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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미디어앤아트는�일회성�소비가�아닌�시간이�흐를�수록 
더욱�가치가�높아지는�콘텐츠를�기획/제작하고�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이�감동을�받을�수�있는�창조적인�아이디어로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만들어�갈�것�입니다.

아울러�콘텐츠와�기존�사업의�용합을�통해�글로벌�문화 
산업을�선도�할�수�있는�기업으로�성장해�나가고자�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요사업

설립일

IP 보유수

주소

홈페이지

 ㈜미디어앤아트

지성욱

전시�제작 / 라이센싱 / 공간�프로젝트 / 커머스

2014. 02

8

서울시�성동구�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포레�지하1층

www.mnart.co.kr

01  개요
ABOUT US



ABOUT US

2014 2018

2016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심천

반�고흐�인사이드 2: 더�라이트�팩토리 김포

내�이름은�빨강머리�앤 서울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대만

훈데르트바서 제주

보노보노 서울�예정 

10

01

06

09

12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북경(8개�도시�투어�시작)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항주

슈가플래닛 서울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제주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홍콩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상해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심양

영종도�파라다이스�시티 미디어아트�사업자�선정  - 18년 9월�미디어아트�오픈

애니플러스샵�시공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서울(25만�명�동원)

반�고흐�인사이드 박수근�미술관

2017

2015

2019

반�고흐�인사이드(인상주의) 서울역(15만�명�동원)

반�고흐�인사이드(인상주의) 제주(10만�명�동원)

신인상모네 상해, 심천, 광주, 중경, 항주

클림트�인사이드 서울(12만�명�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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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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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04

06

07

2H

2H

반�고흐 10년의�기록전 용산�전시(25만�명�동원) - 국내�최초�미디어아트�전시

반�고흐 대구�전시

JTBC 드라마 ‘마녀보감’ 공동�제작

02  연혁



SPACE MAKER

(주)미디어앤아트는�대중에게�상상�속�세계를 
시각화하여�제시합니다. 

빛, 조명�그리고�새로운�형태의�인스톨레이션, BGM, 캐릭터로 
구성된�공간은�일상의�세계와�전혀�다른�경험을�제공하며 
현재까지 100만명(국내)이상의�관람객이�관람한�바�있으며 
앞으로도�다양한�분야에서�창조적�콘텐츠�제공을�통해 
지속해서�새로운�가치를�창출해�나가겠습니다.

ABOUT US
03  미디어앤아트



01 대규모�파이낸싱�투자/유치
대형�벤처캐피탈�투자를�통해
프로젝트의�안정성과�역량�검증 

02 외부�전문가�그룹과�협업
영상, 음악�등�분야�별�전문가들과�협업,
새로운�미술�감상법�제시

03 트렌디한�기술�접목
홀로그램, VR, AR, 명화�합성�등
진일보�된�기술�접목

04 셀리브리티�마케팅
MBC 나혼자산다�등 PPL, 장근석,
박서준, 한예슬�등�홍보�대사�가용

ABOUT US
04  성과

공간�콘텐츠의
새로운�방향�제시

(주)미디어앤아트는�유명�공간�스튜디오, 아티스트�그룹, 
셀리브리티들과�협업하여, 예술에�대한�대중의�접근성과 
감상�방식의�확장을�모색합니다.

당사가�진행한�프로젝트들은�대규모�파이낸싱�유치�및 
성공적인�관람객�동원을�통해�검증받은�바�있습니다.

앞으로도�새로운�개념의�공간�콘텐츠�방향성을�제시하겠습니다.



누적�관람객�수
국내외�최다�관람객�동원�기록 (주관�전시�기준)

(국내, ‘19년�인터파크기준)

2,500,000

ABOUT US
04  성과



ABOUT US
04  성과

전시�시장�점유율
전시�시장�점유율 ‘16년 ~‘18년 1위 RANK (인터파크�기준)

(‘16년�인터파크기준)

15%



총 85억

ABOUT US
04  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



8개

저작권 (IP) 보유�현황
반�고흐�인사이드 / 클림트�인사이드 / 신인상모네 / 반�고흐 10년의�기록展 /

반�고흐�미디어아트 : Very Yellow, Very Bright / 앨리스:Into the Rabbit Hole / 
슈가플래닛 / 내�이름은�빨강머리�앤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기준)

ABOUT US
04  성과



LINE UP



반�고흐 10년의�기록전
- 용산�전쟁기념관�오픈
- 국내�최초의�대형�미디어아트상업�전시
- 관람객 25만�명�모객
- 국내�미디어아트�전시�가능성을�타진

2014

반�고흐�인사이드
- 용산�전쟁기념관�오픈
- 국내�최초의�대형�미디어아트상업�전시
- 관람객 25만�명�모객
- 국내�미디어아트�전시�가능성을�타진

2015

LINE UP
01  전시   자체제작�전시�라인업

신인상모네
- 중국 5개�도시�투어
- 상해, 심천, 광주, 중경, 항주
- 검증된�국내�대형�미디어아트�기술력,
   모객력을�중국�시장에서�검증�받음

