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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주 요 사 업

주 소

연 락 처

홈 페 이 지

이겨내컴퍼니 (주)

차유람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www.egnc.kr

2019년 1월 4일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송도BT센터 1201호

032-217-1267

이겨내컴퍼니는 빛나는 땀과 열정으로

영상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No.1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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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n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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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컴퍼니는 기획, 촬영, 편집이 가능한 All-in-one 제작사로

현재 6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브랜디드 프로젝트부터 구단 SNS 운영 대행까지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수 누적 팔로워 수 누적 시청자 수

3만개 15만명 1,600만명
최다 조회 수 누적 조회 수

550만뷰 2억뷰

ABOUT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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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EDGE

콘텐츠 전문
제작 프로덕션

다양한 콘텐츠
확장 서비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 지난 4년 간의 브랜디드콘텐츠제작경험

• ALL IN ONE 제작 시스템을통한빠른소통과

손쉬운피드백가능

• 독보적인제작속도와전문적인영상의퀄리티

구현

• 단순한영상제작뿐만이아니라채널분석과 SNS 

운영 대행, 영상 마케팅까지제공

• 성공사례를분석하여 B2B의 경쟁력 있는사업

모델구축

• 고객이아닌파트너라는생각으로합리적이고

상생가능한서비스제공

• 제작되는콘텐츠에대한책임감으로함께

성장하는기업을목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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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문의및미팅 제작진행

피드백및수정

최종납품

기획안전달

• 클라이언트미팅진행
• 견적산출
• 제작방향및스케줄정리

• 클라이언트니즈파악
• 콘텐츠전략수립및자료수집
• 최종콘텐츠구성안작성

• 콘텐츠작업진행
• 콘텐츠세부작업

• 클라이언트니즈반영수정
• 디테일조율및진행

• 마스터링콘텐츠납품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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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튜브 콘텐츠

차유람TV CLICK ▼ 차유람TV CLICK ▼

120만 조회수 85만 조회수

차유람TV CLICK ▼

83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160만 조회수 51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22.11.23 기준

이동방송국 CLICK ▼

63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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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튜브 콘텐츠

이동방송국 축구레슨 CLICK ▼ 지금몇시?재시! 브이로그 CLICK ▼ 웰컴스포츠당구레슨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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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튜브 콘텐츠

웰컴스포츠 다큐멘터리 CLICK ▼ 웰컴스포츠 인터뷰 CLICK ▼ 지금몇시?재시!패션&뷰티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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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튜브 콘텐츠

캐롯점퍼스 경기비하인드 CLICK ▼ 이동방송국 예능콘텐츠 CLICK ▼ 지금몇시?재시!예능콘텐츠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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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여자당구서바이벌<미쓰리쿠션>

브랜디드 콘텐츠

PORTFOLIO

CLICK ▼ 게토레이 풋살기부프로젝트<드림챌린지> CLICK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안전프로젝트<오늘운동은> CLICK ▼

22.11.23 기준



11

PORTFOLIO

숏폼 콘텐츠

이동방송국 CLICK ▼

551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306만 조회수 129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120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97만 조회수

이동방송국 CLICK ▼

지금몇시?재시! CLICK ▼

411만 조회수 330만 조회수

지금몇시?재시! CLICK ▼ 지금몇시?재시! CLICK ▼

292만 조회수 222만 조회수

지금몇시?재시! CLICK ▼

147만 조회수

지금몇시?재시! CLICK ▼

22.11.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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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NS 운영 대행

웰뱅피닉스 프로당구구단SNS CLICK ▼ 웰뱅피닉스 프로당구구단SNS CLICK ▼

22.11.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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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자사 보유 채널

차유람TV 당구여신차유람의유쾌발랄당구채널 CLICK ▼ 지금몇시?재시! MZ세대를강타할패션&뷰티인플루언서재시채널 CLICK ▼

이동방송국 축구선수이동국의제2의인생찾기프로젝트 CLICK ▼ 야신야덕당구에진심인빡코가운영하는야구전문채널 CLICK ▼

구독자 5만명 평균조회수 1.1만 최다조회수 120만 키워드 #당구 #당구여신 #레슨 구독자 5만명 평균조회수 24만 최다조회수 411만 키워드 #MZ #뷰티 #패션 #틱톡

구독자 5.9만명 평균조회수 11만 최다조회수 551만 키워드 #축구 #도전 #미션 구독자 21만명 평균조회수 16만 최다조회수 775만 키워드 #야구 #인터뷰 #미션

22.11.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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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소속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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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2019.01 원큐스튜디오 설립
• 2019.04 당구 전문 채널 차유람TV 개설 및 제작
• 2019.08 당구 콘텐츠 조회 수 100만 뷰 달성
• 2019.12 큐미쓰 빌리어드 매장 오픈

2019

• 2020.07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
• 2020.10 스포츠 네트워크 플랫폼 ‘스퀴즈‘ 개발 착수
• 2020.11 남현희 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MOU) 체결
• 2020.12 와이앤아처(Y&Archer) 시드 투자 유치

2020

• 2021.02 루틴주식회사 사명 변경
• 2021.02 루틴 플레이스 매장 오픈
• 2021.03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제 9기 선정
• 2021.06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스포츠 사업 선정
• 2021.08 웰컴저축은행 ‘웰컴스포츠’ 채널 제작 수주
• 2021.11 신용보증기금 시드 투자 유치

2021

• 2022.03 이동국 (DG엔터테인먼트) 업무협약(MOU) 체결
• 2022.03 축구 전문 채널 ‘이동방송국’ 제작 업무협약
• 2022.03 스포테이너 채널 ‘지금 몇시? 재시!’ 제작 업무협약
• 2022.03 이겨내 컴퍼니 사명 변경
• 2022.04 웰컴저축은행 ‘미쓰리쿠션’ 기획 개발 제작
• 2022.06 게토레이 코리아 ‘이겨내 드림 챌린지’ 기획 개발 제작
• 2022.09 국민체육진흥공단 ‘오늘 운동은’ 기획 개발 제작
• 2022.10 데이원스포츠 ‘캐롯 점퍼스’ 채널 제작 수주

2022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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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파트너사



032-217-1267
info@egn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