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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연혁

인사말

40여년 동안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프로세스, 최적의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History
설립

1978

시(詩)의 대중화, 최초 낭송집(명시의 고향) 발행 <한국의 명시>, <세계의 명시>, <고시조>

1979

국내최초 오디오북 제작 : 성경전서, 고전문학, 단편문학 전집 제작
<MBC 다큐멘터리 ‘격동 30년’>, <백범일지> 오디오 북 제작

2000

멀티미디어 사업부 신설

2001
2002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6
2017
2018

포토스튜디오, 비디오스튜디오 런칭 / 사옥 신축
모바일 사업부, 전시컨텐츠 사업부, 플래시 스튜디오 런칭
(주)서울아트 - 패키지 사업부 런칭 / 갤러리 카페 마다가스카르 런칭

아람의 역사와 더불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작환경속에서,
최고의 스텝들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음반사업 - 아람 엔터테인먼트 런칭
뉴욕 브로드웨이 현지녹음 사업 런칭
(주)아람멀티미디어로 법인화 완료 / 녹음실 증설(3개층), 모바일 앱 사업부 런칭
(주)아람미디어 - 생산공장, 생산 사업부 런칭

아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이기 이전에 가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전시홍보사업부 통합 런칭
넷플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협력사 등록
국내 최대 규모 뮤직테마파크 ‘가평 뮤직빌리지’ 주관위탁운영사 선정
문화콘텐츠사업부, 디지털콘텐츠 연구실 신설

대표이사 임 무 정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1939 주관위탁운영
기업부설 문화콘텐츠연구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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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사진

조직도

CEO

운영진

미디어제작사업부

운영지원팀

(주)아람미디어(CD생산공장)
(주)서울아트(패키지생산공장)

포토갤러리카페
MADAGASCAR

문화콘텐츠연구소

디지털콘텐츠연구실

오디오사업부

문화예술팀/ 전시팀
학술용역팀/ 마케팅팀

솔루션 개발팀
퍼블리싱팀/ 디자인팀

에듀테인먼트팀
엔터테인먼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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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사업영역

Recording Project

교육용Ipsum
오디오is콘텐츠
해외현지녹음
Lorem
simply제작,
dummy
text of the등
다국어 녹음을 포함한 오디오 콘텐츠
역사
printing제작
and40여년의
typesetting.

40%

오디오 콘텐츠 기획, 제작, 녹음실, 기획실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홍보, 기획 / 콘텐츠 기획, 제작 / 운영대행

Business Strategy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역사박물관, 함평나비박물관, 롯데몰, 삼성, LG 등
국내,외 전시, 이벤트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지역활성화 사업운영대행

Platform & Solution

전자출판, 교육시스템, 서비스 & 전자상거래
구몬영어,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한솔, 능률, 동아, 다락원, 지학사 등
국,공립 교육기관 및 교육출판사의 플랫폼 및 솔루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플랫폼, 솔루션,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Entertainment

음악, 음반제작 및 성우더빙, 영화, 드라마 후반작업
넷플릭스,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현지화작업 및 애니메이션 더빙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음악, 더빙, 사운드 믹스, 폴리

Media Manufacturing

CD, DVD 기획, 디자인, 생산시설 운영
고주파박스, 사출 케이스 등 패키지 생산시설 운영

CD, DVD 생산 & 패키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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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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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아람멀티미디어

대표

임무정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청파동 3가, 5층), 아람빌딩

전화번호

02 719 7540

E-mail

aram@a-ram.co.kr

사업자번호

106-86-77136

업종

디지털콘텐츠개발 / 오디오 비디오 기록매체 / 기타출판

Business

Business area of company

Education content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App. Flash animation, 3D animation,Recording, Dubbing, Music(song, chant)
40여년의 노하우를 가진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수천여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해온 아람의 저력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
for Broadcasting, Web, CD-ROM, DVD & DVD Authoring.

UI 디자인 /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Education contents Design, Package Design etc.

플래시 애니메이션 & 2D, 3D 애니메이션
Flash Animation, Programing, UI etc.

