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사 명

C E O

사 업 분 야

주 소 지

설 립 일

자 본 금

연 매 출 액

임 직 원 수

해 외 법 인

(주)미디어프론트 MEDIAFRONT CO., LTD.

박홍규 PARK Hong que

뉴미디어체험콘텐츠제작판매유통 (디지털미디어컨설팅, 디지털테마파크, 피지컬미디어)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 104-4 

1998년 9월 15일

2.25억원

133억원(2017년)

70명

MEDIAFRONT JAPAN (2015년설립, 일본도쿄)

MEDIAFRONT USA (미국라스베가스)   

MEDIAFRONT SINGAPORE (싱가폴센토사)

Company Information



Our Business

Digital Media Consulting

Digital Theme Park for Kids Digital Theme Park for VR

Physical Media

VR, AR, MR, 홀로그램 및다양한 인터랙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신개념의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을 플랫폼화해

글로벌 제작/배급/유통/운영

VR기술을융합한 신개념의 VR 놀이체험 시설을 플랫폼화해

글로벌 제작/배급/유통/운영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경험미디어를 컨설팅(기획 부터 제
작설치 까지 One-Stop Process) 하여 고객의 니즈이상의 새로
운가치 창출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피지컬 미디어의 플랫폼화, 기술
개발을 통해키네틱 조형물, 조명, 샹들리에 등의제작/설치/임
대/판매

Convergence

R&D



One-Stop Service

01  독자적기술력으로개발한 동작인식기술특허를활용한 New Media 개발
Interactive / 브랜드홍보 / 입체 / 특수 영상등

02  기획, 개발, 제작, 설치에이르는 전공정을 One-Stop Service

03  숙련된인적자원보유 – 분야별 세분화된전문제작팀

ONE
STOP

SERVICE

설계/Installation

New media
PLAN/DESIGN

Program
development

•기획/연출
•Media Consulting
•시나리오및스토리보드

•UI/GUI Development
•User Experience Design
•Brand Design plan
•Exhibition Plan

•Interactive Programming
•System Programming
•Network Programming
•R&D / Core-Works
•국내우수인력보유

•System &Installation Consulting
•System Plan/Design
•System Installation
•AS Program & Consulting
•R&D 

핵심
경쟁력



70+
creator

Organization

(주)미디어프론트 대표이사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러지 초빙교수

한국전시디자인학회 이사

서울시 디지털 기반정책 디지털닥터단 자문위원

일본 치요다대학교 선전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약력

대표이사

기획/PM

GUI/GUX

2D/3D 디자인

Motion 디자인

프로그램

기획/설계

제품개발

기획/PM

GUI/GUX

2D/3D 디자인 / 애니메이션

Motion 그래픽디자인 / CG제작

프로그램

시스템설치 / 운영

A/S

기업부설연구소

전략기획실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피지컬미디어디지털테마파크 디지털미디어컨설팅 글로벌지원

MEDIAFRONT JAPAN

MEDIAFRONT USA

MEDIAFRONT SINGAPORE

VR Lab.해외법인



History

1998
미디어프론트 설립

2001
특수영상사업부 발족

영화제작업[제365호]

비디오물 제작업[제1184호]

2002

24P HD Camera 촬영영상 제작
2010 여수 세계엑스포 PT영상

2004
4D영화둘리의 나무속 환상여행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대상 수상

2003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2003-A54-01744]

인터렉티브미디어사업부 발족

2005
문화관광부 CRP사업자 선정

(춘천문화산업재단/강원대 공동)

2007
인터랙티브 제품 MI-Brush 개발

독립기념관 원형극장콘텐츠 개발사업자 선정

2008
MI-System 기술특허 취득

[특허번호 10-0873445호]

2009
벤처기업 인증 / ISO 9002 인증 취득

2010
기업부설 실감형미디어연구소 설립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 주제영상 제작
멀티터치월, 멀티터치테이블 개발

2011

(사)대한전시디자인학회
2012 Bextar Award Korea 베스트7 선정

Interactive Circle Vision 개발, 얼굴합성기술 개발, 체험형 게임개발

20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멀티미디어분야 등록

2013

실감미디어 솔루션 무빙스컬처 개발

2014
이노비즈 기술혁신중소기업 선정

기업부설 Robotainment Lab. 설립

2015

해외마케팅 시작

일본법인 설립(도쿄)

디지털키즈파크 해외수출
(중국, 일본, 태국, UAE 등)

