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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션 미디어텍
는 

국내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갖춘 과

방송 기술의 선두주자인 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송기술, IT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두 회사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혁신적인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꿈꾸고 나누고 이루어 가겠습니다.

회사명	|		

설립일	|		1991년	1월	1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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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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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제작의 선두주자

는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캐릭터 개발 등 폭넓은 영역에서 방송문화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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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

<내 손을 잡아>, <노란 복수초> 등 아침/일일/주말 드라마 뿐만 아니라,

정통 범죄 수사극 <특수사건 전담반 TEN> 등 참신한 기획력과 축적된 

노하우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01_ MBC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2_ tvN 일일드라마 <유리가면>

03_ tvN 일일드라마 <노란복수초>

04_ OCN 특수사건 전담반 <TEN2> 

05_ MBC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6_ MBC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1

Quality
양질의 콘텐츠

04

05

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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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

다양한 콘텐츠

방송 콘텐츠를 재구성해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낸 <해피타임>, 해외 포맷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한 <댄싱 위드 더 스타>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교양프로그램 <도전! 발명왕>, <TV 속의 TV>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옴부즈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양

Various
예능

01_ <해피타임>

02_ <댄싱 위드 더 스타>

03_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01_ <TV속의 TV>

02_ <기분 좋은 날>

03_ <도전! 발명왕>

02

0303

01

01

02

창의적 콘텐츠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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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다양한 MBC 방송 콘텐츠를 출판물로 재구성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앤아이북스’라는 출판 브랜드로 다양한 분야의 

기획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MBC C&I 방송 출판물은 해외수출을 

통해 한류 문화 세계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케팅 등 전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등 인기 프로그램 관련 

캐릭터 상품을 기획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출판

캐릭터

01

02

03

04

Publishing

콘텐츠의‘원 소스 멀티 유즈’

프로그램 연계 캐릭터 상품화

Animation

Character

06
01_ 창작 애니메이션  전기우주인 가족 <찌릿찌릿 퐁>

02_ 무한도전 피규어

03_ 2013 무한도전 화보집

06_ 남극의 눈물 / 생존 / 아프리카의 눈물

07_ 선덕여왕

05

07

02

01_ 문장기술

02_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 - 근대편

03_ 동이

04_ 나만의 독서록 쓰기

05_ 아침저녁에 읽는 하루 한 줄 시리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등 글로별 이슈를 소재로 한 ‘전기(電氣) 

우주인 가족’의 지구정착기 <찌릿찌릿 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프리프로덕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파일럿 제작을 완료하고 

본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글로벌 진출 목표

01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등 인기 프로그램 관련 

03



 |   방송중계  |  종합편집  |  방송제작기술  |  기술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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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기술력의 조화

최첨단 시스템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각종 방송 및 행사들을 제작하고 풍부한 

경험과 연구개발로 축적된 만의 노하우로 고객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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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기술 전반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스태프들과 최첨단 HD디지털 장비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대형 이벤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프로야구,	골프,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제작

●	 각종	음악회,	뮤지컬	등	쇼,	예능	프로그램	중계	제작

●	 기업체	및	관공서	대형	이벤트	행사	중계	제작	외

방송중계

현장의 생동감을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01_ <TV 예술무대> 촬영

02_ HD중계차 내부

03_ HD중계차 외부

04_ <기분 좋은 날> 촬영

05_ 프로야구 중계 현장

05

01

04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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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집실과 Non-Linear 편집실, 영상합성·색(色)보정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

으며 가편집에서 종합편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시스템

을 제공합니다.

종합편집실은 전문적인 방송 기술 역량과 첨단 디지털 장비로 고품질의 HD방송 

프로그램 완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 녹음실/더빙실을 구비하고 있어 

One-Stop 편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생생한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완성도를 한 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편집

고품질 영상 편집, 
                  콘텐츠 완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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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50년 방송제작기술 노하우(Know-How)를 토대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들에 조명, 음향, 영상, 

특수방송장비, 무대 등 첨단 방송 시스템과 전문 기술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15개 부문 70여 개에 이르는 방송 제작 