앱 기획,개발
iOS, Android OS는 물론 Smart phone, Tablet PC, PC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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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Project
오디오 콘텐츠 제작
아람은 1978년부터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녹음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보문고, 능률, 다락원, 대교, 두산동아, 몬테소리, 문진미디어, 시사영어사, 사회평론, 에듀박스, 언어세상, 웅진, 이퍼블릭, 장원, 재능, 좋은책 신사고, 천재교육, 튼튼교육, 한솔교육 등
국내 유수의 교육 출판사와 함께 약 40여년간 수천종이 넘는 영어, 국어, 수학, 음악(song, chant) 등 교육용 오디오 콘텐츠를 국내성우, 다국어 성우들과 함께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디즈니, 유니버셜 등 다수의 해외기업과 함께 애니메이션 더빙은 물론 홍보, CF, 녹음, 음악,
에버랜드등 테마파크용 오디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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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velopment
전자출판, 시스템 구축, 서비스 & 전자상거래, 교육시스템 개발
HTML5, EPUB 2 / 3, AR, VR, Web Font/Back-End, Mobile App, Responsive Web Site, S.I, Service & e-Commerce

전자출판(Digital Publishing)

교육(Education)

전자책 개발 – EPUB 2, EPUB 3 (Fixed/Reflowable Layout)

차세대, 체감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

전자출판 분야 솔루션 개발

HTML5, EPUB 3.0, AR, VR / Web, Mobile (디지털교과서, 교사용CD)

전자문서 포맷 분석 및 변환 솔루션 (PDF, HWP, DOCX, HTML5 등)

교육관련 표준 개발 (EPUB for Education, EPUB3, EPUB3 Viewer)

PDF Subset 폰트 추출 솔루션, 유사폰트 자동 일괄 변환 기술 (유료->무료)

교육 분야 솔루션 개발

공유 기반의 디지털콘텐츠(전자책, 오디오, 비디오 등) 서비스 플랫폼

아래한글(CS) 기반 문제은행 솔루션 (아래한글-웹 연동 기반 플랫폼)

전자출판물 Open Annotation 솔루션(Web & Mobile Service)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 학습 관리 시스템 (LMS) 개발

클라우드/스트리밍 기반 PDF/EPUB Web Viewer(Multi-Browser support) 솔루션

실시간 인터랙션(Real-Time Interaction) 기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개발

전자책 CMS, 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S.I)

서비스 & 전자상거래(Service & e-Commerce)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의 내부 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반응형 웹 사이트 개발 (Responsive Web Site)

디지털 파일 장기 보존 포맷 변환 기술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Service, e-Commerce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DFR) 및 디지털 기록 정보 보존, 표준 관련 컨설팅

서비스관리 시스템, 콘텐츠 유통 관리시스템 개발

Business

Business area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홍보, 마케팅 기획 / 전시, 홍보, 교육 콘텐츠 기획, 제작
다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기획력과 스텝, 멀티미디어 제작환경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아람의 풀 프로세스를 통해
전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의 편의성과 퀄리티를 만들어갑니다.

Planning

Design

Contents

전시 & 홍보

전시디자인

전시 & 교육콘텐츠

기획

그래픽디자인

기획, 제작

• 전시콘텐츠기획
• 전시 공모제안기획
• 홍보 & 마케팅 기획

• 전시공간디자인

• 다면영상

• 키오스크

• 그래픽디자인

• 서클영상

• 미디어테이블

• 인테리어디자인

• 일반 홍보영상

• 인터랙티브

• 영상 하우징 디자인

• CF영상

• 홀로그램

• 각 국가기관별 공무원 교육영상
• 모바일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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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드라마 종합편집, 티져, 타이틀, CG, 음악, 더빙, 사운드 믹스, 폴리
최고의 시설과 스텝으로 구성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람과 함께라면 올인원 시스템의 편리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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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nufacturing
CD, DVD 생산 & 패키지 제작
아람멀티미디어는 안정된 미디어 제품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D, DVD 대량생산 시스템은 물론 패키지 디자인, 제작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보유, 최상의 제품을 생산, 공급합니다.

