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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살롱 producer 김준혁

미모사살롱은 콘텐츠의 힘과 영향력을 믿습니다. 

미모사살롱은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올 지를 예측하고, 

이를 영상,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접근합니다. 

회사의 이름에 쓰인 ‘미모사’라는 꽃은 솔직함과 섬세함을 꽃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솔직하고 섬세하게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태원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던 미모사살롱은 

영상 제작 영상 제작 100여 건, 누적 조회수 1000만 회 등 다양한 업적을 만들며 성장했습니다. 

각종 바이럴 광고 영상, 유튜브 콘텐츠, 메이킹필름, 교육 콘텐츠 영상, 

콘텐츠 CI 제작, 배경음악, 로고 송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미모사살롱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Company overview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집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솔루션 제공

Creativity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감각적인 편집

Perfection Customer Surprise

production



process

미모사살롱은 최종 납품 이후 1개월동안

유지/보수 작업을 책임집니다. 

작은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상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모사살롱에서 제작된 1차 결과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수정사항을 조율합니다. 

내부에서 제작된 영상의 결과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떨리는 순간입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영상 전문가들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을 편집합니다. 

창의적인 영상이 결실을 맺는 가장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모두들 완성도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작업합니다.

프리프로덕션을 바탕으로 계획된 내용에 맞추어 

PD, 촬영감독, 조명감독, 진행팀, 아트팀 등과 함께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미모사살롱의 현장은 항상 설레는 매력이 있습니다.

production

post-production

test screening

delivery

meeting
귀사에서 의뢰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미모사살롱의 PD와 AD가 직접 미팅에 

참여하여 영상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미모사살롱에서는 스토리보드 제작과 

모델, 아트, 성우, 로케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통한 미모사살롱의 전문성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작업 과정이기도 합니다.

pre-production



pricelist

적은 예산으로도 합리적인 영상을 생산합니다. 

이 경우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완하여 진행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간단한 인터뷰, 제품 언박싱 영상 등이 이에 적합합니다.

Under 500

촬영뿐만 아니라,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CG, 3D그래픽 등이 포함된 

상상력의 영역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적절한 연출이 가미된다면 보다 매혹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bove 1000

(편당 견적, 만원단위)

(본 견적서는 예시입니다.)

촬영에 필요한 필수요소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견적은 조명관련 인력과 장비를 포함하여, 

영상의 퀄리티를 한 층 높일 수 있습니다.

TVCF느낌의 영상을 아주 적은 견적으로 만나보세요.

소규모 바이럴촬영, 제품 혹은 브랜드 필름, 서비스 광고 등이 이에 적합합니다.

Under 1000



김준혁, 프로듀서

+82 10.6295.4817
mmsslnjh@gmail.com

이경하, 조연출

+82 10.7765.4180
mmsslnkh@gmail.com

mimosasalon is a creator studio, not a hair salon

신준호, 기술감독3f, 206, Gwangnaru-ro, Seongdong-gu, Seoul

mimosasalon.kr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