기술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방송 및 

대형 공연, 이벤트 제작 현장에 최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기술

국내 방송 촬영 환경을     
              선도하는 기술서비스

방송CG, 영상코덱연구, 모바일환경의 방송운영관리 등의 기술연구를 지속

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유수의 국내 방송업계에서 MBC C&I가 개발한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주요 문자, 그래픽장비 연동기술을 기

반으로 영상자막, 데이터처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방송 사이

트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체추적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연구를 통해 ‘제니스시스템’을 개발

하여 골프, 야구 등의 각종 스포츠 중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

께 선거방송시스템의 개발, 장애인 방송 시스템 연구 등 방송에 필요한 다양

한 IT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방송관련	CG	S/W개발	및	공급사업

●	 TV,	라디오	APC	유지보수	사업

●	 디지털	아카이브,	NPS,	장애인	방송	시스템

●	 증강현실,	객체추적기술을	통한	스포츠	중계

●	 선거방송시스템	개발

●	 기타	방송관련	신기술연구

기술연구

방송CG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 ◀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MBC	C&I가

개발한	폐쇄자막	솔루션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제니스’ 자막 시스템

  ‘천리안’ 기상 그래픽시스템



 |   방송콘텐츠 유통사업   |  방송프로그램 마케팅  |  방송SI 사업  |  문화콘텐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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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송 · 문화 사업

국내외 방송 채널에 콘텐츠를 유통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전문 방송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송

SI사업, 다양한 문화 이벤트·전시·공연·홍보 등의 대행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

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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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채널과	위성방송	채널에	

	 대한	방영권	판매

●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DVD/VHS	판매

●	기획	DVD	제작/유통,	기타사업

●	MBC프로그램의	해외수출용	재(再)	제작

●		MBC프로그램	콘텐츠의	상품화	사업

	 -	MBC티숍,	일산드림센터	기프트숍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

시청자가 원하는 MBC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변하는 트렌드와 기술환경 속에서

다양한 채널과 창구를 통한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MBC 방송콘텐츠를 케이블, 위성, IPTV 등에 방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국내 MPP 및 개별 PP회사에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01 _<빛과 그림자> DVD

02 _<구가의 서> DVD

03 _<더킹> DVD      

04 _<탐나는 도다> 프리미엄판

05_ 2013 무한도전 탁상용 캘린더

06_ 무한도전 목쿠션

07 _무한도전 링메모장                                                                      

08 _<최고의 사랑> DVD 감독판

09 _<해를품은달> DVD 감독판

01

02

03

방송프로그램
마케팅

MBC C&I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광고주가 원하는 마케팅 메시지를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직간접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다른 마케팅 활동과의 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킬 수 있

습니다.

“MBC C&I가 제작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유형의 마케팅 메시지를 제작협찬을 통해 노출함으로써

 광고주가 원하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MBC드라마넷
MBC에브리원
MBC스포츠플러스
MBC뮤직
MBC퀸

COMEDY TV
DRAMAX
Y-STAR
AXN

QTV
CNTV
KTV
STV
GTV
디원TV
리얼TV

CMC가족오락TV
한국HD방송
재능방송

애니맥스

불교방송

BUSINESS&

E-CHANNEL 
DRAMACUBE 
CHVIEW
FASHION N
FOX
FOXLIFE
FX
CHAMP
CINEFON STYLE

STORY ON
OLIVE
NATIONAL GEOGRAPHIC
TOONIVERSE CHING

TREND E
ONT

08

04

ONT

05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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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스템	기획,	컨설팅,	설계,

	 시공	및	감리

●	공중파	및	지역민방,	공공분야	사업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인터넷방송	등

	 컨설팅	및	시공

●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종합	엔지니어링

●	방송	및	IT	관련	사업

●	차세대	방송	솔루션	구축	지원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등

	 기타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업무

●	미디어	관련시설	구축	및	무대	조명	시스템

	 컨설팅

방송SI 사업
System	Integration

각종 영상·음향설비의 설계, 시공 및 컨설팅까지 다양한 사업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교회 등에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D중계차 제작, 송/중계소 구축, MBC신사옥 방송시

스템 구축 등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신규 사업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해외통신 및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중이며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I사업부문, 
       국내 1위 그 이상을 향해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방송SI 부문은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방송시스템과 솔루션의 제공 뿐 아니라 고객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방송IT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_MBC 신사옥

