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안업체는창립초기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제작및 마케팅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설립, 국내 100여 개 기업 바이럴 영상 제작, 페이스북/블로그 마케팅 대행

• 타깃맞춤형영상콘텐츠를통해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주 사용자인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 영상 조회수 14만 회 기록

• 영향력있는소셜미디어콘텐츠제작능력을발판 삼아유튜브콘텐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채널 관리를 통해 유튜브 사업 최초 시행

-2022년 현재까지 100여 개 기업(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포함) 유튜브 영상 제작

• 제안업체는사업구조개편, 우수인재확보를통해 콘텐츠제작역량을확장하고

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각 분야 전문 인력 고용 및 영상 제작 과정 세분화

• 제안업체는미디어산업트렌드를선도하기위해지속적발전을추구하고있습니다.

-라이브 송출, 숏폼 콘텐츠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

-일관성/신속성/효율성 중심의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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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는급변하는디지털미디어산업에서매년혁신적인투자를통해뉴미디어종합

콘텐츠기업으로성장함과동시에안정적인수익구조도함께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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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펭귀니즘

대표자 김진겸

사업분야 광고대행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031-704-4702

회사설립년도 2016년 3월

해당부문종사기간 2016년 3월 ~ 현재(6년)

인력 보유현황 : 30명

해당분야 PM PD 작가 촬영 편집 디자인 개발

계 3 7 3 5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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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1
LG그룹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2
LG디스플레이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3
삼성디스플레이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4
현대엔지니어링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5
DB손해보험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6
경동제약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7
신세계스타필드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8
한화리조트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9
KFC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10
카카오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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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1
서울시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2
경기도청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3
여성가족부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4
국방부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5
기획재정부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6
금융감독원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7
LH한국토지주택공사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8
한국관광공사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9
새만금개발청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10
평택시유튜브

콘텐츠제작및관리
기획, 연출, 촬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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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사내외벤처지원프로그램관련
인터뷰영상

-총재생수10만회
https://youtu.be/dy3a3PlPtnM

LG소셜캠퍼스와함께하는사회적기업에
대한인터뷰영상

-총재생수19만회
https://youtu.be/CkCX_jyXkKA

9

LG소셜캠퍼스와함께하는사회적기업에
대한인터뷰영상

-총재생수10만회
https://youtu.be/dy3a3PlPtnM

https://youtu.be/dy3a3PlPtnM
https://youtu.be/CkCX_jyXkKA
https://youtu.be/dy3a3PlPtnM


LG전자벨벳디자이너인터뷰

-총재생수2천회
https://youtu.be/3eeniU9-Ea8

LG전자TV디자이너인터뷰

-총재생수15만회
https://youtu.be/bzcE2Xln-Zs

10

엄마, 아빠가아이에게전하고싶은
소중한마음을담아보내는편지

-총재생수13만회
https://youtu.be/IOtnFabXgJk

https://youtu.be/3eeniU9-Ea8
https://youtu.be/bzcE2Xln-Zs
https://youtu.be/IOtnFabXgJk


삼성디스플레이임직원토크예능

-총재생수13만회
https://youtu.be/jC9XOLoR0Bo

11

제품담당자가직접댓글을읽으며
제품을홍보하는토크영상

-총재생수13만회
https://youtu.be/jC9XOLoR0Bo

보이는라디오

-총재생수35만회
https://youtu.be/Jtzw8PBvj6Q

https://youtu.be/jC9XOLoR0Bo
https://youtu.be/jC9XOLoR0Bo
https://youtu.be/Jtzw8PBvj6Q


개그맨박성광과함께한이유식마피아
게임. 스튜디오토크형포맷과예능형식의
편집을통해제작된영상

-총재생수7만회
https://youtu.be/BaWHBAKUdwI

댄서효진초이의1인인터뷰. 스튜디오
토크형포맷과세련된편집스타일을
적용하여제작된영상

-총재생수6만회
https://youtu.be/oI_xsA9wicQ

55만유튜버 ‘주연ZUYONI’의1인 2역
토크. 시청자참여형기획과예능형식의
편집을통해제작된영상

-총재생수14만회
https://youtu.be/pOLG2SHA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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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WHBAKUdwI
https://youtu.be/oI_xsA9wicQ
https://youtu.be/pOLG2SHA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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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선물하기홍보영상

-총재생수6만회
https://youtu.be/iG5NEwFNInY

내집마련을위한정보를알려주는
토크예능

-총재생수5만회
https://youtu.be/-dVfwug7_LI

카카오톡선물하기홍보영상

-총재생수1만회
https://youtu.be/sHrj8JUwS9o

https://youtu.be/iG5NEwFNInY
https://youtu.be/-dVfwug7_LI
https://youtu.be/sHrj8JUwS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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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생수26만회
https://youtu.be/CkCX_jyXkKA

