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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 소통을 만듭니다

창의에서 감동을 더합니다

철학을 담아 고객과 공감하며 소통을 만들어 내는 일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감동을 주는 일

목차



열려있는 사고와 젊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과거와 현재,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를 연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

창의적으로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이성과 감성을 연결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6Ⅰ Introduction / 01 공감에서 창의



Our Creativity Culture

Cre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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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Ⅰ Introduction / 02 창의문화

인트로덕션은 개인이 잘하는 것, 개인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구성원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자 창의력의 시작이

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무/복지 제도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열정으로 바

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트로 제도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인 출근시간.

인트로덕션은 09:00 ~ 10:30사이로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시간(09:00~10:00)에는 직원들의 허기를 달래줄 브레드와 커

피,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0분 수다제도

인트로덕션은 매주 월,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2시까지 60분 수

다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 외의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자

유롭게 토론함으로 팀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고, 생

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풍지원 제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 직원이 오후 4시에 

컴퓨터를 끄고 문화활동을 하러 갑니다. 연극(뮤지컬), 영화, 전시

회, 운동 등 전 직원들의 액티비티를 위해 모든 비용을 매달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핵심제도



Make a Project Proposal

Ⅰ Introduction / 02 창의문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를 위해 팀원 모두가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모입

니다.

모임과 수다 속에서 펼쳐지는 아이디어와 브랜드 컨셉에는 하나의 포

스터에 담겨 각자의 책임의식을 위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제작을 하듯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제작될 영상의 본질을 지켜내고, 각자 맡은 업무의 책임

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영상이 이미지로, 이 한장을 위해 생각

하고 고민하며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 냅니다.

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경기콘텐츠진흥원

홍보

1' 30"

January, 2018

https://youtu.be/CsPYWZOYatU


Created b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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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Ⅰ Introduction / 03 회사개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인트로에서 시작됩니다.

이성과 감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며,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인트로덕션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Introduction Media

인트로덕션 미디어

Introduction Media

[경영지원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6길 19

[미디어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건설중)

031)408-9333 / 010-7562-2223

김영준, 유상연

한글명

영문명

소재지

문   의

대표자

인트로덕션 미디어 경영지원부 사무실

인트로덕션 미디어



디지털 컬러 구현의 시작은 RGB 색상의 RED

인트로덕션의 컬러는 RED입니다

Corporate Identity

인트로덕션 미디어

12Ⅰ Introduction / 03 회사개요

Main Color

FRAME

비율

정교함

상징

의미

열정

출발, 발단, 원동력

예술, 창조

창의성

RED Origin C.ISerif Typeface

Sub Color

Main 01

Color Code

Main 02

Color Code

C=0 M=95 Y=85 K=0

# EE3135

C=20 M=90 Y=80 K=0

# CA4142

Sub 01

Color Code

Sub 02

Color Code

C=60 M=20 Y=30 K=0

# 6BA7AE

C=0 M=0 Y=0 K=40

# A7A9AC



CEO

| 컨설팅팀

홍보전략

컨셉기획

제작상담

영상기획

| 작가팀

기획

구성

시나리오

섭외

| 비주얼 1팀

DI(Color Grading)

자막(NLE)

2D Graphic

3D Graphic

| 연출 A,B,C팀

연출

편집

PD/AD/FD

영상기획

| 비주얼 2팀

디자인

편집디자인

광고디자인

캐릭터디자인

| 촬영 A,B팀

ENG촬영

SLR촬영

항공/특수촬영

D.P(영상조명)

| 마케팅팀

홍보

기획

협업

영업

| 스튜디오팀

홍보

관리(스케쥴)

장비수불(렌탈)

미술

경영이사 재무이사 실무이사

경영지원본부 (재무 / 계약 / 인사 / PM)

인트로덕션 미디어

13Ⅰ Introduction / 03 회사개요

전 직원들은 방송, 영화, 마케팅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최고의 Out-Put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인트로덕션 미디어

