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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터가�작업하며�가장�많이�듣는�질문

이번에�촬영한�사진으로 사이트도�만들�수�있다고요?

기획부터�세트장�촬영까지 한�번에�하니까�비싼�게�아니네요?

우리�제품이 이렇게�예뻤나요?

이제�저보다 우리�제품�더�잘�아시죠?

Q.

Q.

Q.

Q.



이렇게�처음부터�끝까지�알아서�다�해주는�회사, 이펙터�밖에�없죠?

YES.



이펙터밖에�없습니다

업계�최고�작업물�퀄리티

브랜드�가치를�만드는 
결과물을�만듭니다.

��년�경력의�포토그래퍼

최고의�포토그래퍼와�전문�장비를 
갖추고�있습니다.

���평�이상�세트장�자체�보유

제품과�모델�촬영, 광고촬영까지 
가능한�대규모�세트장입니다.

전문�기획자와�업체�간 
커뮤니케이션

라이언트가�원하는�바를 
정확하게�반영�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부터�웹사이트까지 
제작�가능

오직�이펙터이기에�합리적인�가격으로 
고퀄리티�사이트�제작이�가능합니다.

뮤비·광고�영상 
전문�커머셜�디렉터

CF, 뮤직비디오, 드라마�등�고퀄리티�광고 
영상�총괄하는�커머셜�디렉터가�있습니다.

최고의�결과물을�위해�이�모든�것을�갖추고�있는�곳



SINCE 2009 Original & Trendy

��년�동안�업계�최고�퀄리티를�유지하면서도�트랜디한�곳,
각�분야�전문가들이�클라이언트와�밀도�있는�소통을�통해

전문적�분석과�기획�제안하는�회사는�이펙터�뿐입니다.

브랜드�가치를�높이고�싶은�분들
그들은�모두�이펙터를�찾습니다

��년�동안�함께�한�파트너부터10 years ago. 처음�우리와�작업한�파트너까지Now.



이펙터가 처음이시라면,

Question!



왜, 기존의�작업물이 만족스럽지�않았을까요?

Why,



작업물의�퀄리티가�떨어지는�이유

의도와 맞지
않는 디자인

촬영팀 따로
세트장 섭외 따로

수정의 어려움

기획 없이 촬영된
쓸모 없는 컨텐츠

촬영�따로
기획-디자인-촬영이�함께�고려되지�않은,
촬영했지만�활용도가�떨어지는�컨텐츠

외주�세트장�및�스태프
대형�제작사가�아니기에�세트장, 스태프
및�모델까지�각각�섭외해야�하기�때문에
몇�배로�드는�시간과�비용

디자인�따로
전문�기획자의�제품�숙지�및�컨셉�기획없이
평범하게�만들어지는�디자인

엉성한�결과물
명확한�컨셉은�물론
작업자와�업체간�커뮤니케이션�부족으로
톤앤매너가�제각각인�엉성한�결과물�탄생



결과물�제작의 A부터 Z까지
전�과정을�한�곳에서�완벽하게

반면, 이펙터의�제작물이�고퀄리티인�이유

클라이언트 & 기획자�회의
정확한�니즈�파악

촬영�기획 & 디자인�기획
명확한�컨셉�도출 & 브랜딩

클라이언트�컨펌
밀도있는 

커뮤니케이션을�통한�기획�수정

컨셉에�맞춘�촬영(사진/영상)
자체�보유�세트장 + 전문�포토그래퍼 

+ 모델�에이전시

전문�리터쳐�보정디자인�초안업체�피드백디자인�수정



누구나

완벽한�결과물을 

원하기에 

이펙터의�방식을�제안합니다



오직�이펙터에만 
존재하는 전문�기획자

PROFESSIONAL PLANNER

이펙터에는�업체의�니즈와�제품을�심도있게�파악해 
첫�미팅부터�작업이�마무리될�때까지 
업체가�직면하는�모든�과정을�컨트롤하는�전문�기획자가�있습니다. 
이펙터의�모든�결과물은�기획자의�퀄리티�높은�기획과 
클라이언트의�컨펌이�더해진�탄탄한�기획서를�통해�제작됩니다.

STEP.1

업체와�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카피라이팅 촬영기획 & 디자인기획

STEP.1



전문�기획자가�왜�필요하냐고요?



STEP.1

예시) 이에스푸드�메이비스 _ESFOOD Maybes

기획

.

.
브랜딩 & 카피라이팅
디자인�기획에�맞는�촬영�기획

.

.
ʻ영양�균형’ 컨셉으로�필요성�어필
업체와�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

기획

.

.

.

프리미엄�샐러드�소스
신생�브랜드로�인지도 x
가성비�떨어짐

 

샐러드�소스인데
영양균형까지�갖춘
소스라는�점�어필해주세요.

제품
스펙

업체
요청



STEP.1

예시) 프롬비�가습기 _Fromb Double mist humidifier

.

.
소형�가습기
비슷한�스펙�제품 多

소형�가전이지만 
전문적인�기술력이
어필되었으면�좋겠어요.

.

