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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We are create your imagination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그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의 표현 기법으로 

최고의 아웃풋으로 표현해 내는 것 !

www.nineconcep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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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업부

•드라마 타이틀 & 티저

• 영상 CG

• VFX

• 채널 OAP

• 3D 에니메이션

브랜딩 사업부

• 기업 & 제품 홍보

• 3D 시물레이션

• 바이럴 (유튜브, SNS)

• 모션그래픽

시각디자인 사업부

• 출판 / 편집 디자인

• 패키지디자인

• CI / BI

• 홈페이지

• 전자카탈로그

경영 / 관리부

• 사업기획 및 영업

• 회계관리팀

• 시설관리팀

나인컨셉은 끊임없는 트랜드 분석과,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각 파트별 전문 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usiness
Int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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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SBS channel branding

•SBS London olympic 2012 branding 영상 제작

•여수 엑스포 branding 영상 제작
•KT olleh tv OAP 총괄 제작

•K-water 브랜딩 홍보영상 제작

•KDB기업은행 브랜딩 홍보영상 제작

•SM musical “스쿨 오즈” 영상 제작

•LG_interactive 브라운관 전시 영상 제작

•Welcomeloan cf [여성대출]편 영상 제작

•Cadillac Concept car / 3D modeling 제작

•SBS Drama title “너희들은 포위됐다” 영상 제작

2016
•KT olleh tv OAP 총괄 제작

•SBS Drama title “낭만 닥터” 영상 제작

•SBS Drama title “대박” 영상 제작

•SBS Drama title “질투의 화신” 영상 제작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모두에게
산이 되어주고 

물처럼 변화무쌍하며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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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KT olleh tv OAP 총괄 제작

•SAMSUNG digital plaza 삼성인더월드 전시영상 제작

•KT olleh tv "TV쏙" 가이드영상 제작

•한국 선거방송 branding 영상 제작 

•JTBC Drama title “untouchable” 영상 제작

•JTBC Entertainment title “mix and the city” 영상 제작

•중화 TV Entertainment title “주유천하” 영상 제작

•“두끼 떡볶이” branding 영상 제작 

•CJ CATCH ON promo : 더위타파! 액션무비 제작

•JTBC Drama title "스케치" 영상 제작

•TVN Drama CG "아는 와이프" 영상 제작

•MBC Drama CG "사생결단 로멘스" 영상 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스위치" 영상 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훈남정음" 영상 제작

•SBS Drama CG "기름진 멜로" 영상 제작

•KT olleh tv summer promo 영상 제작

•kiss me branding 영상 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여우각시별” 영상제작

•JTBC Drama title 및 teaser “스카이캐슬” 영상제작

•KBS Drama title “땐보걸즈” 영상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복수가 돌아왔다” 영상제작

•SBS 드라마 티져 타이틀 및 본편CG "여우각시별"

•NK Hair & Skin Care 기업홍보 동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대주 기업 홍보동영상 및 

                                     3D제품 영상제작

•KBS Drama title “조들호” 영상제작

•TVN Drama title 및 CG “로맨스는 별책부록” 영상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열혈사제” 영상제작

•SBS Drama title 및 CG “해치” 영상제작

•JTBC Drama title “으라차차 와이키키2” 영상제작

•SBS 드라마 티져 타이틀 및 본편CG "닥터탐정"

•SBS 드라마 티져 타이틀 및 본편CG "vip"

•JTBC 드라마 티져 타이틀  "보좌관 시즌 1 /시즌 2"

•JTBC 드라마 티져 타이틀 및 본편CG "멜로가 체질"

•KBS 드라마 티져 타이틀 및 본편CG "너의 노래를 들려줘" 

•영화 : 유열의 음악앨범 타이틀 및 본편 CG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범양글러브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홍두당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밸런스인더스트리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네오드림스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유퍼스트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브로넥스 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플랜트베이스 제품홍보영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주)더마앤랩 제품홍보영상

HISTORY

열정이 

끝없이 타오른다

태양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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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e are create your imagination

영상/시각 디자인으로 문화를 만들어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가치를 키우는 효과적인 선택 

디자인 스튜디오 나인컨셉

www.nineconcep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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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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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VIP’ Title & Teaser 

백화점 상위 1% VIP 고객을 관리하는 

전담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VIP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www.nineconcept.com

Broadcasting

드라마 ‘스토브리그’ Title & Teaser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

Design Concept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 의 컨셉을 이용하여,  

야구와 구단을 표현할수 있는 상징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타이틀을 구성

Design Concept

“아름답지만 은밀한 보석”의 컨셉을 이용하여, 주인공들의 내면에 감춰진 모

습을, 보석의 굴절되고 반사되는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

Stove League 

since 2012 the nineconcept08

PLAY PLAY

https://vimeo.com/371091861
https://vimeo.com/381603530
https://vimeo.com/381603530
https://vimeo.com/371091861