CD Product
MEDIA / CD, CD-ROM, Cutting CD, 80mm CD(Mini CD)

DVD Product
MEDIA / DVD 5, DVD 9
(주)아람미디어
(주)서울아트

Packing
주얼케이스, P-case, PP-case, 디지팩,
고주파 제본용 & 접착용, 부직포, 고주파 비닐팩, 종이케이스.
DVD Case, DVD Box Set, DVD Paper Case,
DVD Double Case, P-case, PP-case
고주파 책표지, 고주파 스폰지, 고주파 비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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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Field
주요 기술 분야
HTML5, W3C, EPUB3, PDF, Window Application, Mobile Application, Server Side, RDBMS, Framework, Back-End Language, Front-End Language

W3C, IDPF, ISO 국제 표준 기술
W3C 국제 표준 기반 웹 (Web) 개발 및 웹 콘텐츠 개발
EPUB3 (HTML5, CSS2/3, Javascript) 표준 준용 전자책,
디지털콘텐츠 개발 (Fixed/Reflowable Layout, Interactive Contents)
Cross-Browser 상호호환성 지원 기술
EPUB3 제작, 변환 기술 개발 (PDF, Font 처리 기술)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 기술
Window Application 개발
Mobile Application 개발 (Android, iOS)
HTML5기반 웹 솔루션 개발 기술(웹 기반 EPUB, PDF 뷰어 기술)
PDF to Reflowable HTML5 / EPUB 저작 기술
C++, C#, Java, VC/MFC 언어 활용 Native Application 개발

PDF, PDF/A, Interactive PDF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 기술
Server Side : IIS, Apach Tomcat
RDBMS : My-SQL, Maria DB, MS-SQL, Oracle
Framework : .NET, CodeIgniter, Spring, egovframe
Back-End Language : JAVA, C, C#, PHP, ASP
Front-End Language : Javascript, Razor, Sublet
etc : 반응형 웹 (Responsive Web, Bootstrap) 개발
Client Side : PC, Android, iOS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콘텐츠 개발 (3D, 실사)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Multi-Modal Interface)
Kinect, Leap, OSVR 콘텐츠 개발
Node.js 기반 Socket 통신 기반 디바이스(사용자) 간 실시간 인터랙션 기술

Business

Business area of company

Oversea Recording Project
(주)아람멀티미디어의 해외녹음 프로젝트
아람은 2008년부터 꾸준히 해외녹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해 왔으며, 미국 동부,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의 맨하탄,
그중에서도 공연, 콘텐츠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국내 교육 콘텐츠의 레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아 시기부터 노래, 연기, 악기, 무용등을 배우며 뮤지컬 배우를 준비한 아동 및 성인 배우들,
현재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공연 중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현지 배우들이 직접 녹음하는 노래와 스토리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제공합니다.

New York

Los Angeles

NYC 맨하탄 브로드웨이

LA 헐리우드 스튜디오시티

브로드웨이
세계의 수도 뉴욕 맨하탄
엔터테인먼트, 패션, 공연
수많은 뮤지컬 & 퍼포먼스 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배우들이
재능을 뽐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곳
(키워드 : 브로드웨이, 뉴욕)

헐리우드,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
수많은 광고, 애니메이션
후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메카
(키워드 : 헐리우드, 디즈니)
2022년 런칭예정

2008년 런칭 ~ 현재

Studio City

Broadway

Hollywood
LosAngeles

Manhattan
NYC(NewYork City)
13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ARAM
multimedia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교사용 교수학습 CD/DVD 개발
UI design, programming, flash, animation, recording, music etc.

㈜동양북스 GoGo 바둑마스터(12책) 교사용 웹 서비스 콘텐츠 개발

㈜교문사 중등 기술•가정 외 교과서 4종

㈜NE능률 중등 영어 교과서(교과서 검정용 전자저작물 포함)

동아출판㈜ 고등 영어 교과서 4종

동양북스 중등/고등 중국어 교과서 2종

YBM 초/중/고 음악교과서 6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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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교사용 교수학습 CD/DVD 개발
UI design, programming, flash, animation, recording, music etc.

