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광고대행사 (주)엑스원

1599.1086·010.9663.9971

(주)엑스원

15년 이상의 영상제작 노하우로 세심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15년 이상의 업력으로

홍보영상의 풍부한 제작 노하우

홍보동영상, 기업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제작, 제품광고제작

광고기획, 제품시뮬레이션, 언론홍보

기업홍보영상

1,500여편

방송광고제작

3,000여편

종합광고대행

약 5,000건



전문작가 / 기자 / 디자이너(영상,웹) / 촬영제작팀

각 기업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문분야별 프로젝트 책임제 실시

· 우수한 인프라 인력보유 / 전문 능력을 인증받은 준비된 기업

풀 버전인 5분이내 홍보영상 제작 후 전시회 영상으로 많이 쓰이는 축약영상(2분)을 제작지원합니다.

· 전시회 2분 홍보영상 지원 서비스

■ 풀버전 영상 / 5분

■ 축약 영상 / 2분

인트로 타이틀 R&D회사소개 제품소개

회사 및 제품소개

세계신지식인협회
WORLDS SINJICIKIN ASSOCITION

뉴스홈 > 경제 > 산업/기업 2016년 11월 24일

종합광고제작대행사 (주)엑스원
김치훈 대표,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주식회사 엑스원의 김치훈 대표가 23일 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으로 인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엑스원)

㈜엑스원 김치훈 대표(42)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회장 김종백, 이하 협회) 주관의 제28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협회는 각 분야에서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미래 발전성 등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1단계 기초자격 

검토(서류심사)와 2단계 선정적격 검토(면접심사), 현장심사 그리고 3단계 

최종심사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총 72명의 신지식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된 엑스원의 김치훈 대표는 중소기업의 홍보영상 

제작, 방송광고 제작, 언론홍보의 통합홍보광고시스템을 개발해 콘텐츠 제작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노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통해 제품 및 브랜드를 알리는 

새로운 홍보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KIDP 디자인전문회사 확인증

4DI 상표등록/특허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ISO 9001:2008 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ISO 14001:2004 인증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4차원 영상구현장치 특허증부산영상 선도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 자체 뉴스통신사 보유, 언론홍보 지원
마케팅 성공의 핵심! 언론홍보! 이제는 꼭 필요합니다!

            자체 통신사보유로             ,             ,           포털사이트에 노출

▶국내 : NAVER, DAUM   ▶국외 : GOOGLE

국내/해외 텍스트뉴스 + 영상뉴스 + 외국어뉴스 + 외국어영어뉴스 지원

텍스트뉴스

영상뉴스



1. 매칭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 컨설팅을 통한 영상제작의 방향성 제시

　 해외시장진출 기반 구축과 확대에 필요한 최적의 방안과 영상제작 컨셉 도출

3. 홍보영상 제작
■ 스케치촬영 및 본촬영, 항공촬영, 특수촬영, 가편집, 편집

4. 홍보영상 종합편집
■ 종합편집(영상편집, 성우 나레이션, BGM, 효과음, 외국어 번역, 

　 자막, 특수효과, 합성, 색보정, 모션그래픽, 3D그래픽)

(주)엑스원의 홍보영상 진행 프로세스
매칭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기본 3개월의 단계별 제작기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2. 제작 스케줄·구성안 및 시나리오 제작
■ 제작 스케줄표 · 홍보영상의 구성안 제작 · 시나리오 제작(성우, 자막, 영상 등 다양한 정보)

5. 시사·수정 및 납품
■ 기업이 원하는 퀄리티 및 추가사항 반영·수정 납품

6.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1년무료수정, A/S처리, Clean본 보관, 자료관리, 보안시스템)

사업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① 1년무료수정

④ Clean본 보관

② A/S처리

⑤ 자료관리

③ 최소비용

⑥ 보안시스템

기획, 제작, 후반작업까지 직접 제작하여 통일성, 제작비절감, 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

(주)엑스원만의 ONE-STOP SYSTEM!

· 자체제작 ONE-STOP 시스템(외주제작無)

방송용 카메라, DSLR, 지미집, 레일, 조명, 드론, 고프로 등 4K, Full HD 영상시스템을 통해

고화질의 영상제작 및 다이나믹한 영상을 구현합니다.

· 첨단 영상장비 자체보유

Pre
Production

Production

Post
Production

After
Service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주)엑스원

김치훈

홍보동영상, 기업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제작, 제품광고제작, 광고기획, 제품시뮬레이션, 언론홍보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506호

1599-1086

관련사업 실적

(주)엑스원 소개

#
1

(주
)엑
스원



1.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 

다각적 해외마케팅 사업추진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기업
▶ 제품 홍보영상 제작

2. 해외 전시회 참여 기업
▶ 홍보영상 2분 이내 축약본

3. 제대로 된 홍보영상(제품·기업)이 필요한 기업
▶ 영상 + 모션그래픽 + 3D그래픽 + 해외언론 및  SNS

◆ 다양한 외국어 홍보영상이 필요한 기업
▶ 대상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유렵 미주등 세계 각국

언어 : 국문 / 제 1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 / 제 2외국어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모든언어 제작가능

(주)엑스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국내/해외 언론홍보 및 다양한 지원과

전문인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15년 이상의 풍부한 홍보영상 제작경험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주)엑스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적인 감각! 차별화 된 CREATIVE로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믿음을 주는 파트너

대표번호 1599.1086 ｜ 직통번호 010.9663.9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