.
라이프스타일 & 기술력을�더한�컨셉�구축
컨셉에�맞는�촬영�시안�기획

.

.
업체와�밀도있는�커뮤니케이션 & 컨펌�과정
기획 / 촬영 / 디자인�모두�일치한�작업물�완성

기획

제품
스펙

업체
요청



STEP.1

예시) 파세코�바디드라이어_PACECO Body dryer

.

.

.

인지도�매우�낮은�제품
소비자�수요�매우�낮음 
이미지�컨텐츠로�설명�부족

바디드라이어가 
생소해서�상세페이지로
이해가�잘�가게�해주세요.

.

.
제품에�대한�완벽한�숙지
모델�촬영�기획�및�업체�컨펌�과정

.

.
제품�니즈�기획 & 브랜딩
적절한�영상�및�디자인 GIF 효과로�이해도 UP

기획

제품
스펙

업체
요청



기획서�예시

STEP.1

명확한�컨셉은�물론
작업자와�업체간�커뮤니케이션�부족으로
톤앤매너가�제각각인�엉성한�결과물�탄생



제품의�가치를�높이는 
최상의�비주얼
��년�경력�이상의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이펙터는�최고급�촬영�장비는�물론
��년�경력�이상의�전문�포토그래퍼로�구성되어�있어
제품�촬영부터�음식, 뷰티, 화보, 광고촬영까지 
전문성을�갖추고�있습니다.

STEP.2STEP.2



이펙터의�방식을�제안합니다

이펙터의�컨텐츠가 
더�특별한�이유

모든�촬영이�기획자와�업체�간�확인이�완료된 [촬영�기획서]를 
바탕으로�진행되기에�필요한�컨텐츠를�정확하게�촬영해�활용도가�높습니다.

모델, 숙면�후/ 일어난�모습�제품�위주�디테일도�촬영 

업체�요청사항 : ���ml 보틀에�끼운�제품으로�촬영

STEP.2

.

. 

촬영�기획서 촬영컷



STEP.2

밤에�편히�자고�있는�모습

업체�요청사항 : 무드등�기능�없는�제품이므로 
스탠드(노란�불빛) 사용해서�은은하고�따뜻한�느낌을�내�주세요.
���ml 보틀에�끼운�제품으로�촬영

.

. 

촬영�기획서 촬영컷



STEP.2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STEP.2

제품 & 뷰티PRODUCT&BEAUTY

브랜딩 & 카피라이팅
디자인�기획에�맞는�촬영�기획



STEP.2

광고 & 패션ADVERTISEMENT & FASHION



STEP.2

프로모션 & 이벤트PROMOTION&EVENT



STEP.2

음식 & 인테리어FOOD&INTERIOR



이펙터�장비�보유�목록

브론컬러 Siros��� 

브론컬러 mini plusS��

브론컬러 SCORO ����

브론컬러 grafit A�

뷰티 DC(화이트, 실버)

�EA

�EA

�EA

�EA

각각 �EA

�� X ��� cm 

��� X ��� cm

��� cm

�� X �� cm

PARA

�EA

�EA

�EA

�EA

�EA

사진�조명

HIVE ���w

HIVE ���w

KINO FLO

�EA

�EA

�EA

HMI ����w

모니터 TV LOGIC

지미집

�EA

�EA

�EA

영상�조명



어떠한�컨셉도�소화하는
���평�규모의�세트장

PROFESSIONAL PLANNER

이펙터는 ���평�규모의�자체�세트�스튜디오를�보유하고�있습니다. 
리빙, 주방, 다이닝, 드레스룸�등�라이프스타일로�구성된 
다양한�공간과�움직이는�가벽 ��개로�제작된�패션�촬영�세트가�있어 
원하는�모든�컨셉�촬영이�가능합니다.

STEP.3STEP.3



의정부 E 스튜디오
이펙터 Horizent는 �M의�높은�층고와�가로 �M 세로 �M의�호리젼트와�가로 �M 세로 �M 호리젼트가�있습니다.�

이동형�배경�세트로�트렌디한�패션�촬영�및�제품�촬영에�적합한�독창적인�분위기를�연출�할�수�있습니다.�
촬영자�혹은�광고주의�컨셉에�맞춘�다양한�스타일링이�가능합니다.

STEP.3



의정부 F 스튜디오
호텔�느낌의�룸과�럭셔리�주방, 묵직한�미국�스타일의�거실, 그리고�한�통으로�되어있는�바닥재는

영상�촬영�시�앵글�동선을�자연스럽게�연결할�수�있습니다.�주방과�욕실의�입수, 배수�시설은�동급�세트장과�큰�차이입니다.
모든�섹션에�천장�조명�레일�설치와�펜던트�등으로�자연스러운�연출이�가능합니다.

STEP.3



별내 A 스튜디오
자연광이�변하는�위치를�치밀하게�계산하여�제작된�라이프�스타일의�세트장입니다.

