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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300개 이상의 고객사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제작 과정,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합니다
COMPANY ㈜파운더
CEO

김주성

BUSINESS

디지털 영상 콘텐츠/ e-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ADDRES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40(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810호

Tel.

051.714.3580

Web.

contopia.co.kr
salespoolin.com

E-mail.

contopia@thefounder.kr

Works

WHAT WE DO FOR YOU?

B2B 기업전문 디지털 영상 콘텐츠
기업 및 제품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의 기획으로 제안합니다

온라인 e-러닝 콘텐츠
사내 교육, 정책, 성과 공유 등
다양한 목적의 강의 설계부터 촬영 및 편집까지
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온라인 생방송 세미나 및 학술회 같은
모든 비대면 주요 행사를 숙련된 노하우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
송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ull Service
Digital Contents
Production
가치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으로 제안합니다.

기업/기관 홍보 | 제품/서비스 홍보 | 행사 기획 및 홍보 | 모션/인포그래픽

Works

포트폴리오 – 모션/인포그래픽

| 새마을운동중앙회
탄소중립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탄소중립 실천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홍보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 과도한 양의 탄소 배출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나부터! 우리부터! 작은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달하려는 의미에 맞춰 딱딱하고 현대적인 플랫디자인 형태가 아닌
아날로그적 수채화느낌의 그래픽을 채택했으며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정적인 장면들을 라인 애니메이션으로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영상이기에
비비드한 색상을 배제하고 편안한 색상으로 컬러감을 조성하였고,
새마을운동로고에서 가져온 포인트컬러를 활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반영시켰습니다.
https://vimeo.com/6852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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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기업/기관 홍보

| 새마을운동중앙회
탄소중립실천 홍보영상
#스틸컷활용 #인터뷰영상 #홍보영상
과거 어려웠던 시절,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제는 기후위기에 봉착한 지구를 위해 앞장서서 환경문제에 힘을 쓰겠으며
이 영상을 보는 모두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환경이 어렵다 라고 하면 사실상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초반 뉴스스타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 시키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의 모습과 법인의 생각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늘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념과 발자취를 부각 시키며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vimeo.com/636789375/dbd3df7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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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기업/기관 홍보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법인 홍보영상
#실사촬영 #스틸컷활용 #홍보영상
사진 위주의 편집영상이어서 정적이고 지루해보일 수 있는 영상을
다양한 이펙트와 모션그래픽을 활용해 부드럽게 연결시켰습니다.
근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의 새마을 정신에서
이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영상전반적인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피아톤 필터를 활용하여 과거를,
푸른 필터를 이용해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현대를 표현했습니다.
인트로에 사용되었던 태양을 연상시키는 광원 이펙트를 이용하여
영상의 끝맺음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공동체활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https://vimeo.com/651440214/242ef25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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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기업/기관 홍보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홍보영상
#실사촬영 #인터뷰영상 #홍보영상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의 전경을 항공샷을 적극 활용하여 인트로에 담아내었습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이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부 회장님을 따라
새마을문고 내의 작은 도서관을 둘러보는 듯한 스토리텔링,
잔잔한 나레이션이 특징적입니다.
새마을 로고에서 착안한 잎사귀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자막을 삽입해
새마을중앙회의 색깔을 녹여냈습니다.
https://vimeo.com/649919603/acb86c3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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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모션/인포그래픽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ICT하면 떠오르는 최신기술, 세련됨,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적합한
파란색을 메인컬러로 잡고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플랫디자인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색 대비를 이용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선을 잡아끌어냈으며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한 개발자/스타트업 기업가에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vimeo.com/665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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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지원 사업 홍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홍보영상
#실사촬영 #인포그래픽 #인터뷰영상
스타일테크 지원사업은 E커머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캐치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역에서 찾기 힘든 VR/AR 등의 기술 기업을 매칭시켜 협력 로드맵을 형성 시키고
ICT생태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테크로 인한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인트로 화면에 도시 이미지를 블랜딩 삽입 하였고
해당 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포메이션 자료와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강조한 홍보영상입니다.
https://vimeo.com/49359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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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모션/인포그래픽

| 코드브로스
워크폼 서비스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프로그램을 겸업해서 이용하다보니
업무 프로세스는 복잡해지고 일의 능률은 떨어집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더 나은 업무환경 구축과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도록
코드브로스는 '워크폼'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귀여운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 재미있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왜 워크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홍보영상입니다.
https://vimeo.com/5042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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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행사 기획 및 홍보