02 _제작 부조정실

03 _중계차내부

04 _녹음스튜디오

05 _ 사운드믹스실

06 _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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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래의 구심점

26 27Marketing

문화행사 · 지역축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기업을 망라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스포츠이벤트, 지역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크리에이터(연기자,	작가	등)의	발굴,	육성,	홍보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	인력	관리와	콘텐츠	제작을‘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화	사업(기획투자,	제작,	배급,	수입	등)을	전방위로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	공동	제작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한	현지	홍보	마케팅	등	부가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문화, 축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 마케팅을 접목시켜 창조적 신규 사업을 개발, 

문화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환경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포럼

사회, 경제, 문화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포럼을 비롯해 문화, 예술, 과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행사 및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

가요, 클래식, 팝음악 공연과 뮤지컬 등의 

다양한 공연을 기획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방송매체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벤트· 홍보 분야의 One-Stop 솔루션

전시, 공연, 이벤트 및 홍보 마케팅 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여 진행, 최적의 솔루션 및 성공

적인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0년간 한국가곡의 맥을 잇고 있는 MBC C&I 대표

적 공연 콘텐츠인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과 <MBC C&I 청소년 골프 최강전> 등 자체기획 행

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중계제작

KB금융스타챔피언쉽 중계제작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계제작

2012 

2012프로야구 전경기 중계제작

2012프로배구 전경기 중계제작

아이스 클라이밍 중계제작

카라콘서트 DVD중계제작

비스트콘서트 DVD중계제작

YG패밀리 빅쇼 콘서트 DVD중계제작

신화콘서트 중계제작

국제역도대회 중계제작

나는가수다 생방송 중계제작

슈퍼주니어 콘서트 현장 중계제작

월드그랑프리 배구대회 중계제작

미스코리아 본선대회 중계제작

샤이니콘서트 중계제작

한화금융클래식 골프대회 중계제작

동방신기 콘서트 현장중계제작

나로호 발사 생방송 중계제작

대통령선거방송 중계제작

SM타운 콘서트 현장중계제작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중계제작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계제작

2011

2011프로야구 전경기 중계제작

2011프로배구 전경기 중계제작

YG패밀리 콘서트 DVD 중계제작

서울국제 동아마라톤 중계제작

한강마라톤 중계제작

수요에술무대 중계제작

제주도지사배 청소년골프 중계제작

오페라스타 중계제작

소녀시대콘서트 현장중계제작

싸이흠뻑쇼 중계제작

CJ슈퍼레이스 중계제작

2NE1콘서트 DVD중계제작

LPGA하나은행 챔피언쉽 중계제작

AFC축구 결승전 중계제작

슈퍼주니어 콘서트 현장중계제작

4대종편 개국특집생방송

2012

올 댓 프러포즈 | 식량 쇼크 | 무신1, 2 | 나만의 독서록 쓰기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아랑사또전1, 2, 3 | 맛객 미식쇼 |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_근현대편 | 리더십의 종말 |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한 줄 |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의 한 줄 

2011

약이 되는 밥상 1,2 | 마이 프린세스 1,2 | 영상만화_미스 

리플리 | 최고의 사랑 1,2,3 | 영상만화_아버지 계백 | 최고의 

멘토 

기획 DVD제작

2013

골든타임 | 아랑사또전 | 마의1,2 | 구가의서 | 생존 | 2013 

휴먼다큐 - 사랑 | 투윅스 | 불의여신 정이 | 스캔들

2012

무신 | 해를 품은달 | 더킹투하츠 | 남극의 눈물 | 아이두 아이두 

| 신들의 만찬 | 빛과 그림자

2011

계백 | 나도 꽃 | 내 마음이 들리니 | 로열 패밀리 | 심야병원 | 지

고는 못살아 | 최고의 사랑 | 약이 되는 밥상

방송중계

2013

2013프로야구 전경기 중계제작

SM강남콘서트 현장중계제작

보아콘서트 DVD중계제작

특집 아이돌 육상대회 중계제작

대통령 이·취임식 현장 중계제작

남자프로농구 중계제작

슈퍼주니어 콘서트 현장 중계제작

지드레곤 콘서트 중계제작

싸이콘서트 DVD 중계제작

TV예술무대 중계제작

조용필콘서트 DVD중계제작

이문세 콘서트 현장중계제작

미스코리아본선대회 중계제작

소녀시대콘서트 DVD중계제작

동아시아축구 후지TV 중계제작

세계렘넌트대회 중계제작

축구 구가대표평가전 중계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

2013

드라마: 잘났어 정말 | 내 손을 잡아 | 특수사건전담반 TEN2 

예능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3 | 도전! 발명왕 | 

파이널 어드벤처 | TV특종 놀라운 세상 | 해피타임 |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교양 프로그램: 도전! 발명왕| TV속의 TV| 기분 좋은 날 | 뽀뽀뽀 

