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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제조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등록업체  

 



• ■ PRODUCTION HISTORY 

• 2019 비엠씨주식회사, 텍슨주식회사, 우리기술 원전사업부, 파나소닉코리아, EHL바이오주식회사, 엔에스오토텍 시화공장, 원진 외 다수  

•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진, 가스트론, 우리기술주식회사, 발맥스기술, 켐에쎈주식회사,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원진일렉트로닉스 외 다수  

• 2017 동양피스톤주식회사, 신영주식회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큐알티주식회사, 파나소닉, 창신주식회사, 서진시스템주식회사, 루트비 외 다수  

• 2016 알파엔지니어링, 이투, SM 스쿨오즈, 에스텍주식회사, 동양피스톤, 이에이치엘바이오, 원진, 제일과학주식회사, 디아망 진로하이트 S&J CORP 외 다수  

• 2015 보라전기주식회사, 뉴스렉스주식회사, 알파엔지니어링주식회사, 엔에스브이주식회사, 기신정기주식회사, 이투앤커뮤니케이션즈, 다사랑, 씨알에스큐브주식
회사, 뉴프렉스주식회사 외 다수  

• 2014 대금지오웰주식회사, 오메가포인트, 필옵틱스주식회사, 삼화강봉, 키스웰, 고려용접봉, 삼화스틸, KOS, 이투앤커뮤니케이션즈, 삼광피에스, 환인제약, 보라전
기공업, 다사랑중앙병원, 드라셀, 엔에스브이, 씨에이엔지니어링, 엔에스브이, 삼광피에스, 에스텍, 엑시언, 금보산업 외 다수  

• 2013 신진화스너, 한국마그네트알로이, 신광테크놀러지, 에이티씨주식회사, 환인제약, 원하이텍, 엔에스오토텍, 필옵틱스, 강동구청, 강동시티건설 외 다수 

• 2012 한일전기주식회사, 아미기획, 대구텍유한회사, 성보공업, 신진화스너공업, 홀트학교, 엔에스오토텍주식회사, 대원산업주식회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과
학고 외 다수  

• 2011 미디어원, 지덕산업, 가빈주식회사, 성보PT, 삼천리기계, 테이팩스주식회사, 라파앙스, 백산철강주식회사, 소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
단 외 다수  

• 2010 송호고, 성보공업주식회사, 씨맥스, 만세커뮤니케이션, 정진메디팜주식회사, 안암모터스주식회사, 유비엠, 프론틱스주식회사, 네오팜,좋은콘텐츠, 신우SNC 외 
다수  

• 2009 화일프레스주식회사, 싱그린푸드시스템주식회사, 에스디주식회사, 멕시스주식회사, 배화여고, 매문고, 한영고, 프론틱스, 송호고, 운천고 외 다수  

• 2008 성심여고, 카네샤, 화일프레스, 무학여고, 지킴이, 성보PT주식회사,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대양아이앤디주식회사, 조선에프엔씨주식회사 외 다수  

• 21년 전통! 기업홍보영상제작업체 주빌리프로덕션입
니다.   

• 대구텍 유한회사 (워런 버핏(Warren Buffett)투자) 외 
동양피스톤, 키스웰, 신영, 우리기술, 삼화강봉, 에스텍, 
파나소닉 등 수천 편의 중견기업 홍보영상 제작 경험
이 있습니다.  

• 국내는 물론 베트남, 중국, 미국, 멕시코, 러시아 등 해
외 현지 법인 촬영 및 모든 외국어 버전용 기업 홍보영
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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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홍보영상 제작 전문 주빌리프로덕션  
• 설립 년도 : 1999년 1월 1일  
• 사업자등록증번호 130-30-69383  
• 비디오물제작업 등록업체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등록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등록업체  
• 대표번호 : 02 2683 2216  
• 홈페이지 : https://www.jbleex.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ubi.lee.7186  
•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ubileeproduction  
• 유튜브 : https://youtu.be/L8ErfYGFRoM  

https://www.jbleex.com/
https://www.facebook.com/jubi.lee.7186
https://blog.naver.com/jubileeproduction
https://youtu.be/L8ErfYGFRoM


 

2004.
01.01 

2012.
06.10 

2017.
12.01 

2018.
01.15 

주빌리 프로덕션 설립 

위렌 버펫, IMC 그룹의 자
회사 대구텍  홍보영상제작
외  500편 제작 돌파  
 

동양 피스톤, 신영 그룹 
홍보영상제작 외  1000편 
제작 돌파  
 

-비디오물제작업 등록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업체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등
록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연혁 