드라마 ‘멜로가 체질’ Title & Teaser 

서른 살 여자 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코믹 드라마

  

Melodramatic constitution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Broadcasting

드라마 ‘보좌관2’ Title & Teaser 

금빛 배지를 거머쥔 국회의원 장태준의 위험한 질주, 

그 치열한 여의도 생존기

Design Concept

“이제 시작이다!”라는 컨셉을 이용하여, 시즌 1과 2의 주요 내용을 상징하는 

오브제와 하이라이트를 교차 편집해서 내용을 구성

Design Concept

“어른이들! 삼십대 주인공들의 좌충우돌 인생기” 라는 컨셉으로 

통통튀는 모션과 다양한 볼록 스티커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표현

Assistant 2

since 2012 the nineconcept 09

www.nineconcept.com

PLAY PLAY

https://vimeo.com/354600320
https://vimeo.com/373696017
https://vimeo.com/373696017
https://vimeo.com/354600320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Title & Teaser 

‘책을 만들었는데, 로맨스가 따라왔다?’ 책을 읽지 않는 세상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Romance is a separate book

www.nineconcept.com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CG 

 2019년 처음 만나는 레트로 감성멜로!

 앨범에 간직하고 싶었던 ‘기억’이 찾아옵니다!

Design Concept

“투박하지만.. 따뜻한 우리들의 이야기” 라는 컨셉으로

전체 아트웍의 톤을  총 4단계에 나누어, 시작은 투박하고 강렬한 느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련되어지지만 옅어지는 표현을 통해 

우리내들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함

Design Concept

주인공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현재 진행형까지!! 

“한편의 따뜻한 이야기 동화책”으로 만든 타이틀

Tune in for Love

since 2012 the nineconcept10

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324787638
https://vimeo.com/371085809
https://vimeo.com/371085809
https://vimeo.com/324787638


드라마 ‘SKY 캐슬’ Title & Teaser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Sky castle

www.nineconcept.com

드라마 ‘보좌관1’ Title & Teaser 

금빛 배지를 거머쥔 국회의원 장태준의 위험한 질주, 

그 치열한 여의도 생존기

Design Concept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다” 의 컨셉을 이용하여 제작

Design Concept

“상위 1% 사람들의 빛과 그림자”라는 컨셉으로 

고위층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고, 라이트의 방향과 표정을 이용하여 캐릭

터 및 드라마 전체 구성을 표현함

Assistant 1

since 2012 the nineconcept 11

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310947577
https://vimeo.com/352437607
https://vimeo.com/352437607
https://vimeo.com/310947577


드라마 ‘훈남정음’ Title & Teaser 

사랑을 거부하는 비연애주의자 ‘훈남’과 사랑을 꿈꾸지만 팍팍한 현실에 

연애포기자가 된 ‘정음’이 사랑에 빠져버린 코믹 로맨스

 

Hunnamjeongeum

www.nineconcept.com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Title & Teaser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

Design Concept

기존 의학 드라마와는 달리.. 감성적이고, 아트적인 독특한 느낌을 주기위해 

라이트 박스에 비추어지는 실루엣과, 의학적 오브제를 이용하여 타이틀을 구성

Design Concept

맞지 않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드라마 전체 컨셉으로 가지고 갔던 장난감의 

느낌을 이용하여, 재미있고 톡톡 튀고 구성

Doctor Detective

since 2012 the nineconcept12

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279813900
https://vimeo.com/387621045
https://vimeo.com/387621045
https://vimeo.com/387621045
https://vimeo.com/279813900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2’ Title & Teaser 

망할 위기에 처한 게스트하우스 

와이키키에서 펼치는 청춘 드라마 

Eurachachacha Waikiki2

www.nineconcept.com

드라마 '열혈사제' Title & Teaser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한 살인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에 들어가는 이야기

Design Concept

만화적인  캐릭터와 구성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카툰 느낌으로 전체 타이틀을 구성

Design Concept

특색있는 캐릭터들의 자유분방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와이키키 해변과 카드라는 오브제를 섞어,  

“ 이야기 타로카드”를 만들어 표현

Hot-Blooded pr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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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327235408
https://vimeo.com/322727795
https://vimeo.com/322727795
https://vimeo.com/327235408