아이좋아

특집 프로그램: 제48회 전국기능경진대회 전야제 특집음악회 | 

2013 봄 MBC 드라마 빅3 스페셜 | 실록 이명박 정부 5년 | 

특집 팔도 농축산물 직거래 한마당 |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특집 신고합니다!

2012

드라마: 위험한 여자 | 천사의 선택 | 사랑했나봐 | 노란복수초 | 

유리가면 

예능 프로그램: 해피타임 |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 엠박스 |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2 |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2 비하인드 

스토리 | 위대한 탄생 히든트랙

교양 프로그램: TV속의 TV | 기분좋은 날 | 뽀뽀뽀 아이좋아

특집 프로그램: 위대한 콘서트 | 위대한 토크 콘서트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 토론회Ⅰ| 나라살림 대 토론회Ⅱ | 최고의 

사랑 스페셜 | 마의 스페셜 | 아랑사또전 100배 즐기기 |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 대선 당선자방송 | 무신 스페셜

2011

드라마: 남자를 믿었네 | 주홍글씨 | 당신 참 예쁘다 | 심야병원 |

특수사건전담반 TEN 

예능프로그램: 해피타임 |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 엠박스 |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1 | 한가위 특집 댄싱 위드 더 스타 100

일간의 도전

교양프로그램: TV속의 TV | 기분좋은 날 | 뽀뽀뽀 아이좋아

특집프로그램: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 토론회Ⅰ | 

제주음악회 | 나라살림 대 토론회Ⅱ | 멜론 뮤직 어워드 |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 함께해요 그린코리아 | 2011 

사랑의 열매 MBC 사회봉사대상 | MBC 특집다큐멘터리 철강왕 

박태준 

출판

2013

남극의 눈물 | 베토벤 바이러스 1,2 | 대본집_ 생존 | 나만의 

일기쓰기 | 열한 살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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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 컨테이너 IPTV 납품

2012

HD중계차 제작 및 납품 설치 공사 (CH A, TV조선, 국회방송, 

MBC SNG)

불교TV NPS 방송시스템 구축 

OBS경인TV 송/중계소 M/W 시스템 설비 구축

전주문화방송 TV부조 HD화 장비 납품 및 설치

울산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HD중계차 제작 및 납품 및 설치 

대우증권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단국대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신축 전기, 통신공사

카페베네 매장음악방송시스템 납품

산업은행 IPTV방송시스템 구축

한국전파진흥협회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망 구축 용역

GS홈쇼핑 통합 CMS 시스템 구축

2012여수세계박람회현장 영상기록 구축사업 5차

런던올림픽 IBC시설공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올레미디어 스튜디오 3차 방송설비 증축공사

신한금융지주 비상방송설비시스템 구축

대전교통방송 교통정보상황실 장비 및 시스템 교체

제주경마공원 HD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국악방송 강릉 보조국 방송시스템 설치

2011

CGNTV 온누리교회 위성, 전송망 계약 대행

울산교통방송 방송시스템 구축 

단국대 천안캠퍼스 치과병원, 약학관, 제2예술대, WCU센터 

신축 전기, 통신공사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영상스튜디오실, 시사실, 종합편집실, 

NLE실 외 설치 공사

이데일리 NPS 시스템 구축 공사

HDTV 중계차 제작(대전MBC, 춘천MBC, 여수MBC, 울산MBC)

제주 MBC HD 뉴스센터 /부조정실 시설 공사

광주MBC, 창원MBC HD 부조정실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KBS 창원홀 조명장비 교체 공사

씨앤앰강남케이블 시스템 이전 설치 공사

케이티하이텔 통합 인제스트 운영시스템 개발 용역

부산 MBC Cmbank System 납품 / Taker System 납품 /

TV부조 HD 시설 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HDTV Production System

