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으로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코스믹레이.



코스믹레이는 창의적인아이디어와 아트웍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모션그래픽 기반의 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경험과 브랜드 메시지 전달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플러스엑스 유니온을 기반으로하는 브랜딩 크리에이터 풀과

코스믹레이 소속의 다양한 모션디자인 전문가들의 협업으로완성된 결과물은, 당신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오래 기억되도록 만들 것 입니다.







해피에너지프로모션영상독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어워드본상수상

어둠속의대화프로모션영상독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어워드본상수상

해피에너지프로젝트칸국제광고제내셔널디플로마상수상

온게임넷 EVER-Starleague 영상프로맥스어워드동상수상

위내역은NHN 과CJ E&M 재직당시수상했던내용이며, 저작권은NHN과CJ E&M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세련된 톤앤 매너, 패셔너블한 무드를 컨셉으로 에티카 마스크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컬러와 입체적 설계의 구조미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스크 4중 필터와 밸브의 기능성도 함께 녹여 제작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83215322

https://vimeo.com/383215322


SM Entertainment 청담동 사옥 입구에 있는 미디어박스에 온에어되고 있는

캐릭터 영상입니다. SM의 대표 캐릭터 SSAM의 성격을 살린 다양한 모션과

미디어아트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게 컨셉을 설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90879523 pw: 1234

https://vimeo.com/390879523


다음웹툰을 대표하는 인트로 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극장 및 컨퍼런스, 온라인 바이럴 등 다음웹툰을 짧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활용될 영상으로

웹툰들의 특징을 잘 살리고,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92685493

https://vimeo.com/392685493


여러분이 알고있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작품들이 사실 다음웹툰이 오리지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전세계 치열한 웹툰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https://vimeo.com/383202922

https://vimeo.com/383202922


삼성동 코엑스 SM Artium에서 라이브되는 미디어아트를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한 소녀가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착시를 통해 공간감이 극대화 되어 질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26132842

https://vimeo.com/326132842


다양한 국가에서 오픈한 퀴즈앱 Trivia Go의 모션디자인 패키지를 코스믹레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LINE Corp.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총괄하였고, T-GO만의 색깔있는

모션 패키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업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24916670

https://vimeo.com/324916670


LG 마곡 미래기술체험관은 현실세계를 투영하고 자연의 리얼리티를 기술로 구현한

스페이스입니다. 여러 섹션중 CEO섹션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섹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LG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미디어아트로 구성하고 연출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26132415 Pw :  1234

https://vimeo.com/326132415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사회 속에서 매력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인피니트는 브랜드의 가치

에서 무한함을 창조합니다. 무한함 속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표현하며 각 기업과 브랜드들의

솔루션을 주는 인피니트의 프로젝트에서 모티브와 컨셉의 핵심가치를 보여줍니다

https://vimeo.com/324896818

https://vimeo.com/324896818


BLANK 코퍼레이션의 브랜드 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심플하고 정제된 브랜드 컨셉과 철학을 진정성있게 풀어내었습니다

https://vimeo.com/266047062

https://vimeo.com/266047062


BLANK BI Movie 2018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BLANK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계하고, 파생되는 여러 제품들을

제작하게 된 목적과 철학을 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https://vimeo.com/266430976

https://vimeo.com/266430976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 브랜드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일러스트 기반의 따뜻한 감성으로 K-water 브랜드 스토리에 어울리는 기획, 디자인, 편집 등

영상 전반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vimeo.com/266046689

https://vimeo.com/266046689


2016년 에잇세컨즈 공식 캐릭터 에잇몬 티저, 에피소드 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캐릭터를 새롭게 네이밍, 세계관등을 부여하여 총괄기획하였으며, 티저영상부터 캐릭터별 에피소드 영상까지

제작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한국 및 중국 매장 디스플레이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https://vimeo.com/165817005

https://vimeo.com/165817005


2015년 리뉴얼한 삼성 딜라이트관 미디어월의 반도체 파트 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도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며

각각의 섹션을 컬러를 통해 구분하고 Full 3d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캠프모바일에서 신규 런칭하는 스마트워치 디자인 플랫폼인 워치마스터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기분과 스타일에 따라 워치페이스의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자 여러타입의 개성있는 디자인 테마를

아트웍으로 재구성하였고, Design Your Time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능/재미/디테일등 워치마스터 서비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대표키워드와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https://vimeo.com/130087575

https://vimeo.com/130087575


네이버 검색광고에 대한 가치와 오해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심플한 레이아웃의