제작 이력 
• 2019 비엠씨주식회사, 텍슨주식회사, 우리기술 원전사업부, 파나소닉코리아, EHL바이오주식회사, 엔에스오토텍 시화공장, 원진 외 다수  

•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진, 가스트론, 우리기술주식회사, 발맥스기술, 켐에쎈주식회사,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원진일렉트로닉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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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수  

• 2015 보라전기주식회사, 뉴스렉스주식회사, 알파엔지니어링주식회사, 엔에스브이주식회사, 기신정기주식회사, 이투앤커뮤니케이션즈, 다사랑, 씨알에
스큐브주식회사, 뉴프렉스주식회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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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천과학고 외 다수  

• 2011 미디어원, 지덕산업, 가빈주식회사, 성보PT, 삼천리기계, 테이팩스주식회사, 라파앙스, 백산철강주식회사, 소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
시시설관리공단 외 다수  

• 2010 송호고, 성보공업주식회사, 씨맥스, 만세커뮤니케이션, 정진메디팜주식회사, 안암모터스주식회사, 유비엠, 프론틱스주식회사, 네오팜,좋은콘텐츠, 
신우SNC 외 다수  

• 2009 화일프레스주식회사, 싱그린푸드시스템주식회사, 에스디주식회사, 멕시스주식회사, 배화여고, 매문고, 한영고, 프론틱스, 송호고, 운천고 외 다수  

• 2008 성심여고, 카네샤, 화일프레스, 무학여고, 지킴이, 성보PT주식회사,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대양아이앤디주식회사, 조선에프엔씨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 

강북점 

강남점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4-1 동선 810호 
- 기획 중심 
- 구로디지털, 안산, 인천, 수원 등 산업 
단지 내 고객 응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38-17 
유기적인 후반 작업을 위한 강남 포
스트 프로덕션 운영 
- 외부업체가 아니므로 가격대 CG 
퀼리티 보장 ( 서비스 가능 )  

 



고객과의 약속 

• 고객 컴펌제 운영  
홍보 영상 제작 과정을 고객 의 컴펌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 갈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
로  고객이 원하는  홍보영상에 최대한 가깝
도록 하고 있음.  
 

Why Jubilee 

Production? 

•투명한 견적 과 계약  
모든 단가를 방송국 납품 기준으로 
실시간 책정, 투명한 제작 예산을 
제시하여 가격대비 최고품질의 영
상을 제공． 

• 독창적인 기획, 콘티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 화면과 CG 그리고 콘
티 포맷을 지양하며  귀사만의 브랜드 컬러를 찾아 고객
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영상을 제공． 
 

• 전문적인 연출 촬영  
드라마를 비롯한 전문 FULL HD ENG 방송  제
작 프로덕션으로 전문적인 방송 장비만으로 운
영. 모든 FULL HD ENG 촬영은 방송 제작에 기
초한 전문 연출, 촬영, 조명, 특수 장비 팀이 콘
티에 따라 연출촬영 하여 광고나 영화와 같은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 • 전문적인 방송 장비 운영  

아리캠 / 레드원 / HD ENG 카메라/ 5d mark3를 비롯한 HMI 영화 특
수 조명, (미니)지미집, 대형 크레인, 달리, 이동차, 고블린, 이동 레일 
(직선, 곡선, 원), 레일차 등 탑차 한 대 분량의 중대형 특수 장비들을 
운영하여  영화 같은 홍보 영상을 제작． 



사업 영역 

기업홍보영상제작 : 기업의 국
내 법인을 비롯한 해외법인까지 
다양한 언어의 홍보영상제작 
 

3D시뮬레이션CG제작 : 제품, 건
축, 공정, 원리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시뮬레이션CG제작 
 

기업광고영상제작 : 방송광고영
상, 유튜브광고영상, 바이럴광고
영상등 
 

모든 기업광고영상제작 
 



효과 

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의 규모와 제품력을 보여줌

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향상 

수출증대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높
여 대외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
출 증대 효과  

마케팅 

PT, 바이어 방문 상영, 사내 교육, 회의, 

세미나 등 다양한 마케팅 업무 활용 효과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구글,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홍보 효과   



