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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Commerce

Production Service



Live Production PROPOSAL

라이브 프로덕션 서비스로 다년간의 다양한 이벤트 방송 제작 역량과 라이브 중계 역량을 활용해 라이브 콘텐츠의 기획부터 연출 ∙ 디자인 ∙ 

진행자 ∙ 촬영∙ 송출 ∙ 상품등록 ∙ 운영까지 라이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미디어
장점01 브릿지미디어

서비스02 다양한
제작 경험03

1 고품질컨텐츠제작

2 다양한기술적니즈대응

3 안정적멀티플랫폼송출

4 다양한스튜디오보유/운영

1 방송기획(기획/연출/대본)

2 스튜디오/출연섭외/디자인/
세트소품

3 라이브제작진행

4 리뷰/개선/콘텐츠아카이브
5 콘텐츠산출물및판매

데이터등저장플랫폼제공

브릿지미디어는

1 라이브커머스

2 영화/드라마제작발표회

3 관객과의대화(극장내중계)

4 게임중계및토크쇼

5 각종세미나및컨퍼런스

6 해외현지및양방향중계
(스마트폰/줌등이용)



Live Production PROPOSAL

브릿지미디어의제작고객



Live Production ALL-IN-ONE Service

전략기획

판매상품과 목적, 타깃을 설정,
라이브 커머스 캠페인의

전반적인 전략을 기획합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이
담당 이벤트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방송제작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섭외

진행자, 쇼호스트 및 인플루언서 등
라이브 방송 진행자 풀을 관리
전략에 맞는 진행자 조합을
직접 엄선하여 제안해드립니다

편성 및 운영

각 라이브 플랫폼의 특셩에 맞춘
맞춤형 편성등록과
운영을 대행해드립니다

방송 기획/ 제작

경력 15년차 이상의 PD를 비롯한
라이브 방송 기획 및 제작
전문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인력 풀 보유)

마케팅

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방송 제작/진행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라이브 방송용
장비 셋업과 경험이 많은 인력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데이터

기획 및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데어터를 구축
VOD제공,방송데이터, 채팅데이터 ,
매출성과를 분석 및 운영



LIVE 
PRODUCTION
TEAM

Live Production ALL-IN-ONE Service

총괄 PD

캐스팅 매니저 기술감독 촬영감독 작가 디자이너

• 출연자 섭외 및 교육 • 라이브 진행 및 지원
• 카메라 컷팅
• 자막 운영
• 마이크 운영
• 송출 운영
• 기타 현장 기술 총괄

• 카메라 운영 및 촬영
• 라이브 화면 구성

• 기획 및 스크립트
작성

• 스크립트 현장 운영

• 방송용 디자인 패키지
제작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다양한 포멧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본적인 홈쇼핑 스타일의 라이브 커머스 제작 포멧을 넘어 예능형, 다큐형, 공연형 등 고객의
요구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포멧으로 제작 가능

01

다양한 장르의 작가 풀과 연출진 보유(커머스 전문, 예능, 다큐, 공연 등)

콘텐츠의 내용에 특화된 카메라 감독 풀 보유(특히 공연에 특화)

인플러언서부터 연예인까지 마케터의 니즈에 따라 기획 및 섭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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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다양한 연출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적용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 현장의 문제 해결과 연출의 다양성 제공. 이를 통해 콘텐츠의 구성을 풍부하게 하며 제작의
편리성을 제공

색보정 기능 카메라를 도입

다양한 연출을 위해 스마트폰, 액션캠, 소형 거치캠 지브암 보유/적용

캠코더/DSL 등에도 탈리 적용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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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첨단 장비 및 솔루션을 보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LTE / 5G 라이브 이동 중계, 이원 생중계,  XR 기술 적용 제작
가능

뉴스 및 스포츠 중계에 활용한 LTE/5G 라이브 중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방송 가능

원거리/해외 등과 이원 생중계 가능

최첨단 LED 백월을 이용한 XR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 제작 가능

[넷플릭스 이원 생중계 모습(일본)] [FILA 라이브커머스 XR]

첨단 제작 기술
보유 및 적용03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안정적
멀티 플랫폼 송출04