폴더블OLED 홍보영상

전국민월세지원프로젝트
탐방형예능

-총재생수3만회
https://youtu.be/ShWjBaEZ_i0

강아지메이크오버예능

-총재생수2만회
https://youtu.be/qtRdpcu5AV8

https://youtu.be/CkCX_jyXkKA
https://youtu.be/ShWjBaEZ_i0
https://youtu.be/qtRdpcu5AV8


LH 홍보실차장과사원이
직접시설에방문하는탐방형포맷과
예능형식의편집을통해제작된영상

-총재생수3만회
https://youtu.be/2SN2hu0qHGw

호감형이미지의MC가새만금개발청의
주요명소를방문하는탐방형포맷과
예능형식의편집을통해제작된영상

-총재생수6천회
https://youtu.be/DcjXMhlrtAo

‘평택이’라는인형탈캐릭터가평택시주요
사업시설을방문하는탐방형포맷과
예능형식의편집을통해제작된영상

-총재생수1만회
https://youtu.be/LSps7Cgb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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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SN2hu0qHGw
https://youtu.be/DcjXMhlrtAo
https://youtu.be/LSps7Cgb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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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직원브이로그

-총재생수9만회
https://youtu.be/OgS-uFeJAco

스타필드임직원브이로그

-총재생수2만회
https://youtu.be/PyuKxHVj9GU

서울시공무원브이로그

-총재생수3만회
https://youtu.be/Y-D0IBSiXRM

https://youtu.be/OgS-uFeJAco
https://youtu.be/PyuKxHVj9GU
https://youtu.be/Y-D0IBSiXRM


17

현대홈쇼핑드라마타이즈

-총재생수12만회
https://youtu.be/T1BE40rqrvA

윤선생드라마타이즈

-총재생수12만회
https://youtu.be/kLU6zQWNEGo

삼성화재드라마타이즈

https://youtu.be/aLh3tfs4Fjc

https://youtu.be/T1BE40rqrvA
https://youtu.be/kLU6zQWNEGo
https://youtu.be/aLh3tfs4F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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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캠페인영상

-총재생수65만회
https://youtu.be/JiKJ5e9-vJ4

LG그룹캠페인영상

-총재생수11만회
https://youtu.be/NybX2ZrwgoQ

LG그룹캠페인영상

-총재생수11만회
https://youtu.be/q01ziAswuio

https://youtu.be/JiKJ5e9-vJ4
https://youtu.be/NybX2ZrwgoQ
https://youtu.be/q01ziAswu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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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스케치영상

-총재생수7천회
https://youtu.be/Mq7IFUHctfg

에비스에비뉴스케치영상

https://youtu.be/FiST1g3n8Uc

한화리조트스케치영상

https://youtu.be/C3oxLmyMY8Y

https://youtu.be/Mq7IFUHctfg
https://youtu.be/FiST1g3n8Uc
https://youtu.be/C3oxLmyMY8Y


타이포그래픽, 2D 일러스트를활용한
모션영상

https://youtu.be/dltqapHfd3w

스톡소스, 타이포그래픽을활용한모션
영상

https://youtu.be/Grk1AlhwHDs

타이포그래픽, 2D 일러스트를활용한
모션영상

https://youtu.be/8RFZuO0NB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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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ltqapHfd3w
https://youtu.be/Grk1AlhwHDs
https://youtu.be/8RFZuO0NB3A


타이포그래픽, 2D 일러스트를활용한
모션영상

https://youtu.be/KyAB-jULwLQ

스톡소스, 타이포그래픽을활용한모션
영상

https://youtu.be/tUNJ_5kcT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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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소스, 타이포그래픽을활용한모션
영상

https://youtu.be/8cEGUL9WA9g

https://youtu.be/KyAB-jULwLQ
https://youtu.be/tUNJ_5kcTOg
https://youtu.be/8cEGUL9WA9g


사업수행책임자PM
(총괄PM)

(참여율 70%)

프로젝트실무책임자
(실무PM)

(참여율 100%)

전문촬영

감독
(참여율 100%)

전문촬영

감독
(참여율 100%)

전문편집

감독
(참여율 100%)

전문편집

감독
(참여율 100%)

기획/연출

PD
(참여율 100%)

기획/연출

PD
(참여율 100%)

기획

작가
(참여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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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합성등고급CG 편집기술활용이가능한자체크로마키스튜디오보유

카메라, 액션캠, 모니터, 트라이포드, 오디오, 조명, 프롬프터, 배경지, 짐벌등각종전문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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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영업팀/편집팀/개발팀사무공간, 탕비실, 휴게실

2 사무실: 기획팀/촬영팀/디자인팀사무공간, 탕비실,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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