리빙, 주방, 다이닝, 드레스룸, 컨셉룸�등으로�구성되어�있어�다양한�컨셉�연출이�가능합니다.
배경으로는�사시사철�푸른�소나무가 ��M 이상�자리잡고�있어�외국�풀빌라에�온�듯�웅장한�느낌을�줍니다.

STEP.3



별내 C 스튜디오
별내 C동은�유럽의�느낌이�나는�아치형�미닫이문과�창문�그리고�몰딩�벽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치형�몰딩�미닫이문과�소나무숲�테라스가�연결되어�있어�다양한�연출이�가능합니다.
자연광�역시�숲�속에�있는듯한�은은한�느낌을�주어�촬영에�많은�도움을�줍니다.

STEP.3



이미지를�넘어 
보다�직관적인�효과
영상�제작�능력

AUDIOVISUAL PRODUCER

이미지로�표현이�아쉬운�부분은�영상�컨텐츠로 
보강해보세요. 이펙터에서는�세트장�촬영과 
영상�촬영을�동시에�진행할�수�있어 
그�비용과�과정이�모두�합리적입니다.
이펙터의�영상은�트랜디하며�탄탄한�기획을 
기반으로�진행되기에�퀄리티는�물론�톤앤매너에 
통일성이�있어�활용도가�매우�높습니다.

STEP.4

브랜딩�영상

제품�특장점
키비주얼�영상

제품�특장점
GIF 영상

STEP.4



고난도�보정부터
�D 제작까지
전문�리터칭�팀

PROFESSIONAL RETOUCHING

이펙터의 ��년�이상�경력을�가진 
전문�리터칭�팀은�까다로운�제품부터 
인물�보정까지�완벽한�리터칭을�추구합니다.
나아가�고난도  �D 컨텐츠�작업이�가능해 
제품의�강력한�기술력�어필이�가능합니다.

STEP.5STEP.5



STEP.5

리터칭�예시 PROFESSIONAL RETOUCHING



탄탄한�기획서를 
바탕으로�진행되는 
디자인�작업

DESIGN

업체의�컨펌을�받은�최종�기획서에�타업체와�비교할�수�없는 
디자인�기술력을�더해�제품의�컨셉이�확실하게�표현되는
단�하나뿐인�디자인�결과물을�제작합니다.

STEP.6

디자인�초안
작업

업체�컨펌�완료된
디자인�기획서

업체�피드백에�따른
디자인�수정

STEP.6



STEP.6

디자인�예시DESIGN



브랜딩의�화룡점정
사이트�제작

WEB SITE DESIGN

지나치게�큰�비용, 퀄리티�문제로�시도하지�못했던�사이트�제작도
이펙터에서는�합리적인�비용에�고퀄리티로�제작�가능합니다.
전문�기획자와 ��년�이상�경력의�사이트�제작자, 
그리고�비교불가한�컨텐츠로�최고의�사이트를�제작해보세요.

STEP.7

��년�이상�경력의
사이트�제작자

브랜드�이미지를�높여주는
고퀄리티�컨텐츠

누구보다�업체를�잘�이해한
전문기획자의�기획서

ST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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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B 스튜디오
별내 B동은�빈티지�하면서도�웅장한�느낌을�줄�수�있습니다.

넓고�탁�트인�공간은�물론 ��M의�소나무�숲을�배경으로�촬영�퀄리티가�매우�뛰어납니다.
주방, 거실, 침실�등�다양한�공간에서�빈티지&퓨어�느낌의�연출이�가능합니다.

STEP.3



STEP.7

사이트�예시WEB SITE

이미지로�표현이�아쉬운�부분은�영상�컨텐츠로 
보강해보세요. 이펙터에서는�세트장�촬영과 
영상�촬영을�동시에�진행할�수�있어 
그�비용과�과정이�모두�합리적입니다.
이펙터의�영상은�트랜디하며�탄탄한�기획을 
기반으로�진행되기에�퀄리티는�물론�톤앤매너에 
통일성이�있어�활용도가�매우�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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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이펙터(EFFECTOR)

설립일

����년 ��월 ��일

대�표

문�성�민

직�원

경영 / 기획디자인 / 영상 / 사진�촬영
총 �개�부서 (��명)

주�소

studio � 서울시�강남구�논현동 ���-�� �층
studio � 경기도�의정부시�호암로 ���번길 ��-�(호원)
studio �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 ���-�(별내)

www.effector.co.kr      www.effectors.co.kr



서울시�강남구�논현동 ���-�� �층

E-mail  I  msm����@nate.com
Phone  I  대표�전화 : ���.����.����  I   비상�전화 : ���.����.����     FAX  I  ��.����.����     Business Hour  I   AM�:�� ~ PM�:�� (월~토) 

CLIENT  오시는�길

강남구청역
방향

논현역
방향

1번출구

7호선
학동역

한국관세사
회관

월드메르디앙
(APT)

재정빌딩

카페홀썸

학동
스크린 골프

루트웰치과

논현로128길

학동로

언주로129길

(3F) 경영/기획팀 사무실

(2F) 디자인/비주얼팀 사무실

(B1) 촬영 스튜디오

학
동

로
 3

8
길

서울세관
사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