최적화된 엔코딩 기술과 고사양의 HW,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멀티 플랫폼 송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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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인터넷 환경이 불가한 환경에서 LTE, 5G등을 위한 무선 송출 가능

고사양의 송출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여 4-5개의 동시 송출 가능

LTE 및 유선 본딩 기술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불안한 인터넷 환경에서

안정적 송출 가능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다양한 위치와 분위기의
스튜디오 제공05

자체 보유 / 운영 대행등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와 위치의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문정 |  스튜디오 광명(IVEX)  |  스튜디오 판교(HIVE)  |  스튜디오 파주(명필름 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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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RONG POINT

고객의 앱 등에 쉽게 PaaS 형태로 적용하여 라이브커머스 및 숏폼 서비스 도입 가능

단순 제작만 아니라 플랫폼의 상품등록, 플랫폼 운영까지 모두 일괄 서비스 가능

나아가 계열사와 관계사를 통해서 마케팅 서비스까지 가능

고객의 앱 등에 콘텐츠 및 라이브 커머스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BRIX Cloud)과 숏폼 플랫폼(BRIX HUB) 같이 제공 가능06

제작과 더불어 고객의 서비스 플랫폼에 라이브커머스 및 숏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PaaS 제공(계열사인 Squad X의 플랫폼)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UDIO

스튜디오 – Studio문정

송파구 문정동 위치

- 문정역과 연결
- 층고 4미터
- 스튜디오 내 차량 진입 가능
- 실평수 30 PY
- 호리존, 조명 및 제작/송출장비 일체 구비
- 푸드 조리 프로그램 가능(급수/하수)

2022년 5월중 오픈 예정



스튜디오 – Studio파주

파주 이채 출판단지 내 명필름 아카데미 내 위치

- 전체 80평 규모의 다목적 방송 스튜디오
- 별도의 조정실 및 조명 일체 구비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UDIO



스튜디오 – Studio판교

제2판교 테크노밸리 아이스퀘어 몰 내 위치

- 전체 100평 규모의 XR 스튜디오
- 소형 LED 백월 구비

2022년 5월중 오픈 예정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UDIO



스튜디오 – Studio광명

경기도 광명역 위치(IVEX 스튜디오)

- IVEX와 제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확보
- 다양한 분위기의 10평 내외 테마 스튜디오 7개
- 기본 조명 구비

A. 인터스트리얼 테마
B. 스트릿아트 테마
C. 화이트 호리즌
D. 오디오룸 테마

E. 뷰티 테마
F. 스트리밍룸 테마
G. 클래식 테마

Live Production BRIDGEMEDIA STUDIO



Live pRODUCTION PORTFOLIO

일본 도쿄에서 브래드피트와 영화관계자들이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워 머신' 
시사회 후, 화상 연결을 통해 취재진과 라이브인터뷰 진행.

도쿄 그랜드 호텔
서울 청담 CGV

제작발표 및 기자 간담회

특징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이원 생중계



Live pRODUCTION PORTFOLIO

카카오 계열사의
자제 제작 프로그램 제작

카카오TV의
자체제작프로그램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과 카카오 톡의
오픈 채팅방을 결합
관객참여 형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Live pRODUCTION PORTFOLIO

프로모션 및 라이브 팬미
팅 제작



Live pRODUCTION PORTFOLIO



Live pRODUCTION PORTFOLIO



Live Commerce PORTFOLIO 1. 가전분야

SAMSUNG LG dyson 바디프랜드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Live Commerce PORTFOLIO 2. 가구/인테리어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한샘 리바트 코알라 까사미아



Live Commerce PORTFOLIO 3. 패션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FILA (XR) 롯데면세점 H패션몰 W. Concept



Live Commerce PORTFOLIO 4. 뷰티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아모레 AHC 일리윤 닥터 자르트



Live Commerce PORTFOLIO 5. 여행/숙박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엘시티 레지던스 오크우드 싱가포르 항공 씨클라우드



Live Commerce PORTFOLIO 6. 기타

상기 포트폴리오는 지마켓, 옥션,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홈쇼핑 등의 플랫폼과 고객사 자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SK 렌터카 LG U+ 비비고 엄지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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