제작 과정 

Pre-production 

∙ 아트웍 정리(디자인, 컨셉아트 등) 
∙ 제작기반 확립  
∙ 스크립트 제작 
 

Main 
production Post 

production  

Finish 

∙ 본 작업 (촬영) 
∙ 영상편집  
∙ 3D작업  
∙ 이펙트 작업  

∙ 결과물의 종합 합성 및 편집 
 

∙ 검수 
∙ 각종 변환 업무 
∙ 납품 계획 
 



제작과정 

스크립트 

촬영 

편집 

3D 

2D 

후반가공 



제작 시스템 

촬영 
초광각 대형 Jimmy Jib촬
영 / 레일 및 이동차 촬영 /  
헬리캠 항공촬영( 주야 )국
내 외 전문 연기자 이미지 
촬영  
 

스텝 
전문 연출팀, 촬영팀, 조
명팀, 장비그립팀, 분장
팀 등  
 

시스템 
DI 및 포스트 CG팀 등 
감각적인 CF 제작 시스
템 



스크립트 구성  

Script 
 

Prologue 
 

Main Title 
 

BODY 
 

Epilogue 

History Global 
Network 

Process Product R&D Vision 

모든 단계 – 광고주의 컨펌 

Ending 
Title 



제작 과정 

전문적인 CF 촬영 
시스템 

 

연출/촬영/조명/장
비 감독의 협업 

 

디테일한  
영상미 구현 

 



납품 

용도별 편집 
영상 제작

(8,5, 3, 1분)  

기타 다양한 런닝 타
임 별로  제공 가능. 

언어별 마스터 
영상 제작 
(10분) 

모든 언어 제작 가능 ( 성우 컴펌제 ) /  다양한 목적에 따라 편집 재생산 납품   



포트폴리오 
 

• 21년 동안 쌓은 제조기업 홍보영상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납품까지 원활한 논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모든 부분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예산을 떠나 오직 영상의 퀼리티에 집중하며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 차별화된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기업 홍보영상 쇼릴 및 레퍼런스 보기 

https://youtu.be/L8ErfYGFRoM 

https://www.jbleex.com/corporate-movie 

 

• 3DCG 홍보영상 쇼릴 및 레퍼런스 보기 

https://youtu.be/-yCqC5bUVN0 

https://www.jbleex.com/3d-cg-simulation 

 

• 광고 영상 쇼릴 및 레퍼런스 보기 

https://youtu.be/jSUo_0RVkJY 

https://www.jbleex.com/advertising-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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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피스톤 

https://youtu.be/3V9d1cZcWHE 
• 신영그룹 

https://youtu.be/qDQg57GM3A 
• 가스트론 

https://youtu.be/NKRSNr6USsc 
• 뉴프렉스 

https://youtu.be/YQuClAKk-Yc 
• EHL바이오 

https://youtu.be/7igMDD5uXJ8 
• 에스텍 

https://youtu.be/6JPHcCGfxMA 
• 우리기술 

https://youtu.be/EQ1e8SrHI0s 
• 엔에스브이  
• https://youtu.be/9PdKDIqQtJo 

 
 

• 보라전기공업  
https://youtu.be/P2Gc__WTsIY 
• 삼화스틸  
https://youtu.be/vbv5FRMyM28 
• 대구텍  
https://youtu.be/gNOdoeNhBP8 
• 알파엔지니어링  
https://youtu.be/XmXJovko4G8 
• ATC  
https://youtu.be/jvzr0A-Y4Zc 
• 큐알티  
https://youtu.be/iinXH0h6b9s 
• 창신  
https://youtu.be/dP6xP2nDjXE 
• 원진  
https://youtu.be/0hQGU9BIW_c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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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예시) 
프롤로그 
- 사업영역 특성을 살린 실사 합성, 3D 애니메이션, 모션 트랙킹 CG를 가미하여 기업의 장점
을 부각한 임펙트 있는 영상 제작  

 
- 사업비전(기업정신)을 상징화 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최종적으로 기업 가치를 표
현, 돌출 시킨다.  
 