인포그래픽 타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색광고 바로알기

https://vimeo.com/266229646

https://vimeo.com/266229646


네이버 로고와 메인화면, 앱 인터페이스의 변천사를 모션그래픽 형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얼굴의 변화는 우리가 항상 접한 생활방식의 변화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20여년 동안 그 때 들었던 음악이나 디바이스, 생활소품의 변화등을 스토리에 녹여내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vimeo.com/266230370

https://vimeo.com/266230370


쿤룬코리아에서 런칭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터치형 디바이스에서 조작의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 특성을 바탕으로

발랄한 상황 묘사와 복고적인 연출에 주력하였습니다

https://vimeo.com/116508065

https://vimeo.com/116508065


2014년 4월에 오픈한 삼성 전기박물관 ‘전구의 발명’ 코너에 상영하는 영상입니다

가로 4000px이 넘는 미디어 보드에 매핑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며, 전체 5가지 내용 중에 하나의 섹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형식을 따르며, 2D와 3D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규모감있는 느낌으로 연출하였습니다

https://vimeo.com/266231397

https://vimeo.com/266231397


쿤룬 코리아의 2014년 첫번째 신작, 진 삼국대전 TV CF 영상입니다

케이블 및 유튜브,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프로모션 영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 삼국대전

https://vimeo.com/91378394

https://vimeo.com/91378394


앱디스코사에서 제작한 라떼스크린 글로벌 프로모션 영상

라떼스크린의 장점과 간략한 사용법을 심플한 디자인의 인포그래픽 형식을 도입하여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비메오 등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영상으로 활용

https://vimeo.com/75184268

https://vimeo.com/75184268


삼성 스마트 TV에서 영유아 타겟으로 공개될 신규 앱 캐릭터 개발

전체적인 배경 및 컨셉아트 디자인을 비롯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오프닝 영상 등을 제작

https://vimeo.com/69873295

https://vimeo.com/69873295




에어웨이 마스크 에티카의 극장용 프로모션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로써의 메시지를 ‘ 보이지 않아도 아프다 ‘는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드라마형식의 컨셉을 활용하여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83214285

https://vimeo.com/383214285


흔하지만 누구에겐 특별했던 추억 속 MBC 컨텐츠들을 소환하여 시니어 뿐 아니라 세대간의

다양한 소통과 또 다른 시너지를 발현하기 위해서 MBC ON이 개국하였습니다

코스믹레이는 MBC ON의 ‘ Fun Again ‘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Full Package를 제작하였습니다

https://vimeo.com/324910712

https://vimeo.com/324910712


캠프모바일의 워치마스터와 로만손의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 영상을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로만손의 수제시계와 워치마스터의 디지털시계의 정교함을 장인과 화면분할을 통해

콜라보레이션하는 느낌의 컨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https://vimeo.com/197752207

https://vimeo.com/197752207


기존 PC인기게임인 엘소드M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왔다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프로모션으로 비정상회담에 출연중인 니클라스 클라분데를 섭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국내외 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톤앤매너를 유지하였습니다

https://vimeo.com/199633692

https://vimeo.com/199633692


삼성’S 아카데미 2016 PVI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의 특장점을 ‘마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고,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의 다양한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되었습니다

https://vimeo.com/199627611

https://vimeo.com/199627611


쿤룬코리아와 네이버의 2015년 신작 모바일 AOS게임 ‘난투 with NAVER’의 TVCF를 코스믹레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CATV, 극장,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프로모션 영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난투 전쟁의 지배자

포탑파괴편

https://vimeo.com/142218307

https://vimeo.com/142218307


삼성’S 아카데미 2015 PVI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삼성 딜라이트, 디지털 프라자 등의 매장에서 제품별 보여지는 영상을 각각 제작하였으며

OHP 필름 컨셉으로 실사와 그래픽 요소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였습니다

https://vimeo.com/142103953

https://vimeo.com/142103953


2013년 JTBC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 영상 제작

JTBC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메인컬러를 실사 Bubble 오브젝트의 컬러 리플렉션을 활용하여 컨셉적으로 적용

https://vimeo.com/69867886

https://vimeo.com/69867886




삼성 스마트TV에서 영유아 타겟으로 공개될 신규 앱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배경 및 컨셉아트 디자인을 비롯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오프닝 영상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삼성 스마트TV KIDS 서비스 브라우즈 올 메뉴에 사용될 캐릭터를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동작인식을 주제로 한 SI서비스와 다양한 캐릭터가 담긴 LONG TAIL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테고리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아이콘 캐릭터 2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삼성 스마트TV 패밀리스토리 서비스에 삽입되는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2013년 서비스 전체종료로 인해 적용은 되지 않았으며, 보안이슈로 인해 일부 프리뷰만 공개합니다



mailto:BIBIBIC01@COSMIC-RAY.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