브이로그영상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47xFmmPikQ


극지연구소
2021 유튜브콘텐츠영상제작

#극지연구소 #유튜브

극지연구소 2021 유튜브 콘텐츠영상 제작

▶채널보기

https://www.youtube.com/c/korea_polar


캣스타TV
유튜브콘텐츠영상제작

#캣스타TV #유튜브

캣스타TV 유튜브콘텐츠 영상제작

▶채널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gKmCoOC_jvX-8zmB5TNE6g


프레쉬벨
착즙주스바이럴영상제작

#프레쉬벨 #바이럴

프레쉬벨 착즙주스바이럴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8AVKTXoWAo


트레블엠
홍보바이럴영상제작

#트레블엠 #바이럴

트레블엠 홍보바이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e54vdHEaDw&list=PLm68mzvv0r0eltBO0vuy5tfwW3iEqceEF


#태안군 #SNS공모전

태안군 SNS 여행사진 공모전영상 제작

▶영상보기

태안군
SNS 여행사진공모전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RbRiGOuNv2A


라인강스피치
바이럴광고영상제작

#라인강스피치 #바이럴광고

라인강스피치바이럴광고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xewrl5Vw0I


느루요양병원
건강한한끼바이럴영상제작

#느루요양병원 #바이럴

느루요양병원느루의건강한 한끼바이럴영상 제작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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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성형외과 #소개영상

올래성형외과올래팝클리닉 소개영상제작

▶영상보기

올래성형외과
올래팝클리닉소개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ZP2olgq7YTU


#여성가족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바이럴 ▶영상보기

열여섯살이었지 굿즈영상제작

여성가족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열여섯살이었지굿즈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pyhyVW_qGa4


라인피알영상서비스

유튜브숏폼
(Short)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낵영상

부천국제만화축제푸드트럭 스낵영상제작

▶영상보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국제만화축제푸드트럭스낵영상제작

https://youtu.be/WymO6G__smg


넬리
콘텐츠영상제작

# 넬리세제 #스낵영상 ▶영상보기

직장인잇녀의 세제로
INNER PEACE! 콘텐츠 영상제작

https://youtu.be/grZnnkGAgR8


마더킴
뱅어포바이럴영상제작

#마더킴 #바이럴

마더킴뱅어포 바이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www.instagram.com/motherkim_official/p/B_lfePWBeaQ/?utm_medium=copy_link


#함소아 #바이럴

함소아바이오락토탑 SNS 채널용 바이럴영상제작

▶영상보기

함소아
바이오락토탑 SNS 채널용바이럴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pAPz0zx9Qkc


#공공누리 #1분이내

공공누리 유튜브숏폼영상

▶영상보기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Short 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EYkEQC9P1jU
https://youtube.com/shorts/5vwtLz2tg1w?feature=share


라인피알영상서비스

옥외광고/지하철
/SNS



우리은행
지하철옥외광고

#우리은행 #광고

청약상품옥외 광고홍보영상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nQpWs3mSACA?feature=share


팔공산
국립공원지정응원배너영상

#팔공산#국립공원 #영상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응원숏 애니메이션 1,2편

▶영상보기

▶영상보기

https://youtu.be/8wwv5JDwKs8
https://youtu.be/zS0oYekmZzE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예방콘텐츠공모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영상

건전한디지털문화추진공모전 SNS 광고영상홍보

▶영상보기

https://youtu.be/b3tZ5hneVK0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놀자숲, 별&숲테마파크촬영및영상 제작

▶영상보기

동두천시
관광콘텐츠촬영및영상제작

#동두천시 #관광스케치 ▶영상보기

#동두천시 #관광스케치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k5PS9B1Y0A
https://www.youtube.com/watch?v=6tQahOQTH5w
https://www.youtube.com/watch?v=MuciVFpDxoQ


#서울중구청 #관광스케치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촬영 및영상제작

▶영상보기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다산성곽) 촬영및영상제작

https://youtu.be/E1M6DkdvznI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촬영 및영상제작

▶영상보기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인쇄골목) 촬영및영상제작

#서울중구청 #관광스케치

https://www.youtube.com/watch?v=P9eSkfsN0eY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촬영 및영상제작

▶영상보기

서울중구청
관광콘텐츠(필동예술통) 촬영및영상제작

#서울중구청 #관광스케치

https://www.youtube.com/watch?v=FAk7yZbtuoQ


#태안군 #관광스케치

태안군관광 콘텐츠만리포청춘여행 촬영및영상 제작

▶영상보기

태안군
만리포청춘여행촬영및영상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sRBmkq2GLZE


태안군관광 콘텐츠내포통통 버스촬영및영상제작

▶영상보기

태안군
내포통통버스촬영및영상제작

#태안군 #관광스케치

https://www.youtube.com/watch?v=6g4kYdoorp0


태안군관광 콘텐츠안면도가족여행 촬영및영상 제작

▶영상보기

태안군
안면도가족여행촬영및영상제작

#태안군 #관광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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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관광 콘텐츠사계절태안여행 촬영및영상 제작

▶영상보기

태안군
사계절태안여행촬영및영상제작

#태안군 #관광스케치

https://www.youtube.com/watch?v=XUBHvGh4iuY




한식진흥원해외한식홍보
소개영상제작

#한식진흥원 #인터뷰 #스케치

2021 해외한식요리 콘테스트스케치 및인터뷰소개영상
2022 한식전문강사 해외교육기관파견 영문영상

▶영상보기

#한식진흥원 #해외파견영상 ▶영상보기

https://youtu.be/FHYCwdc32bY
https://youtu.be/MwGFwio-BBI


극지연구소
글로벌캠페인홍보영상제작

#극지연구소 #홍보영상 #글로벌

극지연구소글로벌캠페인홍보영상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QUmTgET9jg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홍보영상 #글로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대표 홍보영상제작

▶영상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표홍보영상제작

https://youtu.be/sF1xN0UUNc8




https://www.linep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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