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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유로운 발상과 차분한 지성으로 따뜻하고 강한 울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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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성과 컬러가 어우러져 새로운 컬러를 창출하는 곳 팔레트!
팔레트는 개성이 강한 디자이너와 모션그래퍼가 협업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창작 발전소입니다.

팔레트는 매체컨설팅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인쇄물을 제작하는 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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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매체컨설팅
Media Consulting

PT.8lette

Movie.8lette

Print.8lette

Presentation Consulting & Design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Promotional Video & Motion Graphics
홍보영상&모션그래픽

Inforgraphic & Brochure/Leaflet
인포그래픽&인쇄



대상과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매체 선택은 홍보의 첫 단추입니다.

20년 이상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매체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l 매체컨설팅

Our Business

Media
Consulting



예쁜 디자인은 눈길을 끌지만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은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와 청중의 분석을 통한 컨셉도출, 컨셉을 가장 잘 살려주는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8lette는 마음을 끄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합니다.

기업/기관 홍보용 PT · 경쟁/투자 유치용 PT · 업무보고 등 행사용PT

l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Our Business

Presentation
Consulting&Design 



영상은 청중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화려하지만 남는 게 없는 영상이 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8lette의 영상은 청중의 마음을 적시는 울림을 만듭니다.

l 홍보영상 & 모션그래픽

Our Business

Promotional Video
Motion Graphics 

기업/기관 홍보용 영상 ·  제품/기술 소개용 3D영상 · 서비스 소개용 2D 모션그래픽



세련된 정보전달, 인포그래픽!

8lette는 소장하고 싶은 인쇄물을 제작합니다.

l 인포그래픽 & 인쇄

Our Business

Inforgraphic Design
Print

프레젠테이션/영상용 인포그래픽

기업/기관 소개용 브로슈어&리플렛 디자인 및 인쇄



영상
나레이션 PT/홍보영상/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인쇄물

인포그래픽/브로슈어/리플릿 인쇄물

Project 
Experience

보고 PT

관공서/정부부처/기관/경진대회/기업 업무보고

홍보 PT

회사소개서/기관홍보/제품&서비스 홍보



 l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의 준비와 노력이 부각되는 기획과 디자인 템플릿이 필요했습니다.

8lette는 지역 특성을 담은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소통과 상생, 미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을 평가지표에 맞게 잘 녹여내는 기획과 지역의 특성을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전달했습니다.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담당자가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가평군청
경쟁 프레젠테이션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15일



경희대학교
사업 수주용 경쟁 프레젠테이션 l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사업 수주를 위해 고객의 차별화된 준비와 경험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8lette는 사업의 특성을 담은 컨셉의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의 이성과 감성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고객사의 차별화된 준비와 경험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였으며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담당자가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15일



 l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탄생한 새로운 정책을 정확히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8lette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보고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전달했습니다.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담당자가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보고 프레젠테이션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20일



 l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총괄 업무보고 및 개별 연구과제 보고를 위해 통일성 있고 이해도 높은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필요했습니다. 

8lette는 재사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습니다.

업무보고용 프레젠테이션
사업의 특성과 보고 대상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신기후체제R&D센터
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15일



 l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내빈 방문 및 유관기관 보고를 위해 기관을 대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필요했고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직접 수정 및 페이지 추가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8lette는 재사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습니다.

기관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사업의 특성과 보고 대상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담당자가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대구 융합기술 연구센터
기술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15일



잦은 내부 및 유관기관 보고를 위해 통일성 있고 이해도 높은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필요했고 기술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8lette는 재사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과 3D 애니메이션을 제안하였습니다.

 l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보고용 프레젠테이션
사업의 특성과 보고 대상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바, 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하여 직접 수정과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Project Experience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및 보고용 프레젠테이션 

제작기간 15일



 l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잦은 내부 및 유관기관 보고를 위해 통일성 있고 이해도 높은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필요했고 기술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8lette는 재사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과 3D 애니메이션 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 홍보영상
해당 장비와 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3D로 구성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기술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및 보고용 프레젠테이션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50일



 l 모션그래픽, 촬영, 3D 애니메이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상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일반 시민과 유관기관에 제대로 알려야 했습니다. 

8lette는 사업의 진행에 맞춰 1단계 개념소개용 모션그래픽 과 2단계 기술소개용 촬영 + 3D 영상을 제안하였습니다.

1단계 : 사업초기
기술의 개념을 심플한 디자인과 역동적인  모션그래픽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관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제작기간 30일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Project Experience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상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일반 시민과 유관기관에 제대로 알려야 했습니다. 

8lette는 사업의 진행에 맞춰 1단계 개념소개용 모션그래픽과 2단계 기술소개용 촬영 + 3D 영상 을 제안하였습니다.

 l 모션그래픽, 촬영, 3D 애니메이션

2단계 : 사업완료
완성된 설비를 촬영하고 작동원리를 3D로 구현하여 기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Project Experience

제작기간 50일



 l 촬영, 3D 애니메이션

세계 최고 수준의 발목형 로봇의족 기술홍보영상과 언론배포용 영상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8lette는 기술의 특징과 개발의의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촬영+3D 영상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홍보영상
기술의 필요성과 의의를 개발자와 착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공감하게 하고 
기술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언론보도영상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언론 보도용으로 편집하여 제작했습니다.

제작기간 40일 제작기간 5일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및 보도영상 

Project Experience



 l 3D 애니메이션, 촬영

개발과제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차별성을 소개하는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8lette는 직접 보여줄 수 없는 제품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D 애니메이션+촬영 영상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 홍보영상
제품의 작동원리를 3D로 구현하고 촬영 영상과 CG를 활용하여 기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기간 40일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홍보영상 

Project Experience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신념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기 보단 잘 하기 위해 노력한 8lette!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8lette!
작품이 곧 내 얼굴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야 가장 효과적인 매체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lette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매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시 방문하여 매체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Tel. 02-6959-9226   Mail. t516@naver.com   Web. www.8lett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