2016
실감형미디어연구소를
VR LAB.으로 명칭변경

2017

디지털테마파크 사업전격 개시

어린이체험전 헬로! 마이 디노 개최
(부산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VR테마파크 VR PARK TOKYO 조성/운영(일본 삿포로)

무빙스컬처 LDI2017 수상(미국 라스베가스)

2018
박홍규대표 2017모범중소기업인(제조)
중기부장관 표창

엔터테인먼트스페이스 Project X 출시

헬로! 마이 디노개최(홍익대대학로아트센터)

헬로! 마이 디노개최(일본 토부동물공원)

무빙스컬처 LFI2018 어워즈 수상
(미국시카고)

미국법인 설립(라스베가스)

싱가폴법인 설립(센토사)



Current Situation

 2010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인가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벤처 기업 인증 기업(제 20090106125호)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재무 건전성강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인증기업

특허 제 10 – 0873445 호

영상차이인식시스템및영상시스템을이용한
영상차이인식방법

특허 제10-1005599호

인터랙티브영상처리시스템및 방법
인터랙티브영상 처리장치

특허 제10-1026686호

인터랙티브입체 영상처리시스템및 방법, 
그리고인터랙티브입체영상처리장치

특허 제 10-0795234호

단문메시지서비스를이용한정보제공방법

특허 제 10-1678994호

인터렉티브미디어월 시스템및인터렉티브미디어월
시스템에서의 3차원 객체디스플레이방법

특허 출원 제 2017-0001733

가상휴먼인식및실시간증강합성기술을이용한
라이브소셜미디어시스템및증강합성서버

특허 출원 10-2017-0078552(한국)  
특허 출원 2017-144280 (일본)   
특허 출원 PI2017001111(말레이시아)

실시간증강합성기술을이용한영상생성서버및방법

특허 출원 10-2017-0100931

플로팅디스플레이스컬쳐

상표등록출원 제 40-2017-0108204, 06, 08

Honey Vue(상품류 제 09류, 제 38류, 제42류)

2015 차세대실감콘텐츠수출전략형지원사업 (RAPA)

디지털인터랙티브반응시스템기술 개발

무빙스컬쳐 기술 혁신 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청)

피지컬미디어혁신기술개발

디지털 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인터랙티브반응시스템기술개발

시장 친화형 기술개발 사업(IITP)

MCN을위한개인방송용
증강합성(AR)플랫폼기술연구개발

디지털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NIPA)

디지털인터랙티브시스템기술개발(AR, 홀로그램)

GIGA KOREA 5G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미래창조과학부)

360 LIVE Sphere theater 기술개발

K-CT 단비 기술 개발사업 (한국콘텐츠 진흥원)

세계최초의플로팅디스플레이스컬쳐 기술개발

VR 체험존구축 지원 사업 (한국콘텐츠 진흥원)

VR 콘텐츠및 인터랙티브시스템기술개발

차세대실감콘텐츠수출전략형지원사업 (RAPA)

디지털인터랙티브반응시스템기술 개발

2015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상표증 제 40-2017-0119246~8

쥐이미지상표(상품류제9류, 제38류, 제42류)

상표증 제 40-2017-0119252, 54

고양이이미지상표(제38류, 제42류)

상표등록출원 제 40-2017-0119250

고양이이미지상표(상품류제9류)



Global Business

 751 D-park (Beijing)

 CETI Technology (Hong-Kong)

 TAROKO GROUP (Taiwan)

 Andalus

Hotel&Resort(Dubai)

 Artdisplay

 HHM

MEDIAFRONT JAPAN

 Adores

 Huis Ten Bosch

 Komaden

 You’s Land

 Cine Focus

 Tobu Top Tours

MEDIAFRONT KOREA

HEADQUARTER

MEDIAFRONT USA

MEDIAFRONT SINGAPORE

JAPAN OFFICE

ASIA OFFICE

AMERICA OFFICE

Partners in CHINA

Partners in JAPAN

Partners in RUSSIA

Partners in UAE

Partners in THAILAND



DIGITAL 

THEME PARK

VR Adventure

Hello! My Kids Park

BUSINESS UNIT 1.



Product

VR Adventure



VR Adventure Reference



Product

Hello! My Kids Park



Hello! My Kids Park Reference



PHYSICAL 

MEDIA

BUSINESS UNIT 2.



Moving Sculpture



Moving Sculpture Reference



DIGITAL MEDIA 

CONSULTING

BUSINESS UNIT 3.



Digital Media Consulting Reference



CLIENT &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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