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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함께 만들고, 성취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4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03.

기존 프로덕션보다 

더욱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무엇이든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02.

함께 기획부터 최종컨펌까지

컨셉과 기획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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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UZ [           ]1.함께 만들고 2.성취하고

3.성장하고 4.세상의 변화를 위해

: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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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커스
필름은?

Introdution

.무엇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십니까?

.광고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위해 FORCUZ는 존재합니다.

.What is your why?

.The answer is    
 FORC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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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ocus on
Forcuz

Introducion

1. 합리적인 가격과 퀄리티

2. 트렌드 리더

3. 젊음과 경험의 조합

4.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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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커스필름의
포트폴리오

Portfolio
1. 광고영상

- ‘위메프' 경북 세일 페스타 광고영상

- ‘에스마켓' 광고영상

-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광고영상

- ‘쿠차' 광고영상

- ‘JTBC 드라마 꽃파당' 티저

- ‘유안타증권' 광고영상

- ‘KT Paperless’ 광고영상

- ‘팔도 더 왕뚜껑' 광고영상

- ‘SK가스' 광고영상

2. 컨텐츠

- 유세윤의 교내방송

- 2퍼센트(웹드라마)

- 유세윤GO

- 헬스비트

3. 영화

- 23아이덴티티_영화 예고편 패러디영상

- 공조_영화 예고편 패러디영상

- 하루_영화 예고편 패러디영상

- 원더우먼_4D극장



'위메프' 광고영상

- '위메프'의 경북 세일 페스타 광고영상

- 장도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고 유머있게 풀어낸 광고

2020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S-Market 'CM송' 편

- 멀티슈즈샵 에스마켓 광고영상 제작

- 중독성 있고 재밌는 CM송을 모델 장성규를 활용하여 제작한 광고  

2020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S-Market '뉴스' 편

- 멀티슈즈샵 에스마켓 광고영상 제작

- 무거운 뉴스 앵커 이미지를 모델 장성규로 활용, 코믹하게 풀어낸 광고

2020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형사' 편

- 모델 하하를 활용하여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2편의 광고영상 제작 

- '형사'와 '사건현장'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긴장감 있으면서 반전결말을 연출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회사' 편

- 모델 하하를 활용하여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2편의 광고영상 제작 

- 회사 직장상사와의 갈등을 코믹하게 풀어낸 광고영상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쿠차' 광고영상

- 모델 장도연, 소셜커머스 '쿠차' 광고영상

- 짧은 4편의 에피소드를 뜬금없는 반전을 통해 소셜커머스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JTBC 드라마 '꽃파당' 티저영상

- JTBC 드라마 꽃파당 티저영상

-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과 재미를 심어준 영상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유안타증권 ‘개미열차' 편

- 유안타증권의 HTS '티레이더' 광고영상

- '개미열차'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주식시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출

2020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촬영 / 연출 / 편집



유안타증권 '투자의 신' 편

- 유안타증권의 주식 대결 '티레이더 배틀'의 광고영상

- '아가리파이터', '키보드워리어', '진짜고수', 주식시장의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재밌게 연출한 영상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KT Paperless' 광고영상

- 전자문서 문서의 장점을 소개하는 'KT Paperless' 광고영상

- 느와르 형식의 긴장감과 극적인 반전을 연출한 영상

2020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팔도 '더 왕뚜껑' 광고영상

- 3편의 에피소드로 풀어낸 '더 왕뚜껑' 광고영상

- '더 왕뚜껑'을 먹기 전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어이없는 상황들은 코믹하게 연출

2019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SK가스 '봉고아빠 힘내세요' 편

- LPG 1톤 트럭 화물기사님의 실제 사연을 받아서 제작 된 캠페인 영상

- 실제 사연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광고 

2020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삼성화재' 사내교육 영상 1편

- 삼성화재 사내교육용으로 제작된 2편의 영상

- '롤러코스터' 형식의 패러디를 통해서 딱딱한 사내교육 영상을 재밌게 풀어냄

2020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삼성화재' 사내교육 영상 2편

- 삼성화재 사내교육용으로 제작된 2편의 영상

- 아나운서의 설명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

2020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영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영상

- 어린이급식관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냄

2020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영천시' 홍보영상 CM송

- 영천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홍보영상

- 재밌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유쾌하면서 가고싶은 도시 '영천'을 풀어냄

2020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서울시물절약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ㅣ

- 서울시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절약 교육용 배포영상 제작

- 가뭄맨과 물맨의 캐릭터로 어린이들의 도움으로 물맨이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

