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을 대표하는
PR 콘텐츠 전문기업

경남PR솔루션

”

“

반갑습니다, 소개합니다 ”

경남PR솔루션은
그 동안

2005년에 창업하여 올해로 11년이 되었습니다.

1500여 개의 PR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고객의 성공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 현재

12명의 뛰어난 인력을 보유한

지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벌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벤처동 406호
주요인증 – 벤처기업 인증, ISO9001 품질경영인증

“

기획과 전략이 강한,
창조적 PR기업입니다 ”

경남PR솔루션은 홍보·PR ·교육 ·방송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홍보영상-TVCF-방송프로그램-멀티미디어-융합콘텐츠 등을 통해
고객사의 PR목적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전략적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PR PLAN

Contents 제작

Contents 개발

“ 기대 이상으로 참 만족스럽습니다”
고객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경남PR솔루션도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 비결은 회사의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경남PR솔루션은 고객의 이익과 가치를 앞에 둡니다. 진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퀄러티를 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밑 걸음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치

진심

품질

경남PR솔루션의 제작시스템은 One-Stop Service입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기획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촬영 및 후반작업을
외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보편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럴 경우 기획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을 최소화기도 하고
수정이나 보완작업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작업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터 촬영-편집-후반작업(CG)-사후관리 까지 모든 공정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작물의 퀄러티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기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관리와
사후관리가 가능해 고객들이 항상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Pre-Production

(기획, 구성, 자료조사)

Production

(영상촬영, 사진촬영)

Post-Production
(편집, CG, 음향)

“

믿음과 신뢰, 만족으로
함께 가는 파트너 ”
경남대학교 2005년 - 현재 (50여 편)
MBC경남 2007년 - 현재 (500여 편)
창원KBS 2007년 - 현재 (500여 편)
315아트센터 2009년 - 현재 (100여 편)
...

최상의 결과물과 고객만족이 최고의 영업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이 오랜 시간 경남PR솔루션과 함께 하는 것은
저희의 자부심이자 힘입니다.

창원대학교
2014년 대학CF - 2015년도 대학홍보영상2016년도 메카트로닉스사업단 홍보영상

경남은행
2013년 직원복지홍보영상 - 2014년 상반기 전략기획홍보영상 2014년 중소기업대상홍보영상 - 2014년 경남은행 홍보영상 2014년 하반기 전략기획홍보영상
2015년 상반기 전략기획홍보영상

경상남도교육청
2014년 경남교육청홍보영상 – 2014년 거제교육지원청홍보영상
2015년 교육시설감리단 홍보영상
– 2016년 거제교육지원청 홍보영상

경남대학교
2013년 대학CF - 2014년 대학CF - 2015년도 대학홍보영상, 대학 CF
-2016년도 대학 CF(진행중)

“ 저희가 쌓아온
홍보영상

역량의 흔적입니다 ”

[주요실적]
경남은행 홍보영상
경상남도 교육청 홍보영상
경남지방경찰청 홍보영상
경남지방경찰청 4대악홍보영상
창원국가산업단지 홍보영상
경남대학교 홍보영상
경남대학교 입시홍보영상
창원대학교 홍보영상
한국국제대학교 홍보영상
한국국제대학교 VISION 2020 홍보영상
고성군 당항포대첩재현홍보영상
합천군 통합100주년 홍보다큐영상
거제교육지원청 홍보영상
국립마산검역소, 경남교육청시설감리단 홍보영상
마산국제연극제 홍보영상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영상
창원 한마음병원 홍보영상 / 창원 무릎병원 홍보영상
LG전자 에어컨 설치 매뉴얼 홍보영상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영상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홍보영상
창원대학교 SMC 사업단 홍보영상
경남대학교 통일안보 사업단 홍보영상
두산인프로코어 군장비메뉴얼 영상
주식회사 삼홍기계 홍보영상
주식회사 일성테크 홍보영상
주식회사 로봇밸리 홍보영상
주식회사 KDM홍보영상
주식회사 RMD 제품홍보영상
경남종합사회복지관, 합천동부농협홍보영상
경남도시사 권영길후보 홍보영상
경남교육감 박종훈 후보 홍보영상 등

홍보영상 300여 편 제작

“ 저희가 쌓아온
광고영상

역량의 흔적입니다 ”

LG전자 싸이킹 홍쇼핑 CF
경남대학교 CF (2013, 2014, 2015)
창원대학교 CF
김해화포천 캠페인 CF
MBC경남 정치아카데미 CF
통영국제음악당 CF
MBC 미주 아메리카 홈쇼핑 인포모셜 광고 제작
MBC경남 2014년 CF
람사르재단 제비 캠페인 광고
경남은행 출산장려 캠페인 광고
우륵 캠페인 광고
제21회 마산국제연극제
제5회 마산지역 신기술 박람회,
제1회 아시아 영상포럼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노인일자리박람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마산시 신기술 박람회
진주냉면, 유정장어, 신풍면옥, 앤인레스토랑
한 여름 밤의 꿈, 미술관의 비밀을 찾아라
앙상블디토 백야, 넥스트 투 노멀
형제는 용감했다. 호두까기 인형,팝뮤지컬 롤리폴리
판 페스티벌, 장사익 소리판 역
앤써니 브라운 원화전, 카쉬전
오영실의 Jazz, 댄스레슨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국민연극 라이어, 리얼그룹 내한공연, 금난새 신년음악회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락오브 에이지
인터렉티브 뮤직페스티벌, 파워레인져 엔진포스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
뮤지컬 구름빵
아트위트 특별전
한 여름 밤의 콘서크
오아시스 세탁소,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조수미 콘서트, 장사익 소리판 꽃구경 등

광고영상 300여 편 제작

“ 저희가 쌓아온

역량의 흔적입니다 ”

KBS, MBC, CJ헬로비전이 선택한 경남PR솔루션입니다.
KBS와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그리고 현 지역외주제작업체 중 유일하게
특집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마산 MBC 생방송전국시대 VJ 프로그램 외주제작(2007년-2012년)
MBC경남 경남아 사랑해 VJ프로그램 외주제작 (2013년 - 현재)
MBC 뉴스매거진-고향매거진 (2010년-2012년)
창원 KBS 생생 투데이 프로그램 외주제작 (2009년~ 2015년)
창원 KBS 전국은 달린다 프로그램 외주제작 (2015년-현재)
창원 KBS 소화제, 시사@경남, 6시 내고향, 마산 MBC 활력천국 등 다수제작
KBS 휴먼다큐 세상사는 이야기, 모자이크, 스토리인 (연출 및 제작),
KBS 특집다큐 다문화해체 그 후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프로그램상
- MBC 특집프로그램 한베 수교 20주년 다큐멘터리 (연출 및 제작)
MBC 경남 합천군 100주년 기념 특집 다큐 (연출 및 제작)
CJ 경남방송 세이캠핑 연출 제작 (2015년)

방송프로그램 약 1000여 편 제작

“

최고의 결과물을 위한 장비입니다 ”
FULL HD/4K 시네마 카메라
- 블랙매직 시네마 외 4set

항공 촬영 장비
- 헬리캠

특수 촬영 장비
- 지미짚
- 폴캠
- 트랙달리
- 슬라이드 달리
- 아크형 달리
- 스테디 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