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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PIXSELL 은 시각예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홍보 및 프로모션 영상, 영화와 뮤직비디오, 미디어아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예술

과 관련한 분야 모두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예술 창작 활동과 창작 현장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작가 혹은 기업과 함께 하는 협업(Collaboration) 활동 등을 하고 있

습니다.

예술이라는 말로 벽을 두르기 보다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상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여깁니다. 창작을 사랑하는 PIXSELL .

PIXSELL is …

F i l m  • P h o t o g r a p h  • C u l t u r e  • C o l l a b o r a t i o n



Promotion Film
프로모션, 바이럴 영상

성실한 제작 참여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연극, 뮤지컬 등 모든 예술 활동 및 제작 공간에

참여하여 작품과 제작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충실한 영상

물을 제작합니다.

중요한 장면을 빠트리지 않는 섬세한 시선

예술 장르별 제작 환경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장면을 빠트

리지 않으며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영상물 제작을 지향합니다.



Promotion Film
프로모션, 바이럴 영상

최근 픽셀에서 제작한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영상”이

조회수 30만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

니다.

픽셀은 최고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duction Film
영화 및 영상 제작

픽셀은 예술과 상업을 구분하지 않고 끊임 없는 아이디어와 창작

으로 최고의 영상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 유준상이 대표로 있는 주네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픽셀!

영화, 뮤직비디오, 콘서트 촬영 및 각종 홍보 영상의 제작을 통해

상업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을 겸비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Production Film
영화 및 영상 제작

창작 실무와 포트폴리오 제공

영화․영상 분야로 진출하는 대학 졸업생과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사람들

이 창작 작업에 참여하고 실무의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창작 활동

좋은 영화와 영상이 콘텐츠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고 예술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전문적인 프로덕션 운영이 함부

로 흉내 낼 수 없는 제작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Exhibition
사진·디지털이미지·미디어아트 기획 및 전시

픽셀 PIXSELL 만의 작품 창작
파인아트와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사진 작업에 대한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 창작과 발표는 소통이고 연구입니다. 

Collaboration 콜라보레이션

함께 하는 기업 혹은 작가와의 충분한 소통이 기본입니다. 협업을 통해 사람들에

게 보여주고자 하는 지점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 속에 기업 혹은

작가의 철학이 녹아 들도록 놓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 그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가 중요합니다.



Loves art and creative understanding.

Film  Photograph  Culture  Collaboration.
www.pixsell.co.kr  /  010-9170-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