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퍼블리칸  
입니다 



SINCE 2015



퍼블리칸은

콘텐츠에 대한

의지입니다

철학입니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광고 목적에 최적화된

즐거운 크리에이티브를 지향합니다  



PUBLICAN Creative
PUBLICAN Media Plan
PUBLICAN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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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Grapher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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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Motion Grapher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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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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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2019-



Content



STUDIO SAMLIP (총 5부)

Client . 디블렌트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기획구성 : 김재원, 김정윤 / 조연출 : 유돈희 / 촬영 : 박원진, 장원진,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남수경



STUDIO SAMLIP (총 5부)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디블렌트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기획구성 : 김재원, 김정윤 / 조연출 : 유돈희 / 촬영 : 박원진, 장원진,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남수경

https://www.youtube.com/watch?v=9wrYkp62p6w
https://www.youtube.com/watch?v=zevjLnwTE6Q
https://www.youtube.com/watch?v=qRU4YITMr5E
https://www.youtube.com/watch?v=K1W_9msumgE


ㅌㅌㄹ

비바씨VIVASEE 자립준비청년 (시즌 1 총 12부)

Client . 명랑캠페인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김정윤 / 기획구성 : 김재원, 김정윤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장원진,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남수경



비바씨VIVASEE 자립준비청년 (시즌 1 총 12부)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명랑캠페인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김정윤 / 기획구성 : 김재원, 김정윤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장원진,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남수경

https://www.youtube.com/watch?v=UTwoglLUAWk
https://www.youtube.com/watch?v=lk7uJEe0TZI
https://www.youtube.com/watch?v=YiEKjo0lQ3o
https://www.youtube.com/watch?v=pbp08wKAVg4


F5 : 새로고침프로젝트

Client . 빅토리 콘텐츠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기획구성 : 김재원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F5 : 새로고침프로젝트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빅토리 콘텐츠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기획구성 : 김재원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https://www.youtube.com/watch?v=nBphECqd8J4
https://www.youtube.com/watch?v=kyUYP8AqsEA


K-드라마의 모든 것

Client . 빅토리 콘텐츠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정진우, 오희려 / 종합편집 : 김현진



K-드라마의 모든 것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빅토리 콘텐츠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정진우, 오희려 / 종합편집 : 김현진

https://www.youtube.com/watch?v=4ZxE8WqDE_A
https://www.youtube.com/watch?v=O2X6JvkqLTw
https://www.youtube.com/watch?v=8ZHVHXioQPo
https://www.youtube.com/watch?v=HHg_HH85EKk


빙글빙글 돌아가는 한진의 하루

Client . 빅토리 콘텐츠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세진



Campaign



바에로 시작하는 투명피부의 빛결, #바에효과

Client . REDHOT
Service . 유튜브

Credit . 종합편집 : 김세진, 김정윤



바에로 시작하는 투명피부의 빛결, #바에효과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REDHOT
Service . 유튜브

Credit . 종합편집 : 김세진, 김정윤

https://www.youtube.com/watch?v=teyWRKPi0OE
https://www.youtube.com/watch?v=NOzs4Xv0Pew
https://www.youtube.com/watch?v=cKcwLKQJitg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

Client . PREM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조연출 : 김정윤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장원진, 정인우 / 종합편집 : 김세진, 정진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PREM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조연출 : 김정윤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장원진, 정인우 / 종합편집 : 김세진, 정진우

https://www.youtube.com/watch?v=4k3YwvWGksI
https://www.youtube.com/watch?v=mSHdcXqTHdg


MBN Y Forum - It's YOU!

Client . PREM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정인우 / 종합편집 : 정진우



MBN Y Forum - It's YOU!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PREM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유돈희, 정진우, 정인우 / 종합편집 : 정진우

https://www.youtube.com/watch?v=cH80XNbLrnE
https://www.youtube.com/watch?v=I8E6pERJwsQ
https://www.youtube.com/watch?v=wPobkl6P_po
https://www.youtube.com/watch?v=uhQz4jLi7Kk


[11번가 X 아마존] #shorts

Client . 버드맨 프로덕션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재원, 장원진



[11번가 X 아마존] #shorts
콘텐츠 클릭 시 재생 가능

Client . 버드맨 프로덕션
Service . 유튜브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박원진, 유돈희, 정진우 / 종합편집 : 김재원, 장원진

https://www.youtube.com/watch?v=RwyGlV4MfTw
https://www.youtube.com/watch?v=xpbJW8zcf9Y
https://www.youtube.com/watch?v=VFh4yjGuYHU
https://www.youtube.com/watch?v=dd1yDSqTfhE