| 가야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 스케치영상
#실사촬영 #현장스케치 #홍보영상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행사인만큼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본 식이 진행되었으며,
그 무게감에 맞춰 앤틱한 스타일의 폰트를 선택해 이미지를 잡았습니다.
선서식에서 이용되는 촛불이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리키는
중요요소로 작용하므로. 촛불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골드 컬러와 이펙트로 영상과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https://vimeo.com/6488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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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모션/인포그래픽

| 바름팩토리
고품격커피공장 홍보영상
#실사촬영 #홍보영상 #SNS활용
예비 창업자층을 타겟팅 목표로 한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책자를 디지털로 넘겨보는 웹카달로그 형식의 컨셉 영상으로
1인칭 시점을 통해 접근성을 가볍게 형성 했습니다.
고품질 원두에 자신 있는 기업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인물과 카페 분위기 보다는 커피 자체에 집중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편리한 시스템 및 장기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게
트렌드를 연구한다는 강점과 SNS에 업로드 된 이미지들을 깔끔히 배열해
소비자 측에서 '고품격커피공장'의 브랜드 가치가 높음을 어필했습니다.
https://vimeo.com/4954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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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건강한친구
페이브 센서볼 홍보영상
#실사촬영 #제품홍보 #홍보영상
코로나로 인해 홈트레이닝 비중이 높아진 최근,
페이브 밸런스 센서볼로 좀 더 손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함을 어필합니다.
전용 어플을 이용해 전문적인 운동코칭이 가능함과
언제 어디서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낮은 운동법이 강점임을 나타내는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직관적인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체를 집중적으로 촬영해
소비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을,
어떤 효과가 있는 운동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킵니다.
https://vimeo.com/486718342/a03f917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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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알에이치테크
캠핑용 에어컨 홍보영상
#실사촬영 #제품홍보 #홍보영상
최근 취미로, 휴가로 캠핑을 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캠핑이 되어야 할 터인데 대한민국 여름기후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영상초반, 평화로운 캠핑환경이나 에어컨이 필요한 환경임을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홍보하고자 하는 아이템인 캠핑용 에어컨의 기본 정보 및 간단한 사용 방법,
이 상품 만이 가진 강점을 깔끔히 배열해 예비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을 포인트로 이용해
투명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https://vimeo.com/637732352/e304657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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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모션/인포그래픽

| 사운드리더
악보나라 서비스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서비스홍보 #홍보영상
'악보의 틀을 깨부순다'는 기업의 발상에 떠오르는 혁신적이고 신선한 느낌과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여러 기능들을 서비스하는 다양성에 어울리는
'바이올렛'을 메인컬러로 잡아 트랜디함을 나타냈습니다.
속도감 있는 나레이션과 모션들로 이목을 잡아 끌어
광고를 보는 이들이 중간에 이탈치 않고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https://vimeo.com/5820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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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기업/기관 홍보

| BNK금융그룹
FintechLab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실사촬영 #홍보영상
BNK 핀테크랩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내고 있는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발굴, 옆에서 든든히 그들의 성장을 서포트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히 성장할 그들의 잠재력을 씨앗으로 상징해
자라나는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이 상징 오브젝트를 이용해 시선을 유도 및 집중 시켜내
BNK핀테크랩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의
쉬운 이해를 돕는 인포모션그래픽을 활용하고
BNK핀테크랩에 대한 신뢰도를 주기 위해 실사영상을 접목시켰습니다.
https://vimeo.com/641751448

Works

포트폴리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주)세영테크
노마드 헤어드라이 홍보영상
#실사촬영 #제품홍보 #홍보영상
브이로그식으로 스토리텔링 된 홍보영상입니다.
바쁜 출근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답답하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에선
텍스트에도 모션을 첨부해 불편함을 강조시켰습니다.
이후 타임랩스 연출을 삽입하여 무선의 편리함과 홀가분함을 대비시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맞춰 영상 전체를 부드러운 색감으로 조성했습니다.
https://vimeo.com/491060086

