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쥬얼메이커는

                         을 

만듭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각 분야별  젊고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클라이 
언트의 니즈에 맞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브랜딩,영상,촬영, 편집디자 
인,스튜디오,광고,마케팅,문화기획,1인미디어 
등 폭넓은 분야의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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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oint
Visualize + Maker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상의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Reasonable Price & Various 
모든 콘텐츠는 외주 없는 자체제작을 기본으로 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Good Communication 
원활하고 솔직한 쌍방향 소통으로 관계에 있어 믿음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Creative chanllange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혁신성장을 이룹니다.   



Why? Young & Creative Worker
분야별 따로따로 전문 업체 찾느라 고생하시나요?

개성 넘치는 창작자 군단이 만드는 최고의 시너지를 만나보세요 ! 

웹디자이너

편집작가 기획자 시나리오작가 연출가

예능PD 연출가 전문MC 크리에이터

촬영작가

3D영상디자이너

번뜩이는 아이디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략적 마케팅
젊은이 마음은

젊은이가 잘알지!

마음을 읽는

실용기획

1인미디어 

대세마케팅



Smart & Simple Work 
필요한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난감하신가요? 

Why?
비쥬얼메이커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전 

상담 노하우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의 니즈도 

센스있게 알아서 척!  

친절한 비쥬얼콕맨들이 기업 맞춤 콘텐츠 상품을 분야별로 

추천해드리며, 전문적인 내용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해드립니다.  
걱정마세요.

으아아



Why? Fast & Good Communication
갑자기 들이닥친 급한업무,
복잡한 절차와 요구사항에 당황하셨죠?

디자인 인력부족, 외주 업체 연락두절, 갑작스런 일정 변경 등등 

정말 정말 다급할 때, 비쥬얼메이커 긴급오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탁! 

접수부터 완료까지 마감일 칼같이 지켜드립니다.

긴급오더로 접수된 오더는 서두르지 않아도

성격급한 콕맨들이 한발 더 서둘러 드려요.

도와주세요

급해요

콕 찍어보세요.



영상 포트폴리오



기업·브랜드

홍보영상

SD BIOSENSOR / 제약회사 홍보영상

이구산업 / 동가공기업 홍보영상

삼양코리아 / 육가공업체 홍보영상

아산이앤지 / 과자설비 제작회사 홍보영상

파파야맵 / 앱서비스 홍보영상 

테코플러스 / 친환경플라스틱 업체 브랜드 영상

대성기연 / 공기조화기 업체 브랜드영상

한국스마트아이디 / 카드결제방식 홍보영상



제품

홍보영상

컨센서스 / 주방용품 홍보영상

비더스킨 / 화장품 홍보영상

레버프레소 / 커피머신 홍보영상

마이캐디 / 골프용시계 홍보영상

베베푸드 / 아기용 푸드 홍보영상

피엘텍 / 자동화검사시스템 홍보영상

이지라이트 / 가로등 홍보영상



인포그래픽 안내 영상

서비스 소개 영상

안산소식 / 앱 소개영상

안산소식 로고송 / 커뮤니티 홍보영상

비쥬얼메이커 / 기업 홍보영상

에드워드 / 방문자 안내영상

국민안전처 / 시스템 안내영상

청년큐브 / 단체 홍보영상

카딩 / 앱 홍보영상



행사 관련

영상

창업페스티발 축하메세지 / 인터뷰영상

이구산업 / 창립 50주년 행사영상

SRT / 오픈식 행사영상

도시재생학습 / 출판기념회 홍보영상

광덕 A&T / 창립 40주년 행사영상

굿엔레더 / 공방 스케치영상

안산소식 / 시장후보 인터뷰 영상



SNS 바이럴마케팅

홍보영상

아이레시피 / 화장품 홍보영상

캐치에프 / 파리채 홍보영상

굿엔레더 /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안내영상

한울 매직샤이니 / 미용제품 홍보영상

가온힐 / 베개 홍보영상

베베푸드 / 조리법 홍보영상



디자인 포트폴리오



브랜딩



편집디자인



편집디자인



상세페이지

web-page

photography



상세페이지

web-page

photography



상세페이지

web-page

photography



사진 포트폴리오



제품촬영



연출촬영



광고촬영



연출촬영



화보촬영



A 부터 Z 까지 한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