2016

클림트�인사이드
- 성수동 S-FACTORY 오픈
- 폐공장을�활용한�명화�미디어아트�전시
- 관람객 12만�명�모객
- 다양한�미디어아트�기법으로�가장 
   진보된�형태의�미술�전시�표방

2017

앨리스
- 서울숲�갤러리아포레�오픈
- 동화를�모티프로�전시�콘텐츠화
- 관람객 25만�명�모객
- 중국 8개�도시�투어

2017

내�이름은�빨강머리�앤
- 서울숲�갤러리아포레�오픈
- 캐나다�원작소설을�모티프로 
   전시�콘텐츠화
- 대형�설치작품, 회화, 일러스트,
   인터렉티브�미디어로�구성된 
   대형�종합전시 (500평)

2019

슈가플래닛
- 서울숲�갤러리아포레�오픈
- 디저트를 모티프로 전시 콘텐츠화
- 대규모 아티스트그룹 협업

2018



희망과�긍정의�아이콘�앤이
선사하는�위로의�메세지

2019. 06. 28 - 2019. 10. 31 서울숲�갤러리아포레

전시�개최 

대형�설치작품, 회화, 일러스트,인터렉티브�미디어로�구성된 
대형�종합전시 (500평)



LINE UP
01  전시   슈가플래닛 Sugar Planet

전�세계적으로�뜨거운�사랑을�받고�있는�소설 <빨강머리�앤>을�현대의�시각에서 
재해석한�전시�콘텐츠

영국/캐나다�현지�촬영�영상, 앤의�숨은�이야기를�전달하는�드로잉�애니메이션�등의�영상�제공

유명�작곡가�집단(이경섭�외) OZ스튜디오가�프로듀싱한 OST 제공

기술

비디오

콘셉트
- 곡면�프로젝션�맵핑
- 사운드�인터랙티브�콘텐츠�제공

오디오 - 유명�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순수�회화�작가, 설치�작가와의�협업�등 250여�작품
- 자체�머천다이즈�개발
- 니폰�애니메이션, 대원미디어와�협업으로�유명�애니메이션�소스�확보  

차별화 



달콤한�디저트를�주제로�한 
힐링테라피�오감만족�전시

2018. 08. 10 - 2019. 06. 02 서울숲�갤러리아포레

2019 2H - 2020 대만(예정)

전시�개최 / 라이센싱

대형�설치�작품과�인터랙티브�콘텐츠로�구성된�체험�전시

프로젝션�맵핑“위�아�스위트”



LINE UP
01  전시   슈가플래닛 Sugar Planet

설탕을�주제로�관람객들의�가장�달콤한�순간을�떠올리게�하는�전시�콘텐츠

설탕과�디저트를�모티프로�한�몽환적인�영상�제공

유명�재즈피아니스트�윤석철이�프로듀싱한 BGM 제공

기술

비디오

콘셉트
- 3면�프로젝션�맵핑
- 얼굴�감정인식, 심박인식�인터랙티브�콘텐츠�제공
- 사운드센싱, 키네틱모션�콘텐츠�제공

오디오 - 다양한�인터랙티브�콘텐츠�도입으로�체험형�콘텐츠�제공
- 음악, 텍스트, 사진, 영상, 프로젝션�등을�도입한�복합�문화�콘텐츠�제공
- 향수�브랜드/외부�유명 F&B샵과�연계, 관람객들에게�다양한�향, 디저트�등
   오감만족형�콘텐츠�제공

차별화 

인터랙티브 “스위트�레시피” 인터랙티브 “젤리�바운스” 인터랙티브 “스파클링�씨”



2017-18 전시�티켓�판매 1위
오픈�후 3개월�간�유료�관람객 12만�명�입장 (최종�스코어 25만�명)

2017. 03. 28 - 2018. 03. 28 서울숲�갤러리아포레

2018 - 2021 중국�상해�및 8개�도시

2018. 09 - 상설�전시 제주�소인국테마파크

전시�개최 / 라이센싱



LINE UP
01  전시   앨리스 ALICE:Into the Rabbit Hole

프로젝션�맵핑 “래빗홀” 인스톨레이션 “어서와�원더랜드” 인스톨레이션 “앨리스의�방”

앨리스를�주제로 23명의�다양한�작가들과�재해석�해낸�전시�콘텐츠

라이트와�컬러를�기본으로�한�환상적인�영상�콘텐츠�제공

유명�재즈피아니스트�윤석철, 힙합�프로듀서�펜토가�프로듀싱한  BGM 제공

기술

비디오

콘셉트
- 4면�프로젝션�맵핑
- 인터랙티브�타이포�존�구축
- 모션�센싱을�이용, “말하는�꽃＂등�콘텐츠�제작

오디오 - 유명�일러스트레이터들이�창조해�낸�앨리스�캐릭터/세계관�적용
- 서강대학교�아트앤테크놀로지�교수진과�공동�기술�개발
- 자체 MD 상품�개발