Works

포트폴리오 – 기업/기관 홍보

| (주)COTEC
기업 홍보영상
#실사촬영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첨단산업에 깊숙이 연관이 있는 휴먼처리 기술을 다루는 업체이므로
3D와 2D 모션을 적절히 섞어 기업이 이루는 산업이해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업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나 해당 영상을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빠르고 간결히, 또 정확히 정보를 전달해야하기에
다소 속도감있게 표현했습니다.
기업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고,
실제 근무 현장 영상들을 통한 시각자료를 형성했습니다.
https://vimeo.com/457401097/92051c2a38

Works

포트폴리오 – 행사 기획 및 홍보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홍보영상
#실사촬영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초반 유명 CEO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명언들을 늘여놓아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3D 모션그래픽을 활용해서 해당 교육이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인
창업도시 부산, 제 2의 실리콘밸리의 지표가 될 IT업계를 반영했습니다.
다양한 현장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비침으로
부산시에서 신경써서 부산경제진흥원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교육을 들은 학생들의 인터뷰영상을 통하여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vimeo.com/715511094

Works

포트폴리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주)유이수
셀디 서비스 홍보영상
#실사촬영 #인터뷰영상 #홍보영상
단기간 내 높은 매출 성장에 대해 선 언급하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끌린 사업자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급하지 않게 차근히 해소시켜 가면서 끝까지 영상을 볼 수 있게 유도시켰습니다.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인터뷰 형식과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상,
인상 좋은 모델을 활용하여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킨 후.
강점을 드러내어 서비스 유입층을 확보했습니다.
https://vimeo.com/486303138

Works

포트폴리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마이크로러닝 홍보영상
#실사촬영 #홍보영상
영상의 주 시청자인 교육자들로 하여금 강사에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강사와 대화를 하는 듯이 영상을 이끌어갑니다.
강사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포인트를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자료를 제공함으로 빠른 이해를 돕습니다.
반투명한 자막바를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다량 가리지 않고
자막을 구분시켜주었습니다.
https://vimeo.com/509610542

Works

프로세스 – 디지털 영상 콘텐츠

Professional production process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획 및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콘텐츠 협의

콘텐츠 기획

섭외 및 촬영

콘텐츠 편집 및 제작

콘텐츠 발행

시장과 고객에 따라
콘텐츠를 제안하고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협의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의해
모델 및 장소를
섭외한 후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목적 및 성격에 맞게
편집하고 사운드,
자막, 모션효과 등을
추가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및 지정된 채널에
송출합니다

디지털 영상 콘텐츠
포트폴리오 바로가기

e-Learning
Contents
Production
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강의 설계부터
촬영 및 편집, 배포까지
짜임새 있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마이크로 러닝 | PIP(Picture In Picture) Type | 강연 및 세미나 Type

Works

포트폴리오 – PIP 타입 교육영상

| 동명대학교
아두이노 AI 온라인교육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아기자기한 UI와 통통 튀는 색감을 이루어
그저 그런 딱딱한 강의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이 강의를 듣는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의자의 두상이 아닌 흉상이 전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길게 빼어 낸 레이아웃을 구성하여 시각적 답답함을 해소시켰습니다.

https://vimeo.com/571559464/223d82370b

Works

포트폴리오 – 마이크로 러닝 교육영상

|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사의 직업의식 교육영상
#크로마키 #마이크로러닝 #직무역량교육
보색대비를 이용해 포인트를 강조시킴으로
하나의 포인트가 묻히는 것이 아닌
둘 다 눈에 띌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강의자와 강의 내용이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 않아 개방감을 줍니다.
5초 내의 심플하고 깔끔한 인트로로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고,
마이크로 러닝 특유의 적은 강의시간 내에서
더 많은 수업 양을 담아내었습니다.

https://vimeo.com/699689512

Works

포트폴리오 – 마이크로 러닝 교육영상

|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상담역량 강화과정
#크로마키 #마이크로러닝 #직무역량교육
바이올렛, 인디고 등의 무겁고도 차가운 색상을 사용하여
영상의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강의자와 강의노트의 경계구분을 확실히 해 영상을 깔끔히 정리시키고,
백그라운드의 조명 오브젝트를 은유적 강조선으로 활용하여
강의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vimeo.com/475334373/93ca0e2b2d

Works

포트폴리오 – 세미나 강연

|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의 미래 세미나
#세미나 #직무역량강화 #현장스케치
센터 내부 상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사키기 위한 세미나 강연으로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현장감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표자와 자료 화면을 확대시켜 집중과 이해를 돕고
간간히 화면을 넓게 빼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계속 되는 동일 앵글로 지루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에서 현장을 보여줌으로서 입체적이면서도,
지루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https://vimeo.com/502450261/ce6cef3581
https://vimeo.com/502457591/aa744c7856