교보 리스닝캐치

윤선생 영어랑 2.0

에듀박스 키즈타운

능률교육 굿잡

이퍼블릭 파닉스몬스터

좋은책 신사고 영어교과서

다락원 초등교과서

언어세상 리틀스토리타운

에듀박스 그로잉톡

브릭스 마이퍼스트파닉스

언어세상 아이스토리

문진미디어 수퍼파닉스

이퍼블릭 레디액션

대교 영어교과서

대교 눈높이

16

좋은책 신사고 과학/수학

시사 중등 음악교과서

에듀박스 추추파닉스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KERIS 검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UI design, programming, flash, animation, recording, music etc.

㈜NE능률 중등 영어 교과서

동아출판㈜ 고등 영어 교과서 3종

17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Mobile Application / 앱 기획, 개발
iOS, Android OS는 물론 Smart phone, Tablet PC, PC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개발

㈜사회평론 First Phonics(5책) APP (Hybrid APP)

에듀박스 영어강좌 App

어린이 영어 AppBook 시리즈

국가기록원 모바일러닝

기타 강좌 App

18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Video contents /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
for Broadcasting, Web, CD-ROM, DVD & DVD Authoring, 기타 삽화 애니메이션, 벡터 드로잉 애니메이션, 셀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제작

예문사(비엔하우스) 교육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

한글박물관 애니메이션 제작

㈜라온키즈에듀케이션 애니메이션 제작

아이챌린지 교육 동영상 제작

금융위원회 ‘저축의 날＇기념 교육 애니메이션

YBM 영어/중국어 교과서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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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ducation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recording, song, chant, bam, mix down etc.

교보문고
재미있는 한국어, Listening Chest,

대교
대교 중등교과서(CD-ROM)

언어세상
아이스토리북, Welcome to America

천재교육
해법아이 [Yes Science] (CD-ROM, 웹)

Listening Catch, Time to Read More,

대교 눈높이 영어(CD-ROM)

잼보리, Little Story Town, Phonics Race

Happy story, 스티커 북, 해법 중국어

Puffin young readers

Catch Up

동아
킨더동아영어, 가베지도음악

웅진

튼튼영어
Story World, Get up, Phonics

구몬

몬테소리

씽크빅 영어, 피터패터시리즈, 리슨잇
영어책읽기, Bumblebee English,

구몬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학, 동요

리틀한글, 영어, 소리그림책, 글끼말끼

첫인물 그림책 이담에, 씽크U 영어,

한솔교육

한글이 크는 나무, 영어가 크는 나무

빅영어, 스토리 붐붐

Think Fun English, Think U Grammar

Reading tree, 20 Classics

그레이트북스

투판즈

오브레인0, 오브레인1, 오브레인2,
준비땅, 뿌빠뿌빠, 토토리 잉글리시, 곰돌이

신기한 영어나라
구름빵, 표현놀이

런어바웃, 엄마 영어 교실, 내 친구 수학공룡

Scholastic Junior Classics, ICR series

행복한 명작, 이야기 한국사, 놀라운자연

My Little Library, Active Korean,
Super Phonics, Disney Fun to Read,

이퍼블릭
파닉스몬스터, 레디액션 스타터,

한솔그림동화 DVD 오소링 제작
Junior LAB School story book

금성출판사

Top Readers

리스닝 주스, 리딩 트로피

work book, phonics book

시사영어사
Spring series, Road to Reading
National Geographic, Picnic

장원
장원교육 초등한자 교과서

&
네셔널 지오그래픽, 넥서스, 대경북스, 대한교과서, 민중서림,
Mac Graw-Hill, 북21, 사회평론, 윤선생 영어교실, 아이북랜드,

재능
재능영어, 재능중국어

에듀왕, 월드컴, 중앙북스, 케임브리지, 프뢰벨, 창작과비평, 해커스 등

Easy Time to Read, Reading Cube,
Reading Captain
토종발음 이렇게 하면 네이티브된다.

주니어랩스쿨, 주니어디킨스

리더스 뱅크 독해, 단어, 숙어, 챈트
능률교육
컴온에브리원, 쇼타임, 컴온 파닉스
리스닝 튜터, 리딩 튜터, 토마토 토익
Ten Speaking Club, NEAT Bite,

사회평론

Everyone Speak, Reading Clue,

Spotligjht on first phonics, English Bus(LMS)

Read to Retell, Read Up,

좋은책 신사고

주니어랩 Vitamin, Good Job!