MBC플러스미디어 해외위성수신 안테나 및 컨버팅룸 시스템 

구축/주조정실 및 부조정실 HD시스템 확장 공사

KT미디어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방송설비 구축 및 환경조성

2차 공사

SBS CNBC 증권방송 솔루션 구축 

19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시스템 구축 (OBS 외)

TV조선 뉴스 CG 시스템 구축 

마사회 확정배당 CG화 시스템 추가개발 

MBC, MBC SPORT+ 스포츠 코더 연간사용

CJB 청주방송 스포츠코더 S/W 개발

채널A DVE시스템 개발 

KNN 부산방송 뉴스/기상 S/W 개발 

MBC경남 진주본부, 포항MBC CM-BANK 시스템 구축 

MBC 천리안기상위성 방송시스템 성능개선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시스템 구축 (OBS 외)

2011

지역 MBC IMC/MIROS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울산, 광주민방 프로축구 방송 CG 시스템 개발

이데일리 증권정보 방송 CG 시스템 구축

HCN 충북방송 프로야구 CG 시스템 개발

MBC 천리안 기상위성 방송 CG 시스템 구축

MBC 경남(창원) 기상방송 CG 시스템 구축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CG 시스템 구축

한화금용클래식 KLPGA 제니스 시스템 구축

OBS, jTBC 하반기 재보궐 선거 개표방송 시스템 구축

종편채널 (TV 조선, jTBC, 채널A) 방송 CG 시스템 구축

방송SI 사업

2013

상암 신사옥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씨채널 HD부조 및 NPS제작시스템 구축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중계차량  제작

KBS DTV 기간송신소 채널재배치 시설공사

(2권역:망진, 3권역:흑성, 원효)

C&M HD방송시스템 전환 구축

MBC스포츠채널 2013 프로야구 생중계 HD광고송출시스템 

MBC스포츠 장애인 폐쇄자막 시스템 구축공사

여수문화방송 구봉산 송신소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공사

EBS 디지털통합신사옥 건립 설계 용역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부속치과병원 외 2개동 개보수공사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실습실 구축

문학경기장 보수 정보통신공사 HD카메라 설비

장현중 교사신축 통신공사

국가기록원 보전처리 유지보수

수영구청 인터넷 음성방송

GS홈쇼핑 CMS 기능 개선 개발

스포원 HD 디지털 방송시스템 설계용역

방송제작기술

2013~2011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 쇼!음악중심 | 세바퀴 | 위대한 탄생 | 

황금어장 | Dancing With The Star | 놀러와 | 나는 가수다 | 코

미디에 빠지다 | TVN SNL

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 | MBC 뉴스 | 선택 2012 | 불만 제

로 | 시사매거진 2580

콘서트: 한류 콘서트 | 아름다운 콘서트 | DMZ 평화콘서트/

FM4U여름음악페스티벌

특집 프로그램: MBC 방송연예대상 | 가요대제전 | 대학가요제 | 

2013 대한민국음악대향연

드라마: 나도, 꽃 | 심야병원 | 골든타임 | 천사의 선택 | 신들의 

만찬 | 아랑사또전 | tvN 노란복수초 | tvN 유리가면 | tvN 미친

사랑 | 금 나와라 뚝딱! | 허준

기술사업: 전주 대사습놀이 | MBC 창사 50주년 하이테크 뮤지

컬 원효 | MBC 창사 50주년 방송체험전 엠빅월드 어드벤처 | 

2012 로보월드 미디어파사드 | 2012국제미디어전 프로젝트 

대전 | NAMBC 방송체험관 | 2013 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

기술연구

2013

지역MBC IMC/MIROS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MBC 뉴스NPS시스템 S/W 유지보수 

원주, 포항MBC NPS시스템 구축

충주, 강릉MBC CMS시스템 확장 및 구축

전-후반기 재보궐선거 개표방송 시스템 구축(OBS)

MBC SPORTS+ 스포츠 코더 연간사용

MBC 스포츠코더 연간개발지원 

MBC 천리안기상위성 방송시스템 2차 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3D중계차용 스포츠코더 시스템 개발 