드라마 ‘동내변호사 조들호’ Title & Teaser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Boksu is back

www.nineconcept.com

드라마 ‘해치’ Title & Teaser 

천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연잉군 이금이 박문수, 여지, 달문과 함께 

힘을 합쳐 대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Design Concept

궁을 수호하는 해치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타이틀 구성

Design Concept

전체 드라마의 거칠고 강렬한 스토리를, 한장 한장의 상직적인 

유화 느낌의 “작화”로 표현하여 한편의 스몰 드라마로 구성

Hatch

since 2012 the nineconcept14

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syrkrkyWU
https://vimeo.com/322728024
https://vimeo.com/322728024
https://www.youtube.com/watch?v=U7syrkrkyWU


드라마 ‘질투의 화신’ Title & Teaser 

질투라곤 몰랐던 마초 기자와 재벌남이 생계형 기상캐스터를 만나 

질투로 스타일 망가져 가며 애정을 구걸하는 양다리 로맨스

Jealousy incarnate

www.nineconcept.com

드라마 '여우각시별' Title & Teaser 

비밀을 가진 의문의 신입과 애틋한 사연을 가진 사고뭉치 1년 차가 인천공항 

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는 휴먼멜로

Design Concept

환상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동화적인 요소와 

인천공항의 부감(여우얼굴 모양)을 이용하였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전체 컬러 컨셉을 바이올렛으로 구성

Design Concept

뉴스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타이틀로 구성함

Where Stars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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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192927682
https://vimeo.com/310951197
https://vimeo.com/310951197
https://vimeo.com/192927682


www.nineconcept.com

웰컴론 여성대출

친숙한 다이어리 컨셉에 팝업북의 느낌을 

살려 광고를 제작

브로넥스 시스템 기술영상 

산업 공장들의 설비와 시스템을 체계화 

시키는 기업의 장점을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Kiss me branding

이사베와 키스미의 콜라보 제품의 

스케치 영상

벨런스 인더스트리

재활용 폐지를 수출하는 회사의 브랜딩 영상

프라펫 광고영상

적외선을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피부 및 

모질 개선을 도와줄수 있는 기능성 제품 영상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에 위치한 삼성 프라자내에 있는

홍보 전시 영상 제작 “삼성 인더월드”

since 2012 the nineconcept16

Branding

PLAY

PLAY PLAY PLAY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166696872
https://vimeo.com/371084088
https://vimeo.com/273482160
https://vimeo.com/371075024
https://vimeo.com/273485981
https://vimeo.com/231333220
https://vimeo.com/166696872
https://vimeo.com/371084088
https://vimeo.com/371075024
https://vimeo.com/231333220
https://vimeo.com/273482160
https://vimeo.com/27348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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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퍼스트 제품영상

청각 장애인이 사용할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장점과, 제품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심플한 디자인과 3D 오브제를 이용하여 표현

한국선거방송 

한국선거방송 채널의 오픈을 축하하는 

의미와 채널 성격을 설명해주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영상

밀담 스마트앱 소개 영상

심플한 그래픽을 이용 익명, 소통, 신뢰, 

보안 의 장점을 표현

네오드림즈 제품소개 영상

임직원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건강증진 파트너

두끼 브랜드 영상

두끼라고 하는 브랜드의 역사와 취지를 한편

의 이야기 동화책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

네오드림즈 기업소개 영상

브리핑 형태를 활용한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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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PLAY PLAY

PLAY PLAY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371084564
https://vimeo.com/231501270
https://vimeo.com/371081208
https://vimeo.com/371077136
https://vimeo.com/280140116
https://vimeo.com/371076063
https://vimeo.com/371084564
https://vimeo.com/231501270
https://vimeo.com/371077136
https://vimeo.com/371076063
https://vimeo.com/371081208
https://vimeo.com/28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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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기업홍보 영상

인터뷰 내용에 따른 제조 과정의 

교차 편집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대주 제품 3D 기술영상

3D 모션그래픽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표현

대주 제품 3D 기술영상

3D 모션그래픽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표현

대주 제품 3D 기술영상

3D 모션그래픽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표현

대주 제품 3D 기술영상

3D 모션그래픽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표현

엔케이헤어 제품홍보

자연에서 얻은 원료의 차별화 자연에서 

찾은 작은보석

Branding

PLAY

PLAY PLAY PLAY

PLAY PLAY

since 2012 the nineconcept18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youtu.be/UlzQuhEjY8E
https://vimeo.com/321464467
https://vimeo.com/321462529
https://vimeo.com/321466709
https://vimeo.com/321463777
https://vimeo.com/321460767
https://youtu.be/UlzQuhEjY8E
https://vimeo.com/321464467
https://vimeo.com/321466709
https://vimeo.com/321460767
https://vimeo.com/321462529
https://vimeo.com/32146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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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water

2015년 새롭게 탄생한 k water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일반일들이 알기 쉽게 귀여운 