에듀박스
Grow Talk 하이브리드(CD-ROM),

다락원
초등영어 3, 4학년 전자저작물 제작, 샤오또우 중국어

에듀박스 Studio 영상 제작(강좌영상)
키즈타운

중등교과서(CD-ROM)

초등 리더스, Big step ph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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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Platform & Solution
교육용 플랫폼 & 솔루션 개발
Digital Textbook, Platform, Solution, Animation, VR/AR/MR, Application, R&D, etc.

EPUB3, HTML5 콘텐츠 개발

표준화 및 컨설팅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전자책 기술 융합 표준 과제 수행

도서출판 작가정신 : EPUB 3.0 콘텐츠 2종 개발

한국표준협회 (KSA) : 전자책(EPUB3.0) 표준 개발

㈜LH : 웅진 씽크빅 모바일 유아 콘텐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PUB3.0 뷰어 SDK 개발

그루브 : EPUB3.0 전자책 『넋전 아리랑』 개발

국립중앙도서관/한국장애인도서관 : EPUB3 장애인 접근 검증 기술 및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

예스24주식회사 : e연재 플랫폼 고도화 개발 (http://estory.yes24.com) (~2016.03)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훈민정음 기반 다언어 입력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개발 사업

교문사, 능률, 동아출판 등 : HTML5 기반 디지털교과서 및 교수자료 DVD 제작 사업

(EPUB3.0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2016.04)

㈜예스피치 :IVR 저작도구 개발

국가기록원 : 디지털기록 위험평가, 기술정보은행,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 포맷 위험성 평가 플랫폼 구축 컨설팅

동아출판㈜ :HTML5, EPUB3 기반 디지털 참고서 및 웹 뷰어 개발
㈜CMS Edu : 아래 한글 기반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그루브 출판사, 질시루 출판, 책공방 등

솔루션 개발

플랫폼 구축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장애인 접근성 전자출판 / 기술개발 도양 조사 및 개발 기술 도출 연구 과제 수행

YES24 주식회사

동아출판㈜ - 다중브라우저 EPUB3 웹 뷰어

㈜ 비상교육 : 아래 한글 기반 문제은행 플랫폼 개발 (아래 한글 Client, 문항 병합 서버)

㈜나모인터랙티브 – PDF to HTML5 Converter솔루션 제공 (Namo Author에 탑재)

㈜ CMS 에듀

㈜신명시스템즈 – 훈민정음-중국어 입력기 (IME) 개발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디지털교재 서비스 시스템 구축
EPUB 2.0, 3.0 웹 뷰어 개발 및 CMS 구축 / PDF 웹 뷰어 개발 및 디지털교재 서비스 고도화 진행 중

㈜디알엠 인사이드 – 코믹스 모바일 뷰어 개발

㈜코비즈랩 / ㈜엠북미디어

㈜교문사 – 출판영업지원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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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Platform & Solution
교육용 플랫폼 & 솔루션 개발
Digital Textbook, Platform, Solution, Animation, VR/AR/MR, Application, R&D, etc.
(주)교문사/청문각 출판영업지원시스템 개발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디지털교재 서비스 시스템 개발

브릭스 ENGLISH BUS LMS 웹사이트 구축

아래한글 프로그램 기반 문제은행 솔루션 구축

YES24 e연재 플랫폼 고도화 구축

음악역1939 웹 반응형(데스크톱,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2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R&D / Research service / Consulting
차세대 콘텐츠 기술 연구, 정부지원사업
VR/AR/MR etc.
대중소기업 디지털콘텐츠 상용화 프로젝트 (5G 스마트폰 기반 세계최초 초고화질 VR영상 콘텐츠 개발)

증강현실(AR) 기술 연구- 실시간 영상 인터랙션 기술

증강현실(AR) 기술 연구 – 뷰포리아 엔진 기반 증강현실 기술 연구

23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ntertainment
Animation Dubbing