Works

포트폴리오 – PIP 타입 교육영상

| BNK Fintech Lab
그로스해킹 온라인 교육영상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비스퀘어와 BNK의 공통 포인트컬러인 레드컬러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프레임의 통일성을 주었고,
사선으로 백그라운드에 포인트를 주어
화면이 넓어보이도록 시선을 분산시켜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강의 화면과 배경이 둘 다 화이트 톤으로 밝아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배경에 모눈패턴을 적용해 서로를 구분시켰습니다.

https://vimeo.com/716284135

Works

포트폴리오 – 세미나 강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20.07 스마트시티 부산포럼 세미나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도시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빌딩을
로우앵글로 높게 빼어내어 시각적 청량함을 주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로고에 있는 원에서 착안해
인트로에 가벼운 모션을 나타냈으며,
1차 강연과 2차강연 프레임의 색상 대비는
기존 준비된 ppt 강연 자료에 맞추어 내용을 구분시킵니다.

https://vimeo.com/457400385/29d5634170
https://vimeo.com/457400568

Works

포트폴리오 – 세미나 강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20.09 스마트시티 부산포럼 세미나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스마트시티라는 단어에 걸맞는 도시전경을 배경으로 깐 후
첨단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는 한색 계열 (파랑,보라)등을 섞어내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여주는 묵직한 도시적인 컬러에 맞춰
짙은 남색을 활용해 PIP 프레임에 무게를 맞춥니다.

https://vimeo.com/461255821/1a32bbfe36

Works

포트폴리오 – PIP 타입 교육영상

| 한국능률협회
경남청년일자리사업 교육 영상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청년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 동질감, 공감성을 자아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행어를 섞은 강의제목들이 특징이며,
중요한 팁 등을 노트에 기록하여 넘겨보는 듯한
깔끔하면서도 만화적인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vimeo.com/462488177/d32af421ff

Works

포트폴리오 – PIP 타입 교육영상

| 한국능률협회
경남청년일자리사업 교육 영상
#실사촬영 #PIP #교육영상
21년도 재편집본 영상으로 20년도에 진행되었던 교육 영상의
PIP프레임과 인트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0년도 작업물의 익살스러움을 살린 라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영상 송출 기기인 TV를 표현함으로
해당 강의가 온라인 교육영상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PIP프레임 하단에 있던 일러스트를 제거하고
강의자 화면을 확대시켜 답답한 시야를 해소시켰습니다.

https://vimeo.com/644204781/9e23648c15

Works

프로세스 – e-러닝 콘텐츠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획 및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콘텐츠 협의

강의 제작 방향 및
컨셉 설정

교안 디자인
구조화

콘텐츠 편집 및 제작

콘텐츠 촬영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안 설계 및
디자인 구조화를
진행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목적 및 성격에 맞게
편집하고 사운드,
자막, 모션효과 등을
추가합니다

시장과 고객에 따라
콘텐츠를 제안하고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협의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을 위한
강의 제작 방향 및
컨셉을 수립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및 지정된 채널에
송출합니다

e-러닝 콘텐츠
포트폴리오 바로가기

Live
On-Air
Streaming
다양한 행사 진행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IR행사, 웨비나(Webinar) 등을
화상회의 채널 및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송출합니다.

온/오프라인 행사 | WEBINAR | 1인 미디어 콘텐츠 | 강연 및 세미나 Type

Works

포트폴리오 – 웨비나 스트리밍

| 국토교통부ㆍ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세미나
#유튜브행사 #웨비나 #온라인송출
항공교통에 관한 웨비나 강연이기에
하늘이 연상되는 푸른 계열을 포인트 색상으로 설정하였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중요 항목은 인디고 컬러를 중점으로 잡아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포인트 색상이 화려한 만큼
강연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UI를 배치시켰습니다.

https://vimeo.com/641334988

Works

포트폴리오 – 공청회 스트리밍

| 부산광역시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공청회
#유튜브행사 #온라인공청회 #라이브중계
친환경에너지가 메인 주제인 만큼 자연적으로 연상되어 떠오르는
나무, 잎, 풀 등의 이미지를 가져와
인트로 화면과 전체적인 메인프레임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발언자들 앞에 각각 카메라를 비치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전환시켰으며,
현장에 앉아있는 듯 개방적인 공간감을 전해줍니다.