만우절엔 뻥이요와 함께하세요 (총 10편)

Client . PREM
Service . SNS

Credit . 연출 : 김재원 / 조연출 : 유돈희 / 촬영 : 뷰포인트 픽쳐스 / 종합편집 : 김세진, 유돈희



2021 LIFEPLUS JTBC SEOUL 
MARATHON

Client . PREM
Service . SNS

Credit . 연출 : 김재원 / 촬영 : 김재원, 장원진 / 종합편집 : 김재원, 정진우



Broadcasting



 
2021 
 

KBS2 
월화 드라마 <암행어사>  
월화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월화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 
수목 드라마 <이미테이션>  

 
JTBC 

월화 드라마 <설강화:SNOWDROP>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  
금토 드라마 <언더커버> 

월화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월화 드라마 <알고있지만>  

 
SBS  

금토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금토 드라마 <사내맞선> 

 
카카오  

<아직 낫서른>  

 
2022 
 

넷플릭스 
<모범가족> 

 
JTBC 

금토 드라마 <서른아홉>   
월화 드라마 <인사이더>  
월화 드라마 <기상청사람들>  

 
SBS  

금토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금토 드라마 <사내맞선> 

 
MBC  

<지금부터 쇼타임> 
 
IHQ  

<스폰서> 

 
2020 
 

KBS2  
월화 드라마 <본 어게인>   
수목 드라마 <영혼수선공>  
수목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  
수목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주말 드라마 <오! 삼광빌라>  

 
SBS  

금토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JTBC   
금토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LG 웹드라마  
<버블업>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후랭킹> 



 
2017~2016 

 
KBS2 

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 
수목 드라마 <쌈마이웨이>  
금토 드라마 <최고의 한방> 
수목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월화 드라마 <화랑> 
 
SBS

수목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제작  
월화 드라마 <여우각시별> 촬영 
수목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MBC 

수목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수목 드라마 <운빨 로맨스> 

 
tvN 

금토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  
금토 드라마 <도깨비>  

금토 드라마 <내일 그대와>

JTBC  
수목 드라마 <청춘시대2> 

 
투니버스  <빛나는 나라> 

금융감독위원회 웹드라마 <초코뱅크> 
문화체육관광부 웹드라마 <들썩들썩 패밀리>

 
2019~2018 

 
KBS2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월화드라마 <녹두전> 
월화드라마 <퍼퓸> 

월화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2>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
 

MBC  
월화 드라마 <배드파파>  

 
MBN 

수목 드라마 <설렘주의보>  
수목드라마 <커피야, 부탁해>  

 
tvN  

금토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OTT 

<독고, 리와인드> 
<드림 아이돌>

 
2015 

KBS2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수목 드라마 <장사의신 객주>  

JTBC 
금토 드라마 <디데이>  

 
후난위성 TV  
<최고의 커플> 

한중합작 웹드라마  
<스완> 







ETC.



 
FILM 
 

2021 
<뒤틀린 집> 
<파로호> 
<낮과 달> 

<윤시내가 사라졌다> 
 

2020 
<좋은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 
 

2019 
<럭키몬스터> 
<야구소녀> 

 

MUSICAL  
 

2021 
<팬텀> 

<마리 앙투아네트> 
<엑스칼리버> 

 
2020 

<웃는남자> 
<몬테크리스토> 

 
2019 
<벤허> 
<레베카> 

 

Documentary  
 

KBSN스포츠  
<기적의 100만 번째 슛 - 1승을 향해 달린다> 

 
배우공장 

 <꽃신 : 프로드웨이 프로젝트> 
 

한겨례  
<오랑우탄 거울실험 프로젝트>

 

Event  
 

2021 한화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식 
2020 IBM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퓨어스토리지 ‘퓨어 라이브 2020 서울’ 
2020 P&G 비대면 행사 

2019,2018 한화 라이프 플러스 <윈터 원더랜드> 
2019,2018 한화 라이프 플러스 <시네마 위크> 

2019 JTBC <여행주간 캠핑클럽> 
MEDIHEALㅣ2019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 
2018 BMW 미니쿠퍼 할로윈 페스티벌 

청년재단 <2019 청년 위크> 
2017 르네 휘테르 브랜드 프로모션 
아이들과 미래재단 꿈도담터 개소식  

   
KT 평창 동계올림픽 리허설  
2017,2018 경향하우징페어





퍼블리칸은

즐거운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