2013 스머프

2016 백조공주

2015 부그와 엘리엇 4

앨빈과 슈퍼밴드
프랑켄슈타인

앨빈과 슈퍼밴드
늑대인간

보터스나이크와 검블

1Chance 2Dance

공룡시대 XIII

Swan Princess 7

Mark and Russell's
Wild Ride

American Crime Story

Dance Off

씽

쿠보와 전설의 악기

2016 가제트형사

2016 Surf up2

갤럭시 키즈 시즌 2

FINN on the FLY

24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ntertainment
오디오북 제작

25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ntertainment
Music Album / 음반제작

라이브 앨범 프로젝트 - ‘지뢰(地籟)’ 공연 : 2019.07.23 / 앨범발매 : 2019.11.08

스튜디오 앨범 프로젝트 - ‘김훨(䎀)’ 앨범발매 : 2019.11.08

26

새음 1집

새음 2집

오세란 1집

오세란 2집

루트머지 1집

전승현 1, 2집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삼성전자 홍보 / 미디어파사드 월드타워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7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국립광주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산청 한의학박물관

산청 한의학엑스포 주제관

28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포스코 울산신항만 방파호건설 홍보영상

29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관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구에너지전 SK이노베이션관

30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대전유아진흥원 유아체험관

3

31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국립광주과학관 1관 2존 전시설계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2019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골목형시장 육성사업_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33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골목형시장 육성사업_안양호계종합시장 환경 디자인 사업

34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Exhibition & Advertising
전시 & 홍보 콘텐츠 제작

화성시 햇살드리 홍보

여주시 홍보

한성백제박물관_서울의 어제와 오늘 / 기획전

한성백제박물관_공자, 그의 고향 산동 / 기획전

포스코 엔지니어링

한국고전번역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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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Culture business
문화콘텐츠 비지니스기획, 운영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1939 공식 민간위탁 운영 주관사

36

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Culture business
문화콘텐츠 비지니스기획, 운영

음악역1939 오프닝 콘서트

토크콘서트

이장희 콘서트 ‘나 그대에게’

포럼 1939 음담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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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Culture business
문화콘텐츠 비지니스기획, 운영

ENSEMBLE #1.자라나다 봄

버스킹 스테이션

ENSEMBLE #2.‘김장훈 콘서트 봄, 나 드리리’

1939 음악교실MUSIC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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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Culture business
문화콘텐츠 비지니스기획, 운영

MUSIC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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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 of company

Culture business
문화콘텐츠 비지니스기획, 운영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with 올댓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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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Customers

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All in one system
정확한 정보전달과 효율적인 제작시스템

가장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기획, 개발, 생산 전반에 이르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All in one system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 솔루션,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콘텐츠 기획, 개발 및 미디어 생산
이 모든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 최상의 인프라이자 최고의 솔루션

(주)아람멀티미디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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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Planning studio
Head Office & Lounge
문화콘텐츠 연구소(Culture Content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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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Development studio
DIGITAL CONTENTS R&D DEPARTMENT
디지털콘텐츠 연구소(Digital Contents Institute), Planning & Publishing, Design, HTML5, CSS3, java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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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Recording studio for Entertainment
Control Room A, B / Booth A
Dubbing, Foley, Mix down / Full Pro Tool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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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Recording studio for Edutainment
Control Room C / Booth B,C,D / Editing Room 1,2,3,4 / Mixing Room / Data Room
Dubbing, Foley, Mix down / Full protools system, Multi booth system, Disney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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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MADAGASCAR
Gallery Cafe
Photo Exhibition, Music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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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acilities of company

Factory for Media & Packing
All-in-one System의 완성을 위한 자체 생산 시설 구축
CD, DVD, Tape 등 다양한 형태의 Media를 최고의 품질로 생산, 포장 & 납품 합니다.

(주)아람미디어

CD Product

DVD Product

MEDIA

MEDIA

CD, CD-ROM, Cutting CD,

DVD , DVD

mm CD(Mini CD)

(주)서울아트

Packing for CD

Packing for DVD
DVD Case

P-case, PP-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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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Box Set
DVD Paper Case

&

DVD Double Case

,

P-case, PP-case

Packing Only

감사합니다
2020
Introduction of company

3
aram@a-ram.co.kr / +

13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