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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그리고 사랑을 영상에 담다.
Impress And Love In Video

사진에 담긴 소중한 순간을 더 깊은 감동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은 없을까?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고,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표 김동학 이용재



각 자사  타깃과 니즈에 최적화 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필커뮤니티 

셀프 모바일초대장 웨딩식전영상 

부모님 감사영상 / 고희연  영상

영상편지 / 프로포즈영상 
돌잔치 성장동영상 

스튜디오 필 / 필프레임 

15분이면 제작할수 있는 최첨단 셀프 영상제작 시스템
으로 고객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필커뮤니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
[ 간략 회사 조직도 안내 ]

대표이사

설립일

직원 수

주소

연락처

김동학 이용재 

2012년 4월

24명 (2018년 10월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1-9  /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1

1522-0508   http://feelmaker.co.kr  kdh@feelcorp.co.kr

영상제작팀

영상개발팀 

촬영팀

영상부 

디자인부 

필프레임

개발부 

기획부

CS팀 

디자인1팀 

디자인2팀

웹디자인 팀

단독부서

window Server

Linux Server

컨텐츠개발팀

모바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광고, 프로모션

고객응대팀



History

필메이커 = 
STORY OF US

2012.04  필모션 창립

2014.01  필커뮤니티 상호 변경

2014.05  아우디코리아 파이낸셜 /  만수무강등 14곳과 제휴 체결 

2015.01  카드1번가 제휴 /  한전 KPS 광고 촬영 

2016.01  필모션 베이비 / 필모션카드(셀프모바일청첩장) 사업확장

2016.05  포토몬(카드왕) / 보자기카드 / 초롱불카드 / 점보카드 제휴

2017.01  셀프제작시스템 특허권 취득 / 루시나산부인과 제휴 및 광고계약 

2018.02  바른컴퍼니 전 계열사 제휴진행  / 자동화 시스템 개발완료

2018.08  필커뮤니티 해외 사업 착수 / 일본 사업자 소재 등록

2018.09  세계최초 html5 형식 스마트폰·PC 제작 가능 필메이커 오픈 



셀프제작

모바일초대장 

셀프제작

웨딩식전영상
성장동영상  

브랜드 가치 UP
+

체류시간 UP

필메이커와의 협력 제휴를 통해 자사의 브랜드 신뢰도와 체류시간 증가효과로 직접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셀프 모바일 초대장 서버 제공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의 영상 제작으로다양한 이벤트와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변화된  셀프영상제작으로 이목을 끌다.

처음 자동화 셀프 제작은 고객들 혹은 제휴사의 편리성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PC 를 통해 제작이 가능한 필메이커로 

영상과 모바일초대장을 빠르고 쉽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휴사 필모션

고객
자료전달/

수정사항전달

자료안내

고객 CS전달
고객자료전달

고객수정사항전달

고객완성영상전달

CS

직원이 제작 수동방식 

제휴사 필메이커

고객
CS

CS

쿠폰 및 제휴몰 
URL전달

셀프제작 / 셀프수정

완료영상 다운로드

자동화 방식 



자동화 의 특별점.

제안배경

가격

시간

퀄리티

상담

제휴사

편리성

수동화 자동화

제휴사용 저렴한 단가 (LOW)

평균제작 시간 0.5시간 / 최대 1시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휴사 업무 축소

모바일 제작 가능및 
24시 실시간 수정가능 

직접 제작 및

체험영상 제작으로

만족도 증가

1:1 실시간 상담1:1 맞춤

친절상담

전문가 제작으로

퀄리티 최상

제작 시간 3~4일 소요

발주 및 주문관련

제휴사 업무 증가

온라인 판매가 
(70,000원)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추가 작업 없이 영상 수령



5 STEP MAKER

INFORMATION

STEP.01

영상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웨딩영상의 경우 신랑 신부 이름과 행사날짜

를 작성합니다.

영상편지의 경우 남자 친구 여자친구의 이름

과 이벤트 날짜 를 작성하면 됩니다.



5 STEP MAKER

INPUT DATA

STEP.02

사진및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한번에 다중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한 드래그 방식으로 바탕화면의 자료들을 

손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5 STEP MAKER

STEP.03

EDITER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장면을 확인할수 있으

며 실제 사진이 영상 폼안에 들어가는 구간

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동영상 역

시 쉽게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실제 영상

에 삽입할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확대 /축소 /회전 등 단축키 기능

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도 가능합니다.



5 STEP MAKER

EDITOR TEXT

STEP.04

영상에 실제 들어가는 문구를 고객이 원하는 

글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5 STEP MAKER

END MAKER

STEP.05

문구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영상

을 제작할것인지에 대한 QUESTION 을 나타

냅니다. 고객이 출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약 10-50분 내로 영상이 제작되며 고객문자

로 완료 안내를 발송합니다.

PC / MOBIEL 100% 지원



new approach

혹 할 수밖에 없는
필메이커 제안!

LOW PRICE

낮아진 가격으로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타 업체가 사용하는 FLASH PLAYER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수정이 가능하며, 파티 플래너님들도 손쉽게 서비스용으로 제작후 고객에게 드릴 수 있

습니다.제작 시간은 사진 업로드 후 1시간내로 제작되며 재수정 또한 손쉽게 가능합니다.

FREE INVITATION

무료 모바일초대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상뿐만 아닌 제휴사의 가치와 편의성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체계적인 제휴관리시스템 
제휴사 전 직원이 쉽고 간편하게

제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산, 고객DB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제휴 관리시스템 ) 확인해주세요.

결제 / 제작 현황 / 일간 방문자 조회 기능 (GOOGLE)



Reason

기대할 수 있는
제휴효과

제휴사

필메이커   고 객

공동가치의 창출

만족도 및 편리함전문성 향상

경쟁력 향상
업무능률 향상



v

가치를 높이는 인연의 시작 .FEELCOMMUNITY
필커뮤니티는 제휴사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영상 업계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고품격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 및 전달하는 

기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제휴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제휴사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귀사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제안하며,

후회없는 선택으로 귀사와 우호적인 제휴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ㅍㅍ



감사합니다. FEELCORP

https://feelmaker.co.kr

https://feelma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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