14Ⅰ Introduction / 03 회사개요

인트로덕션의 영상은 매체에 따른 컨셉기획으로 타겟에 맞는 영상,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MARKETING

광고기획

컨셉기획

마케팅 캠페인

매체컨설팅

온라인광고

  PR(TV/SNS)

기업홍보영상

기관홍보영상

브랜드홍보

제품홍보영상

프로모션영상

  PLATFORM

방송프로그램

(보도,교양,예능 등)

IPTV

사내방송

인터넷방송

  STUDIO

공간대여

장비대여

녹음믹싱(성우)

  C.G(2D,3D)

Animation

Motion Graphics

Title Squence

전략기획시스템 (One-Stop System)



Ⅱ Detail of Business Areas

목차



01 Marketing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컨셉, 기획과 구성안까지 송출되는 방향

에 맞춘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16Ⅱ Business Areas / 01 MARKETING

인트로덕션 미디어

_

광고기획

컨셉기획

마케팅 캠페인

매체컨설팅

온라인광고

(※만약을 대비한 사전고지 문구)
이 영상은 박상환 경위, 심재민 경사, 이숙영 경사를 통해 
사이버 수사팀의 활약상을 재구성안 영상입니다. 

# 제복 셔츠 단추 잠그는 t.s.
# 넥타이 매는 손 t.s. 
# 제복 재킷 입는 /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비춰보는 박상환 경위 / 스틸 

자막>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추적한다!
박상환 경위 서울 광진서
(※박상환 경위의 프로필 간략 소개) 

→ 여기까지 스피디한 몽타쥬로

# 집에서 나오는 박상환 경위, 현관 앞에 놓인 신문 집어 들고 
# 신문 펼치면 신문기사 타이틀 “가상화폐를 미끼로 2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기사 보며 고개 끄덕이는 박상환 경위에서 회상장면으로 diss. 

#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장 이미지 (스크린과 설명회 진행하는 남자로 표현) 
# 스크린 화면에 자막 뜨고 

자막> “신종 가상화폐 코인! 
지금 투자하면 100배 수익 보장!!!”

# 자판 치는 손 t.s. 
#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해 살피는 박상환 경위

자막> 전국을 돌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기단 

# 돈다발 떨어지는 이미지 겹쳐지고
자막>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들어간 사이버 수사팀

# 피해자 진술 받는 박상환 경위 

사이버치안대상 영상 구성안



02 PR (TV/SNS)

기업, 기관, 브랜드,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TVCF, SNS광고를 시대적인 영상미와 더불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17Ⅱ Business Areas / 02 PR (TV/SNS)

_

기업홍보영상

기관홍보영상

브랜드홍보

제품홍보영상

프로모션영상

인트로덕션 미디어



03 PLATFORM

18Ⅱ Business Areas / 03 PLATFORM

인트로덕션 미디어

_

방송프로그램

IPTV

사내방송

인터넷방송

보다 많은 대중들의 감각을 자극시키기 위해 방

송형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청자들에

게 대응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04 C.G (2D/3D)

디자인/애니메이션/일러스트레이션/모델링 

등의 가상미술작업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움

직임이나 회전, 전환 등의 동작과 디자인을 

2D&3D로 표현합니다.

19Ⅱ Business Areas / 04 C.G (2D/3D)

_

Animation

Motion Graphics

Title Squence

인트로덕션 미디어



05 STUDIO

인트로덕션은 전천후 쾌적한 제작 환경을 위해 

White Horizon Studio를 매일 관리하며, 또한 

오디오 레코딩&믹싱 가능한 시스템으로 One-

Stop 제작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Ⅱ Business Areas / 05 STUDIO

_

공간대여

장비대여

녹음믹싱(성우)

인트로덕션 미디어



Ⅲ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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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경찰청

홍보

4' 18"