인포그래픽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

Callaway 

켈리웨이의 신념이 곧 제품이라는 

컨셉을 이용하여 표현한 기업 홍보 영상

디즈니 주니어 채널 

행사 영상에 얼굴을 직접 노출하는 참여 형

태의 행사 영상으로, 그 당시 유명한 애니

메이션의 캐릭터를 인형극이라는 컨셉을 

이용하여 표현함

LG 디오스 오케스트라

냉장고 위에 탑제가 가능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장점을 귀엽고 아기자기한 일러

스트와, 탐정이 추적을 해 나간다는  컨셉

을 이용하여 표현

KDB 산업은행

기업 홍보 영상

블랙베리 Bold 9900 

블렉베리의 변천사와 그 끝을 

웅장한 느낌으로 표현한 극장 광고 영상

Branding

PLAY PLAY PLAY

PLAY PLAY PLAY

since 2012 the nineconcept 19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303227613
https://vimeo.com/98713593
https://vimeo.com/287199644
https://vimeo.com/198845148
https://vimeo.com/303228062
https://vimeo.com/100415683
https://vimeo.com/98713593
https://vimeo.com/198845148
https://vimeo.com/100415683
https://vimeo.com/303227613
https://vimeo.com/287199644
https://vimeo.com/30322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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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ID ‘고미’

고미와 친구들의 즐거운 여행

SBS Main ID 

내일을 봅니다 “ 라는 컨셉의 브랜드 칼라를 

이용하여 표현

Channel ID ‘고미 사물놀이’

런던 올림픽을 축하하는 의미의 한국 응원 영상 

SBS 연령고지 ‘고미와 친구들’

대한민국 최초로 한글 컨셉을 이용한 연령고지

Channel ID ‘고미 올림픽’

런던 올림픽을 축하하는 의미의 한국 응원 영상 

Channel ID ‘G버스 TV’

다양한 컨텐츠를 지녔다! 라는 메시지를 

간단한 이모티콘과 모션을 이용하여 표현

OAP

PLAY

PLAY PLAY PLAY

PLAY PLAY

since 2012 the nineconcept20 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100193926
https://vimeo.com/100198757
https://vimeo.com/100417482
https://vimeo.com/99974288
https://vimeo.com/100415024
https://vimeo.com/273485358
https://vimeo.com/100193926
https://vimeo.com/100198757
https://vimeo.com/99974288
https://vimeo.com/273485358
https://vimeo.com/100417482
https://vimeo.com/1004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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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eh TV

olleh tv Line Up

매달 업데이트 되는 영화의 리스트를 

여름 한정 컨셉 “ 즐거운 영화 피서”라는 

컨셉을 이용하여 표현

olleh tv 과금인하 

영화의 과금이 낮아졌다는 내용을 재미있는 

상황을 통해 연출

olleh tv Movie chart

매주차 영화 순위를 임팩트 있게 표현 

olleh Prime movie pack

올레 tv 내의 영화 월정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딩 영상

olleh tv Music on air

매주 새롭게 나오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컨셉의 브랜딩 영상

olleh tv ‘수요일엔 올레tv’

매주 수요일마다 한정 이벤트를 하는 

이벤트 무비 소개영상PLAY PLAY PLAY

PLAY PLAY PLAY

since 2012 the nineconcept 21플레이 버튼이나 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https://vimeo.com/280143323
https://vimeo.com/259620320
https://vimeo.com/279814865
https://vimeo.com/198832880
https://vimeo.com/198831498
https://vimeo.com/280139859
https://vimeo.com/259620320
https://vimeo.com/198832880
https://vimeo.com/280139859
https://vimeo.com/280143323
https://vimeo.com/279814865
https://vimeo.com/19883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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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DESIGN

since 2012 the nineconcept22

이에스글로벌 / ES GLOBAL 체어플러스 / CHAIR PLUS16P CATALOGUE 24P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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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먼트 세라믹 / INBEST CERAMIC 통일포켓케이스 / TONGIL POCKET12P CATALOGUE 12P CATALOGUE

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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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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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게이트 / PENTAGATE 노바트론 / NOVATRON16P CATALOGUE 12P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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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아이 / SCI 누리기술 / NURI TECHNOLOGY32P CATALOGUE 12P CATALOGUE

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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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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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씨엔티 / HICNT 가천대 바이오헬스 사업단 / NOVATRON16P CATALOGUE 8P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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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 헬멧 / W HELMET 혜창 / HYECHANG16P CATALOGUE 12P CATALOGUE

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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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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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주 / O'JEJU 에스테르 / ESTER12P CATALOGUE 16P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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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 TEMPLE FOOD 사찰음식 / TEMPLE FOODPOSTER 신문광고 2종

POSTER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