인트로  

- 일체형 드론이 아닌 전문적인 상업 영화 제작에 투입 되는 방송용 헬리캠을 투입, 최상의 
항공촬영으로 웅장한 도입부 영상 제작    

에필로그 
 - 외국 영상 저작권 구매 사용  및 기업 이미지에 맞는 에필로그 컨셉 촬영 및 CG 제작      



SCRIPT PLAN (예시) 

전체 : 300 sec 

•에필로그  
 

•프롤로그  

 
 

 
 
 

 
 

 
  
 

 
 
 

  
 
 

•메인 타이틀 로고 
 

•엔딩타이틀 로고  
 

•연혁 
 
 

    •R&D 
  R&D 센터 소개 
  인증서/특허 
  기술력/노하우 
  연구원 인원  
  연구장비 소개   
  

 

  •프로세스  
  사업장 소개 
  인원 및 설비   
  생산 공정 
  특장점 및 CAPA 

 •글로벌 
   네트워크  
   주요고객 
 

  
 

  •사업 
 핵심 제품 
 품질시스템   
고객 서비스 
 

  

•비전 
 관계사와의 연계를 통한 글
로벌 비전 
  

 

기업개요 
경영이념 
히스토리  

  

• 기업 컨셉과 예산에 따라 대본구성은 변동됨 



ACTOR PLAN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 섹션, 기업의 
Motto 전달을 위한 전문 연기자 출연 ” 
 
: 홍보 영화 또한 기업 광고이기에 연기자( 전문 
모델 )를 통한 이미지 촬영 작업 
 
: 대표성을 상징 할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의 전
문 홍보 모델 캐스팅( 출연 )으로 기업의 상징성
과 이미지 메이킹 작업  
  



“4K/ Full HD Digital Film Camera 외 
그에 수반되는 촬영, 조명, 특수 장비” 
 
: 4K/ Full HD Digital Film Camera( ARRI Alexa / 
Red One Camera / FHD XD CAM / 5D MARK 
CAM)를 비롯한 HMI 영화 특수 조명, (미니) 지미
집, 대형 크레인, 달리, 이동차, 고블린, (직선, 곡
선, 원) 이동 레일, 레일차 등 탑차 한 대 분량의 
중대형 특수 장비 운영 
 

MECHANISM PROFILE 



“다양한 렌즈를 통한 심도 촬영” 
 
: 단렌즈(Short Focus Lens), 마크로렌즈(Macro 
Lens), TS 렌즈(Tilt-Shift Lens)를 통한 피사체의 
이미지 메이킹 촬영 
 

MECHANISM PROFILE 



“TECHNICOLOR CINESTYLE 픽쳐스타
일 및 BP(블랙프로미스) 필터를 기반으
로 한 실사 촬영” 
 
: 피사체의 색감 보정(감마값)이 가능한 CINE 
STYLE / 픽쳐스타일 촬영으로 고 품질의 이미지 
영상 확보  
 
: 촬영 현장에 따라 다양한 필터 적용으로 최상의 
실사 이미 지 확보  
 

MECHANISM PROFILE 



FILMING PROFILE 

“전문 영화 촬영 & 조명팀 구성” 
: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 미국 선댄스 영화제 심
사위원 대상, 프랑스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 환
금수레바퀴상 양정훈 촬영 감독 외 
 
“전문 특수 장비팀 구성” 
: 드라마‘주몽’외 수백 편의 드라마, 영화 제작에 
참여중인 정재근 장비 감독 및  전진원 지미집 
감독 외 
 
  



EDITING(CG) PLAN 

“전문 포스트팀 구성” 
: DI 및 포스트 CG팀등 감각적인 CF 제작 시스템 
 
 
“깔끔하고 통일된 디자인” 
: 기업 이미지에 맞게 자료화면 (라이브러리)을  
배제한 깔끔하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 아트웍 CG작업  
 
 ▶ 언어별 마스터 영상 제작 (8분) 
 ▶ 용도별 편집 영상 제작(5, 3, 1분)  
 ▶ 모든 언어 제작 가능 
  
 

 

                                                   



장비소개 - 크레인장비 



장비소개 – 이동차 레일 장비 



장비소개 – 지미집 장비 



장비소개 – 드론 장비 



장비소개 – 촬영 장비 



콘티 

촬영 

가편집 

CG  

(2D/3D) 

사운드 

(녹음 / 더빙) 

종합편집 

5일 

4일 

7일 

14일 

5일 

3일 

시사 

- 계약후 약 38일 소요 ( 광고주 컴펌 및 수정 기간 제외 ) 

제작기간 (예시) 



Thanks for Watching 
전화번호 : 02 2683 2216  

홈페이지 : https://www.jbleex.com 
 

https://www.jble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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