October, 2017

01 기업·관공서

2017

제10회 사이버치안대상

22Ⅲ Portfolio / 01 기업·관공서

인트로덕션 미디어

https://vimeo.com/239958869


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네이처리퍼블릭

광고

46"

September, 2017

02 광고·SNS

프로방스 인텐스커버

크리미 컨실러

23Ⅲ Portfolio / 02 광고·SNS

인트로덕션 미디어

https://vimeo.com/235204224


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CJ헬로비전

다큐멘터리

23' 50"

June, 2017

03 방송

[다큐멘터리]

마을을 바꾼다

'수색특공대'

24Ⅲ Portfolio / 03 방송

인트로덕션 미디어

https://youtu.be/fPaZZOuJuz0


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화성시문화재단

행사 중계

80' 17"

June, 2018

04 공연·행사·중계

2018 Music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25Ⅲ Portfolio / 04 공연·행사·중계

인트로덕션 미디어

https://youtu.be/a6SBut1ZrdY


Client

Purpose

Duration

launch date

해로(인디밴드)

뮤직비디오

4' 01"

March, 2018

05 뮤직비디오

해로

'Song for you'

26Ⅲ Portfolio / 05 뮤직비디오

인트로덕션 미디어

https://youtu.be/_S114YO5LyI


27Ⅲ Portfolio / 06 Others

인트로덕션 미디어

06 Others

2015-2016

2017

2018

Etc.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본청 이전영상

농촌진흥청 국립특작원예원 홍보영상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50주년 기념영상

양주농업기술센터 홍보영상

TOP Media ‘틴탑’ 일본콘서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공식 홍보영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누리캅스 홍보영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오프닝

경찰청 수사국 '알기 쉬운 수사구조개혁' 모션그래픽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C.A.M.P) 국제심포지움 홍보영상

네이처리퍼블릭 SNS, 바이럴 홍보영상 다수 (07월~12월)

International Union of Kettlebell Lifting(I.U.K.L) World Championship 행사영상

SPOTV X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 한화이글스 SNS 영상 

SPOTV X 우리카드위비배구 SNS 영상

불교 TV 다큐멘터리 타이틀 다수

TOP Media '앤디' 팬미팅 VCR 영상 제작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홍보영상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홍보영상 (제작중)

2015~ 화성시문화재단 공연 중계 외 다수 중계

2015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 중계(자원봉사)

2016 'After the Sewol' 다큐멘터리 독립·장편영화 촬영지원

2017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대 의경 UCC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



Ⅳ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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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의 뢰

환경분석

(기업/브랜드/제품 등)

전략목표

미션설정

커뮤니케이션 컨셉

크리에이티브 전략

영상연출전략

스토리텔링 구성

아이디어 구성안 작성

장비구성

스토리보드 확정

섭외(장소, 출연진 등)

촬영장소협조

컨셉·전략 회의

스케쥴 협의

아이디어 구성

기획 구성안

Pre-Production Meeting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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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항공촬영

특수촬영

가 편집

추가촬영

편집

Read More

* 인트로덕션은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헬리캠(Drone)과 스태디

캠, 짐벌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고

퀄리티의 촬영 품질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Post-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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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Grading (D.I)

C.G (2D,3D)

종합편집 (합성)

사운드 믹싱

시 사

ON-AIR

수 정

* 인트로덕션은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오디오 녹음 스튜디오의 구

축으로 나레이션 녹음과 수정이 보

다 빠르고 정확한 One-Stop작업

이 가능합니다.



공감에서 소통을 만들고, 창의력으로 감동을 더하는

인트로덕션 미디어

공감이야 말로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창의야 말로 감동을 만듭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새로움을 향한 끝없는 인내와 호기심으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그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미디어



이 것이 곧 한 번 연을 잇는 클라이언트들이 인트로덕션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인트로덕션 미디어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소개서에 포함된 내용은 인트로덕션 미디어의 재산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도용을 금합니다.



www.intromedia.tv

인트로덕션 미디어

master@introductionmedia.tv

http://www.intromedia.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