차별화 



아시아�최초�클림트�미디어아트�전
월�평균 3만�명, 총 12만�명의�관람객�유치

동�시기�최다 SNS 업로드

2016. 12 - 2017. 04   성수역 S-FACTORY

2018. 05 - 2018. 10   광명�아브뉴프랑�호반�아트리움  

전시�개최 / 라이센싱



Full HD 고성능�프로젝트를�사용, 클림트의�삶과�작품을�노출한�대형�상업�전시 

클림트의�유명�작품 250점, 조명을�이용한�라이트�아트�가용

유명�프로듀서�포틀래치가�프로듀싱. 앰비언트�기반의 BGM 제공

기술

비디오

콘셉트
- 자체�개발 VR을�접목
- 실시간�멀티디스플레이�컨트롤
- 모션�센싱을�이용한�대형 LED 라이트�아트�소개

오디오 - 과거�공장을�전시�공간으로�가용하여�관람객에게�인더스트리얼한�분위기�제공
- 커피숍, MD샵�등�다양한�부대�시설�운영으로�관람객�니즈�충족

차별화 

LINE UP
01  전시   클림트�인사이드 Klimt Inside



‘16년�전시�티켓�판매 1위
월�평균 5만�명, 총 15만�명의�관람객�유치

지상파�메인�뉴스 (SBS, KBS)를�통해�신개념�전시�콘텐츠로�소개

2016. 01 - 2016. 04   문화역서울284

2016. 06 - 2017. 09   제주�부영호텔

2017. 10- 2018. 02   강원도�양구�박수근�미술관 

전시�개최 / 라이센싱



Full HD 고성능�프로젝트를�사용, 반�고흐의�삶과�작품을�노출한�대형�상업�전시 

반�고흐의�유명�작품 300점, 명언을�시기�별로�다큐멘터리화�하여�노출 

유명�프로듀서�포틀래치가�프로듀싱. 10여�곡의 BGM 및�효과음�제공

기술

비디오

콘셉트
- 자체 AR 개발�및 VR 접목
- 실시간�멀티디스플레이�컨트롤
- 명화�결합�인터랙티브�포토�서비스�제공

오디오 - 과거�유적인�문화역서울284의�벽면, 천장을�이용한�다면�맵핑으로�공간에�생명력�부여
- 신규�미술관인�문화역서울284의�연간�관람객 57% 증대
- 순수�국내�기술�도입�및�자체�콘텐츠�제작

차별화 

LINE UP
01  전시   반고흐�인사이드 Van Gogh Inside



(주)미디어앤아트는�콘텐츠�제작, 홍보/마케팅, 공간�인테리어�등 
전방위적�프로젝트를�진행합니다.

다양한�사업분야에서�축적된�경쟁력을�바탕으로�성공적인 
결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다양한�사업분야의
경쟁력�보유

LINE UP
02  기타프로젝트   파라다이스�미디어아트/광주 AAC 홍보·마케팅대행/합정�애니플러스샵�설계·시공

영종도�파라다이스�시티�미디어아트�제공

- 파라다이스시티 1-2구역�스파�공간�내 
   미디어아트�콘텐츠�제작, 디바이스�시공
- 아쿠아클럽�내�전면 11m 너비의 LED 설치, 
   190분�가량의�영상�콘텐츠�제작 
- 버츄어스파�내�전면 27m 너비의 LED 설치, 
  150분�가량의�영상�콘텐츠�제작

국내�유일의�미디어아트�콘텐츠�사업자�선정

광주 ACC 홍보/마케팅�대행

- 아르헨티나의�세계적인�설치�작가�토마스�사라세노의
  대형�설치�전시�홍보/마케팅
- 오프라인(4대�매체)와�온라인�홍보/마케팅�집중
- 마케팅�시행�전�대비�관람객�수 3배�증가
- 주요�매체 (KBS, MBC, 조중동)외 75개�매체를�통해�전시�정보�전달

마케팅(기존�전시�대비) 관람객�수 3배�증가

합정�애니플러스샵�설계/시공

- 애니플러스�애니메이션�기반의�머천다이즈�상품�매장(330sqm)
  인테리어/시공
- 상품�판매�시설�및 F&B, 상영�시설�설계

국내�유일�전문�컨텐츠샵(애니메이션) 시공



반�고흐 10년의�기록전
용산

반�고흐
대구

마녀보감
JTBC 드라마 

클림트�인사이드
서울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서울

애니플러스샵
서울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북경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항주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홍콩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상해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심양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중국, 심천

반�고흐�인사이드 2
김포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대만

내�이름은�빨간머리�앤
서울

훈데르트바서
제주

보노보노
서울

슈가플래닛
서울

앨리스: 인투�더�래빗�홀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영종도

반�고흐�인사이드
서울역

반�고흐�인사이드
제주

신인상모네
상해, 심천, 광주, 중경, 항주

반�고흐�인사이드
박수근�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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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UP
03  전체라인업   전체라인업�타임라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