https://vimeo.com/640583381

Works

포트폴리오 – 온/오프라인 행사 스트리밍

| 부산여성의전화
제12회 부산여성인권영화제
#유튜브행사 #온라인영화제 #온라인송출
여성인권을 이야기하는 단편 영화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입니다.
여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생존,
치유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난색이 마블링 된 패턴을 이용해 따뜻함과 더불어
사회와 어우러져 섞여들어갈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라
이전보다 유입 낮이도가 낮아진 만큼,
주체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리기 위하여 여러 행사 사진들을
꼴라주 형식으로 나열한 인트로를 제작하였습니다.

https://vimeo.com/722479128

Works

포트폴리오 – 온/오프라인 행사 스트리밍

| 부산여성의전화
제13회 부산여성인권영화제
#유튜브행사 #온라인영화제 #온라인송출
첫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던 12회에 이어 개최된 13회 행사는
'파란, 우리가 일으킬 푸른 물결'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
그에 맞춘 파란색, 바다가 연상되는 포인트 색상을 이용했습니다.
영화만 관람해서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칠 수 있기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여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https://vimeo.com/594520586

Works

포트폴리오 – 온/오프라인 행사 스트리밍

|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회 통영여성영화제
#유튜브행사 #온라인영화제 #온라인송출
여성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영화제이기에
인트로를 페미닌한 디자인으로 잡아
영화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을 나타내었고,
꽃프레임 사이로 골드 프레임을 삽입해 고급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여성 운동 활동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첨부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 영화제의 목적과 취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https://vimeo.com/650940473

Works

프로세스 – 실시간 ON-AIR 스트리밍

Stable production process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획 및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기획

라이브 연출 소스
제작

준비 및 점검

생중계 진행

결과보고 및
영상 제공

행사 일정, 장소 및 규모를
파악한 후
컨셉과 운영 방안을
수립합니다

행사 기획안에 따라
전•후 썸네일, 네임자막,
PIP 레이아웃 등
필요한 소스를
제작합니다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
네트워크 환경과
장비 세팅 및 동선 등을
확인합니다

송출이 진행 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Full HD 녹화 원본 영상 또는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포트폴리오 바로가기

History
2020
07 주식회사 파운더 설립
08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05 부산대표 창업기업 브라이트클럽 선정

04 2022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제공기업 선정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4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선정

08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 최우수 선정

05 통신판매업 인증

08 ICT 스타트업 성장 사업 최종 선정

05 콘토피아 상표권 출원

08 CES 2022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

05 2022년 부산대표 공유기업 선정

11 부산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06 2022 1인창조마케팅 사업 선정

11’ 비즈니스 영상 명함시스템 특허출원 1건

06 2022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선정

11‘ 비즈니스 엉상 명함 세일즈 연계시스템 특허출원 1건
11’ 파운더 상표권 1권, 디자인 충원 1건, 디자인권 등록 1건
1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증

2021
02 디지털 명함 제작서비스 특허출원 1건
02 빅데이터 AI기반 사업 혁신인재 고용사업 선정.

2022

02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선정
02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인증
03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0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04 2021년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13기 선정

03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 선정

04 연구전담부서 설립

03 지식서비스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04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인증

03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선정

History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장

2021 부산 대표 창업 기업
브라이트 클럽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통신판매업신고증

History

재도전 성공 패키지 운영 및
최우수 사업 선정

2021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선정 및 운영

2021 ICT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 선정 및 운영

2022 부산대표 공유기업 지정

2022 CES 부산시관 지원
사업 선정 및 운영

창업 진흥원

부산 경제 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22년
지식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2022년
AI 바우처 사업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R&D 사업

2022년 지식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2022년 AI 바우처 사업

2022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사업

2022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부산 경제 진흥원

N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History

동주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서

경성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서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력협약서

한국능률협회
MOU 협약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산학협력협약서

그린아카데미
산학협력협약서

Jardine Food
Service
MOU 협약서

History

프로젝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ㆍ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문가 초청 특강 온라인 컨텐츠 제작
ㆍ실시간 스트리밍 디자인 및 송출