2016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촬영 / 연출 / 편집



넥슨 '카오스 크로니클' 모바일 게임 광고영상 ㅣ

- 카오스 크로니클 게임의 시원함 액션감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하여 풀어낸 바이럴광고

- 특수효고와 특수분장을 통해 코믹한 광고를 연출

2016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연출 / 편집



'퀵퀵서비스' TV광고영상

- 퀵서비스의 퀵을 웃음소리 킥킥하여 tv, vod광고에 송출

- 빠른 호흡과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킨 광고

2016
TV CF / Viral movie 

Portfoilo_ 01.광고영상     연출



'여행박사' 버스 TV광고영상 ㅣ

- 버스 tv광고는 소리가 송출되지 않아 사운드 없이 화면만으로 주의를 끌수있는 광고를 제작

- 여행을 상상만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는 슬로건을 특수효과와 여러 촬영기법을 통해 표현한 광고

2016
Viral Movie

Portfoilo_ 01.광고영상     촬영 / 연출 / 편집



'맺음' 광고 영상 

- 결혼정보회사 '맺음' 광고 영상

- 3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된 드라마타이즈형식의 영상

2018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닥터마틴 '신발로미' 광고영상 

- 닥터마틴의 신발 로미를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광고

- 액션영화의 오프닝을 연상시키는 편집감으로 더욱 화제가 된 광고

2016
Viral Moive 

Portfoilo_ 01.광고영상     편집



CJ헬로 모바일 '반값 요금제' 광고영상 

- 반값 요금제를 영화예고편으로 제작

- 일본 특유의 정적이고 미장셴이 강조된 광고

2017
Campaign / VIdeo 

Portfoilo_ 01.광고영상     기획 / 연출 / 편집



'직방' 바이럴 영상

- 2D와 3D를 활영하여 직방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

- 총 11편의 시리즈로 제작되어 유튜브광고로 릴리즈

2017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오더플러스' 바이럴 영상 

- 식자재 어플 '오더플러스' 홍보영상

- 실사에 2D그래픽을 더하여 서비스를 소개 

2017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Elevn' 바이럴 영상 

- 새롭게 탄생한 SNS 어플 'Elevn' 홍보영상

- 감성적인 영상미를 통해 어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2017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B&B KOREA' 회사소개 영상 

- 화장품 OEM회사 'B&B KOREA' 회사소개 영상

- 실사영상과 모션그래픽을 활용하여 만든 회사소개 영상

2017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카카오페이지' 홍보 영상 

- 새롭게 오픈한 카카오페이지 어플 홍보 영상 

-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서비스 소개영상

2018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두끼떡볶이' 프로모션 영상 

- 두끼떡볶이의 푸드트럭 프로모션 이벤트 영상 

-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영상

2018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유세윤의 교내방송

- 온라인 예능으로 진행된 방송으로 센스있는 자막과 편집으로, 해당 학교 재학생

- 졸업생 및 지역사회에서 단연 화재가 된 프로그램

2017
Digital Contents

Portfoilo_ 02.컨텐츠     기획 / 촬영 / 연출 / 편집



'SRT' 예능형식 영상 

- 온라인 예능으로 진행된  SRT영상

- 역무원들의 일상생활과 에피소드를 재미난 예능형식으로 풀어낸 영상

2018
Viral Movie

    기획 / 연출 / 편집Portfoilo_ 01.광고영상



영화 '공조' 예고편 패러디영상 

- 영화 공조의 750만 관객 동원에 공조한 개봉 전 홍보영상

- 권혁수의 1인 7역을 통해 영화의 기대감을 상승시켜 750만 관객에 성공

2017
Viral Moive

Portfoilo_ 03.영화     촬영 / 연출 / 편집



영화 '23아이덴티티' 예고편 패러디영상 

- 북미 박스오피스 1위의 영화를 한국에서 재현하기 위한 홍보영상

- 배우 김의성의 신들린 연기와 그로테스키한 연출과 빠른 편집이 돋보인 광고

2017
Viral Movie

Portfoilo_ 03.영화     연출 / 편집



영화 '하루' 예고편 패러디영상 

- 영화 하루 홍보를 위한 광고영상

- 배우 김민교를 이용해 하루에 갇히는 영화 컨셉을 코믹하게 풀어낸 광고

2017
Viral Movie

Portfoilo_ 03.영화     연출 / 편집



영화 '원더우먼' 4D 예고편 영상 

- 영화 원더우먼 4D 홍보를 위한 광고영상

- 배우 권혁수의 유머스러운 연기와 4D의 생생함을 웃음코드로 풀어낸 광고

2017
Viral Movie

Portfoilo_ 03.영화     연출 / 편집



03.
포커스
필름의 
제작과정

Production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