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이
뉴스펀캐스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2022.3



만약.
이 회사소개서를 다 보고도 뉴스펀캐스트를 선택하시는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를 선택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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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04

다양한 사업영역.
뉴스펀캐스트는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회사입니다.

가장 먼저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고 온라인광고대행에 이어 스튜디오 렌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2017

2018

온라인 광고대행

2021.11

스튜디오 오픈

AVAILABL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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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CEO NF
studio

영상제작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왜 사업영역을 확장했을까요?

Our Work.06

트렌드에 민감한 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작사에 스튜디오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콘텐츠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콘텐츠를 만들긴 했는데,

잘 퍼질 수 있도록

홍보할 방법은 없을까?

기본 자체 장비 보유를 통한 최소 규모의

제작의 비용을 절감

안정적인 아웃소싱 스태프 풀(Pool)로

제작비의 안정화

PD Base의 제작 인원 구성으로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제작비 절감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탄력적 근무체계로

내부 제작 리소스를 최소화

1

사내 스튜디오를 이용한 제작으로

제작비 절감이 가능

빠른 수급이 필요한 온라인(SNS 등)콘텐츠 등에

빠른 반응이 가능

정기적인 제작물에 대한 공간 확보 및

일정에 대한 제약 해소

쾌적한 환경(주차, 화물 운반)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점이 있음

온라인광고대행 관련 전문인력 영입 및 배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홍보를 통한

파급력 상승

내부 콘텐츠 제작팀을 통한 고퀄리티의

콘텐츠 제작 역량 보유

제작 과정부터 홍보를 고려한

전략 수립 및 원스톱 솔루션

2 3



Our Work.07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
뉴스펀캐스트의 이유는 단 한가지



Our Work.08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젊은 영맨들로 시작한 뉴스펀캐스트는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성장해왔습니다.

미래의 뉴스펀캐스트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사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만족을 더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이준형 대표
뉴스펀캐스트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외래교수



Portfolio.09

주요 고객사와 우린 이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포트폴리오.



Portfolio.10

2021 삼성전자 DS 유튜브 콘텐츠 랜선 투어 (feat. 원슈타인)

2022 삼성SDI RPA브리티 광고

2022 삼성전자 TSP총괄 상반기 채용 홍보



Portfolio.11

2021 LG그룹 U+희망도서 사회공헌활동

2021 LG그룹 ESG 앱 RZ 소개

삼성전자 NOW 문화쌀롱



2020 현대자동차 ThinkboxTV

Portfolio.12

2022 현대자동차 직무소개 영상

2021 LG그룹 LG에너지솔루션 '에코엔솔' 캠페인



Portfolio.13

2021 신세계 나만의 쉿크릿 미생노트

2021 한화이글스 구단 프론트 V-Log

2021 이랜드리테일 유튜브 채널 운영



2020 KB국민카드 ESG콘텐츠

2020-2021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소개 V-Log         

Portfolio.14

2020 SK mySUNI 행복Colleage 



Portfolio.15

주요 고객사와 우린 이런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포트폴리오.



Portfolio.16

주요 고객사와 우린 이런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2021 K리그 경남FC SNS운영 대행

온라인 광고대행 포트폴리오.

2021 애즈금융 SNS운영 대행



Portfolio.17

주요 고객사와 우린 이런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2021 킹덤버거 블로그 및 SNS운영 대행

온라인 광고대행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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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캐스트는 계획과 실행력 있는

서비스를 지향해 왔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
기본과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We aim for a sustainable content ecosystem

기본과 능력.



Studio.19

호리존 사이즈 

가로 5.5 * 높이 3.5 * 깊이 3.5(m)

부대시설 

조명 바톤 설치 (내측 1열)

전원 연결 및 천장 거치 용이 (DMX 제어 가능) 

간의 탈이실 및 메이크업 부스

화물 엘리베이터 *4t  (1층-지하2층 하역장 연결)

 지하 1-3층 주차시설 *주차권 지원

부가서비스

자체 장비 대여 *별도 문의

전문 포토그래퍼 | 촬영기사 | 헤이메이크업 *사전예약 필요

촬영, 편집 및 사진 보정 가능

창작의 공간을 소유, 공유한다는 것

콘텐츠 제작사에게 스튜디오를 갖는 것은 숙명입니다.

2021년 부천 옥길동 신사옥으로 입주한 뉴스펀캐스트의 두 번째 공간 'NF스튜디오'는

좀 더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의 시설이며, 스튜디오 렌탈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전진기지이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지혜와 불이 공존하는 창작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F스튜디오.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20, 807~808호

(옥길동, 우성테크노파크Ⅰ)

주소

070-4124-5900

newsfuncast@naver.com

전화

Contact U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