ㆍ부산 암모니아 공청회 실시간 스트리밍 디자인 및 송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ㆍ항공교통안전 세미나 영상 제작
ㆍ실시간 스트리밍 디자인 및 연출
(사)한국능률협회
ㆍ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김덕규 장인 인터뷰 영상 제작
ㆍ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성과보고영상 제작
ㆍ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영상 제작
ㆍ비대면 온라인 교육 정복하기 강의영상 제작
ㆍ2021 근로복지공단 온택트 캠프 울산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인터뷰 영상 제작
ㆍ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온택트 캠프 현장 스케치 영상 제작
ㆍ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 영상 제작
ㆍ대구경북본부 비대면 온라인 강의 컨텐츠 영상 제작
ㆍ2021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온라인 컨텐츠 제작
기상청
ㆍ2021 전국 중·고등학생 지진·지진해일·화산 동아리 땅울림 활동발표대회
실시간 스트리밍 디자인 및 송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ㆍAI SW분야 교육 및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 설명회 컨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
ㆍ스타일테크 지원사업 결과보고 영상 제작
ㆍ영상명함 제작
ㆍ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홍보영상 제작
ㆍAI 윤리교육 교육영상 제작
ㆍ인력육성사업 홍보대행
ㆍ더온비즈온 연계 개발자 양성 교육 영상 제작
ㆍ개발자 양성교육 영상 제작
ㆍICT인력양성 오픈캠퍼스 특강 제작
ㆍ동일고무벨트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스트리밍, 촬영 및 영상 제작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ㆍ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ㆍCitizen Sciemce Lab 홍보 영상 제작
ㆍSMARTCITY 실증랩 홍보 영상 제작
부산사회적기업진흥원
ㆍ육성사업 워크샵 결과보고영상 제작

History

프로젝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새마을문고중앙회

ㆍ교육혁신 성과확산 워크샵 영상 제작

ㆍ제 12회 부산여성인권 영화제 홍보영상 제작
ㆍ제 13회 부산여성인권 영화제 홍보영상 제작

ㆍ새마을문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범사례 영상 제작

경성대학교

여성가족부
ㆍ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디지털 영상명함 제작
ㆍ일자리의 미래 영상 제작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ㆍ마이크로 러닝 컨텐츠 홍보영상 제작
ㆍ직업상담사 상담역량강화 과정
ㆍ마이크로 러닝 컨텐츠 강의영상 제작

(사)새마을운동중앙회
ㆍ새마을운동중앙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도자 1만명 현장교육 영상 제작
ㆍ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과제 홍보영상 제작
ㆍ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천하는
새마을운동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사상구청
ㆍ영상명함, 사업소개서 컨텐츠 제작
BNK금융그룹

울산경제진흥원
ㆍ디앤씨티 홍보영상 제작
ㆍHHS 홍보동영상, 결과보고영상 제작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ㆍ제5회 통영여성영화제 영상 제작

ㆍ핀테크랩 홍보영상 제작
ㆍ핀테크랩 3기 데모데이 줌영상 컷편집
ㆍ핀테크랩 그로스 해킹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ㆍ창업 동아리 RIDERS 홍보영상 제작
동서대학교
ㆍSW 교육 온라인 설명회 영상 제작
동의대학교
ㆍ2021년 Grand ICT 연구센터사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 제작
동명대학교

부산대학교

ㆍ글로벌 SW교육 발표 영상 제작
ㆍ온라인콘텐츠 아두이노 영상 제작
ㆍSW융합 작품전시회
ㆍ스케치영상, 워크스페이스 시설소개영상,
수상작 인터뷰 영상 제작

ㆍ소프트웨어 교육센터 지역사회 선도 SW.AI융합
인재 양성 온라인 설명회 영상 제작

가야대학교
ㆍ나이팅게일 선서식 행사 및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제작

History

클라이언트

| 기관 / 대학 |

| 기업 |
한국능률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사운드리더

알에이치테크

한국금융투자협회

BNK 금융그룹

코드브로스

라온소프트

미디어웨이

현진소재

비스퀘어

뿌리마케팅

경성테크놀러지

EGES

TI 테크놀러지

제이제이앤컴퍼니

무스마

산타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오픈트레이드

세영테크

요트피플

삼성파워텍

경성테크놀러지

히트다

포티세컨드

셀디

아이큐브스

Contact U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40(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810호

contopia.co.kr

contopia@thefounder.kr

051.714.3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