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콘텐츠 전문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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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오늘날,
브랜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차별화에 있습니다.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적인 가치와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고객들께 전달해야 하는 브랜드의 본질입니다.
퍼니티브컴퍼니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주목해왔습니다.

퍼니티브컴퍼니는 기업의 본질을 담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업활동에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이미지만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더 깊이 있게 고민하여
그것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현해드립니다.

(Fun & Creative)

We create all kinds of contents you

need!

영상콘텐츠에서부터 인쇄물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기업 브랜딩 등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Media
Contents

Creative
Design

Online
Marketing

Business
Consulting

홍보영상/CF

브로슈어

블로그

브랜드 전략 기획

프로모션 영상

카달로그

페이스북

카피라이팅

교육용 영상

팜플렛/리플렛

유튜브

BI/CI 개발

VR/AR 영상

포스터

인스타그램

매체 컨설팅

Innovative Organization
퍼니티브컴퍼니는 변화하는 세상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인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CEO

운영지원팀

Media Contents Division

Creative Contents Lab.

Brand Identity Division

Creative Design Division

구성/시나리오

제작 연출

아이덴티티 수립

포지셔닝전략 기획

영상디자인

촬영/항공촬영

편집

카피라이팅

BI/CI 개발

웹디자인

2D/3D 그래픽

온라인 마케팅

인쇄물디자인

3-floor product system
전체 제작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 업무진행 내용을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보고합니다.

Pre-Product

사전 취재/분석

컨셉 도출

시나리오
구성

피드백
반영

시나리오
확정

Product

스텝 구성

촬영

편집

그래픽
(2D/3D)

성우〮오디오
믹스

Post-Product

시사회/수정

컨펌

납품 준비

납품

유지보수

커뮤니케이션 간소화 및 효율성 극대화!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복잡한 초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일원화하여
콘텐츠 제작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작가
작가

PD

FUNNITIVE

디자이너
촬영

Project
Project
Manager
Manager

Client

밀접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_Management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NEEDS에 적합한 최고의 홍보물 전략 구상
- Brief System을 도입하여 제작 초기단계 진행시 작가, 연출자, 기획자와 주1회 회의 진행
- 회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별도로 기록, 정리하여 보고
- 보고서 형태의 Brief 내용은 제작에 즉각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스템

 프로젝트별 업무 집중화로 능동적인 역할 수행
- 기획, 작가, 연출, 촬영, CG, 편집팀별 별도의 담당자 선정 및 프로젝트 진행
- 팀별 2인 내외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단계별 집중 진행으로 제작의 효율성 제고

 제작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각 분야별 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 Work flow에 기반한 체계적인 제작 일정 수립으로 변수 사전 차단
- 제작과정의 문제 발생 시 담당PD와의 긴급공조 시스템 운영

 제작완료 후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 자막 수정, 컷 수정, 로고 수정 등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 시 즉각적인 유지보수 실시
- 추가 촬영, 내레이션 수정, CG 수정 등 협의 후 진행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Visual), 차별화된 드론(Drone)촬영!
차별화된 항공촬영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여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며, 보다 다이나믹한 영상을 구현해드립니다.

▶ Equipment_Camera

FULL HD 촬영

Cinema RAW

고감도 4K Super 35 Exmor

풀 프레임 센서가

Cinema RAW

Super 35mm 포맷 CMOS

초당 30프레임의 Full HD 고화질 동

Full HD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CMOS 센서

탑재된 플래그심 DSLR

미가공 데이터의 정보량을 유지한 채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기능 강화를

영상 기록 가능. 어안렌즈, 틸트 시

슈퍼 35mm 규격의 대형 이미지 센서

4K 영화 촬영/수퍼슬로우 모션

약 1800만 화소의 풀 프레임 이미지

로 전송해 범용성 높은 포맷으로 외

위한 포맷, 60Fps의 고속촬영

프트 렌즈와의 자유로운 호환

와 다양한 EF 렌즈 및 PL 렌즈를 바탕으

고감도 ISO2000 및 14스톱의

센서를 통해 자유로운 심도표현

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퀄리티를 높

로 영화 촬영자가 꿈꾸는 영상에 최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구현

21.1M CMOS 센서

한 가까운 영상을 표현

2110만 화소 Full frame CMOS 센서
를 통해 고화질 고속 이미지 처리

Full-HD 4:2:2

가능

모든 픽셀이 풀 컬러정보를 가지고 있
어 고품질의 2K 영상 제작 가능

15point AF 센서

국제 표준 MXF 포맷을 지원하며

초점 위치를 미세조정할 수 있어 광

MPEG-2 Long GOP 4:2:2 코덱을 사

원에 따라 생기는 초점의 작은 차이

용하고 50 Mbps의 화질 구현

도 보정

CMOS 센서
Auto lighting Optimizer

심도를 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

피사체의 밝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며 배경을 자연스럽게 흐리게 가능

밝기를 조절해 주며, RAW에 대해
효과가 적용됨

이는 것이 가능

4K등 여러 촬영모드 지원
수퍼 슬로우 모션을

4K, 풀 프레임 및 슈퍼 35mm 크롭

사용한 Full HD 레코딩

Full HD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Full HD 화질의 연속 레코딩

다양한 촬영 환경에 대응

최대 180fps의 프레임 레이트
제공

S-Gamut3.Cine/S-Log3 지원
로그감마 자체가 Cineon 로그에
가까워 영화와 같은 느낌 연출 가능

Short converting time
컨버팅 시간이 짧아 영상표현 및

2K/Full-HD 4:4:4 10bit/12bit
출력지원

후반작업에 효과적

모든 픽셀이 풀 컬러정보를 가지고

비압축식 On-Board

있어 고품질의 2K 영상 제작 가능

유효화소수와 화질의 유지를
위한 온-보드 레코딩으로 영상

교환식 렌즈 사용으로

최대 120fps 고속촬영

다양한 표현 가능

4K Full 해상도에서 최대 60fps의

업무용 워크 플로우에 대응

퀄리티 UP!