KCA 스포츠 코더 및 재난방송용 CG시스템 구축

KTV 속보 및 뉴스코더 개발 

중소규모 방송용 p-Scheduler 개발(Zein)

쌍용정보통신 LeP(Liner editing Plus)솔루션 개발 

MBC APC시스템용 CGMaker 및 NDE/NDD 시스템 개발

MBC 기상정보코더(Karisma ver.)개발 

지역MBC 장애인 자막방송 솔루션(Pinna) 프로토타입 개발

2012

지역MBC IMC/MIROS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 IMC H/W

공동구매(12개사) 

강릉MBC CMS 시스템 공급 및 IMC H/W교체 

라이프 스타일 어워드

한국관광공사 장애인 여행 방송 홍보

대한적십자사, 등록헌혈자 문화이벤트

제13회 MBC미디어텍 청소년골프최강전

제40회 MBC 가을맞이 가곡의밤

2012 DMC 컬쳐 오픈

2012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드라마테마파크

2012 청원생명축제

이화령 복원공사 준공식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폐회식

제51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개.폐회식

2012 서울포럼

2012 아시아문화주간 사업

2012 중국-한국주간

2012 SF영상테마파크

2012 국제SF영상축제

경북혁신도시 한전 신사옥 착공식

2012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롯데자이언츠 출정식 콘서트

2012 롯데카드 뮤직으로 MOOV in 광주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2012 롯데카드 뮤직으로 MOOV in 부산

2012 광명시 새해시정설계 홍보영상물 제작

한국현대문학관 문학인 4인 DVD 제작

일본정부관광청 홍보

제14회 MBC C&I 청소년골프최강전

제41회 MBC 가을맞이 가곡의밤

2011

서울시향 행복음악회

한국폴리텍2대학 축전

KCTA 디지털케이블쇼

제50회 충북도민체전

제63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개·폐회식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폐회식

제17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개·폐회식

가락시장 현대화 기공식

서울대표창작뮤지컬 ‘피맛골연가’

2011 부천국제영화제 개·패막식

2011 충주 세계무술축제

2011 용인시민의 날 축제

2011 BCWW_국제방송영상견본시

2011 서울포럼

2011 청원생명축제

2011 서울 DMC컬쳐오픈

2011 한류문화콘텐츠허브

제141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말산업육성시행 축하행사

프랑스-한국 주간행사

방송체험전, 엠빅월드 어드벤쳐

티유미디어 Disney Channel OPA Audio Suite 위탁 운영

연수구청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매 설치

공군중앙관리단 작전상황 전파체계 개선 통신공사

서울경마공원 HD 방송시스템 구축

전남교육정보원 교육영상자료제작실 이설 및 구축

한국투자증권 원격방송장치 외 납품

KBS 청주총국 HD 디지털화 설치 공사

GS홈쇼핑 통합 CMS 시스템 구축

MBC아카데미 스튜디오 방송 시설 공사

우송대학교 방송통신학과 방송미디어센터 설립공사

부산 및 전주국악방송 방송시스템 설치

강남방송 HD 제작장비 및 송출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사업

2013

MBC 신사옥 체험전

제15회 MBCC&I 청소년골프최강전

제4회 국제SF영상축제

제3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KCTA 2013디지털케이블 TVSHOW

건군65주년 국군의날 중앙경축기념행사

2013스마트국토엑스포

패션코드2013

2013 청원생명축제

2013 충주세계무술축제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롯데카드 뮤직으로 MOOV in 대전

MBC메이저리그 단독생중계 온오프라인 홍보

국립대구과학관 개관행사 대행 및 홍보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게임 홍보

제3회 단막극페스티벌 홍보

독도시민 천만되기 캠패인 홍보

MBC 신사옥체험전

코엑스 인터내셔널 웨딩페어

창간53주년 서울포럼

한국현대문학관 문학관4인 DVD제작

미아예방캠패인 ‘Mom-in 서비스’ 롯데제휴카드 사업

제15회 MBC C&I 청소년골프 최강전

제42회 MBC 가을맞이 가곡의밤

2012

2012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제20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2012 지구촌 나눔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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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꿈꾸고 나누고 이루어가겠습니다.

TEL_02·789·0100  /  FAX_02·789·0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Nurikkum Square, 396,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www.mbcc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