속도를 기록 가능하며, 4K HRAW와

기본감도 ASA800

2K모드에서 최대 120fps 고속 촬영

적은 노이즈율과 13Stop에 해당하

가능

는 넓은 다이나멕 레인지 지원

▶ Equipment_Support

CAMERA
WAGON 이동차

DVW-A500
Digital VTR

인스파이어1
드론

ZIMIZIB
지미집

STORAGE
Data 저장

촬영기사가 카메라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 바퀴를 단
이동 촬영대

방송전용의 고화질〮고음
질의 컴퍼넌트 디지털
VTR. Digital 편집 시스템
의 마스터용으로 최적

생동감 있는 영상이나 사
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서의 촬영을 위

크레인 같은 구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리모컨으로
촬영을 조정하는
무인 카메라 크레인

쿼드코어 Intel Core i7 및
AMD Radeon HD 그래픽
프로세서를 통해 3배
높은 효율과 성능 구현

STANDARD
MONITOR 표준모니터

WIRESS MICRO PHONE
무선마이크

TRIPOD
트라이포드

HDW-M2000
HDCAM레코더

저휘도, 움직이는 피사체
등의 정확한 촬영 확인

케이블이 없는 소형
마이크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

컨트롤 패널을 통해 다양한 프
레임, 필드 주파수에 대응하여
폭넓은 콘텐츠 제작

▶ Equipment_Edit

Apple
Mac pro

Apple
iMAC

Apple
MacBook pro

최대 12코어의 강력한 파워 /
최대 5배 빠른 기본 그래픽 성능 /
새롭고 빠른 Solid-State Drive 옵
션

쿼드코어 Intel Core i7 및
AMD Radeon HD 그래픽 프로세서
를 통해 3배 높은 효율과 성능 구현

Thunderbolt. 차세대 I/O 도입으로
다양한 영상장비와의 호환이 가능하
며 고화질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Apple
Final cut studio /
pro X
비압축된 HD 화질을 SD 파일 사
이 즈 를 위 한 프 로 레 스 442
(ProRes 422) 포맷, 싱글 타임라
인(Timeline)에서 다른 비디오 포
맷 동시 편집과 프레임 레이트
지원

Apple
Final cut
pro X (HD)

Adobe
Master
collection CC

Autodesk
3Ds Max /
MAYA

최대 64 앵글의 영상과
사진을 자동으로 동기화
하여 멀티캠 편집이 가능
한 기능 및 크로마키 기
능의 확대, 타사 응용 프
로그램과의 원활한 플러
그인 시스템 도입 등으로
작업의 효율 증대

제작 전반에 필요한 Adobe
의 모든 툴을 포함하고 있
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3D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통
해 인물, 캐릭터, 사물들의 모
션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
CG제작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

▶ Project History

2016

동아대학교 대입전형, 면접 및 학과 안내 동영상

20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홍보영상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0주년 기념영상

해군 군수사 정비창 소개동영상

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영상

2014년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동영상

고등과학원 홍보영상

대명레저산업 홍보영상

울산 고래축제 홍보동영상

파인테크닉스 홍보영상

한국수력원자력 신사옥 안내영상

LG전자 생산기술원 홍보영상

특별안전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용 동영상

김해관광 홍보동영상

파인디앤씨 홍보영상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영상

2013

마이더스로 TV CF

2015

2013년도 부산광역시 도시홍보 영상물
국방과학연구소 홍보영상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홍보영상

안전보건공단 2015 비전영상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홍보영상

주택금융공사 홍보영상수정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홍보영상

녹차수도보성 홍보동영상

대명레저 - 오션월드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SWC 사업 홍보영상
김해관광 홍보영상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 홍보
한국중부발전 홍보영상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홍보영상

2012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포항가속기연구소
중부내력중심권 관광홍보
삼성 S-suggest TVCF
마이더스 TVCF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통합CF

부산시 동구 CCTV관제센터 홍보영상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PR Film, CF, 각종 인쇄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은
안정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최상의 퀄리티(Quality)를 보장합니다.

▶ Portfolio_Film
_공공기관

▶ Portfolio_Film
_공공기관

▶ Portfolio_Film
_공공기관

▶ Portfolio_Film
_기업 및 대학 홍보

▶ Portfolio_Film
_이미지 광고 및 CF

▶ Portfolio_Film
_이미지 광고 및 CF

▶Portfolio
▶ Portfolio_Design

▶ Portfolio_Design

▶ Portfolio_Design

▶ Portfolio_Desig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