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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미디어는

영상, 방송,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촬영과 편집, CG를 활용한 영상제작

페스티벌 및 콘서트, 기업행사 등의 중계촬영

LED 전광판(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설치 및 영상운영

비대면 온라인 중계영상 송출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울미디어 01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노하우를 접목시켜 남다른 빛과 색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비주얼을 만들어가는 ㈜한울미디어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hanulmedia.co.kr

한울미디어 l 회사소개

https://www.hanulmedia.co.kr/


· 방송, 콘서트, 페스티벌, 기업행사, 쇼케이스 현장 중계와 녹화
· SONY HDC-1700, 1500 (EFP카메라) 방송장비시스템 보유

· 고화질의 중계를 위한 솔루션 제공

중계촬영

· LED DISPLAY 영상 시스템 (300인치 기준 6 Set 보유)

· 16,000 안시 빔프로젝터 (200인치 기준 2 Set 보유)

· 최상의 영상 시스템을 위한 운영 및 설치, 렌탈 서비스 제공

영상시스템 (LED Display / Beam Projector)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행사를 위한

비대면 중계 프로세서(Untact Relay Processor) 솔루션 제공

· 유튜브(YouTube) 및 SNS 계정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송출

실시간 온라인 송출

한울미디어 02

한울미디어 l 사업분야

※ 본 사진자료는 ㈜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방송 프로그램, CF, 기업 및 기관홍보영상, 각종 인터뷰, 바이럴 영상

· 행사용 오프닝/주제영상, UHD/FHD 영상제작 등

· 다양한 영상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비주얼 솔루션 제공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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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현재

· 신한금융그룹 신한경영포럼 [Breakthrough 2022]

· 영등포구청 영등포 문화도시 선포식 중계촬영 및 영상 운영

· GN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신년회 및 신제품 발표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양준일 팬미팅 <REBOOT: 우리만의 여행> 중계촬영

· <포르테 디 콰트로 x 크랙실버 슈퍼 콘서트> 중계촬영

· 한국공학한림원(NAEK) 2022년 신년하례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삼성생명 <비지니스 라이브온>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no Convergence Conference(NCC)> 행사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2021 신한카드 업적평가대회 <신한 Play:er>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국립산림과학원 <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LED 설치 운영

· IMI 전경련 국제경영원 조찬경연 중계촬영 및 영상 운영

· 한국공학한림원(NAEK) 정기 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그룹 베리베리(VERIVERI) 팬미팅 온라인 송출 운영

· <쇼그맨> 춘천 콘서트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 어썸 뮤직 페스티벌 중계촬영

· 2022 서울문화재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삼성화재 70주년 기념행사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현장 LED 영상 운영

· 2022 골든차일드 온라인 콘서트 <PLAY> 온라인 송출 운영

· 숭실대학교 숭실포레스트x유튜브Live On-Off 토크쇼 <선TALK>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교육부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 중계촬영

· 세계일보 <2022 한반도 평화서밋>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모의 날> 현장 영상 운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2022 NKCL THE FIRST THANKS DAY>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LED 설치 운영

· 2022 AB6IX CONCERT [COMPLETE WITH YOU] 온라인 송출 운영

· 원티드x브랜디 LABs talk 기술조직 채용설명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2022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 메타포닉> 중계촬영

· 도이치모터스그룹 어워드 세레모니 2022 행사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VJ영상제작 운영

한울미디어 l 회사연혁

2021 * 중계촬영 시스템 장비 확장 (SONY HDC-1500 카메라 시스템 구축)

* 사옥 신축 입주 (2021. 5)
· 전경련 CES 2021 디브리핑 & MWC 인사이트 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방통대 2021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IMI 전경련 국제경영원 조찬경연 중계촬영 및 영상 운영

· 한국공학한림원(NAEK) 정기 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최종현학술원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시간여행> 중계촬영

· 포레스텔라 전국 투어 콘서트 <The Forestella 2021> 중계촬영

· 현대모비스 청소년 공학리더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중계촬영

· 팬텀 오브 클래식 앙코르 콘서트 중계촬영

· 2021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롯데문화제단 <오노프 콘서트: 1~5>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올레tv·Seezn·KAVECON)

· 4.16 청소년 창작경연대회 <별꿈>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주터키한국문화원 <온라인 전통공연>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대한약사회 <2021년 약사포상 시상식>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 도봉구청 <2021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중계촬영 및 영상 운영

· 한중글로벌협회 언론인포럼 및 발기인대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과 융복합: 기술과 장애의 불안한 동행>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DGB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온라인 송출 운영

· fn파이낸셜뉴스 제11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이진혁 온택트 라이브 <SHOW26>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올레tv·Seezn·KAVECON)

· KT 전사유통컨벤션 <2021 우보만리>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 한국노총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배민 11주년 특별방송국 <배민 에브리원>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OBS <김장훈의 숲서트> 1~8회 중계촬영

* <한울커뮤니케이션즈> 설립 (2008)

* <한울커뮤니케이션즈> → <한울미디어> 회사명 변경 (2013)
* 중계촬영 시스템 장비 확장 (SONY HDC-1700 카메라 시스템 구축) (2019)

* LED Display 시스템 장비 확장 (Gloshine AS Series) (2019)

* 비대면 중계 프로세서 (Untact Relay Prossor) 시스템 확장 (2020)
· 김호중 팬미팅 <우리家 처음으로>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김호중 콘서트 VOD <네버엔딩 스토리> 제작

2008
~20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CEO 지식향연> 중계촬영

· 한국공학한림원 정기 포럼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서울시 <서울책보고> 개관식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 서울시 기술교육원 합동입학식 중계촬영 및 LED 설치 운영

· 서울시향 고궁음악회 중계촬영 및 온라인 송출 운영

· 세월호 추모 5주기 <4월 음악회> 중계촬영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인문융합교류회 총 4회 촬영 및 편집

· 평창 동계올림픽 KOREA HOUSE 중계촬영

· 성남문화재단 <파크콘서트> 중계촬영 및 LED전광판 임차

·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선정 사업설명회 중계촬영 및 송출 운영

· 4대공사 심포지엄 중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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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미디어 l 사업솔루션

㈜한울미디어가 자신하는 업무 시스템은

현장 중계촬영, 영상 시스템 (LED Display) 운영, 온라인 송출 운영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업무 시스템은 현장 중계 영상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넷 송출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한울미디어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중계촬영 시스템 운영과 LED Display 시스템 운영, 온라인 송출 운영이 체계적이고 분업화되어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한울미디어가 유일합니다.

중계 촬영 시스템

영상 온라인 송출 영상 제작

방송 프로그램, CF, 기업 및 기관홍보영상,
인터뷰, 바이럴영상, 행사용 오프닝/주제영상, 
UHD/FHD 영상제작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비주얼
솔루션 제공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행사를 위해
전용 인터넷 송출PC 시스템을 운영하며

안정적이고 다양한 플랫폼의 송출 솔루션을 제공

영상 시스템 (LED Display)

각종 컨퍼런스, 포럼의 효과적인 운영과
기업 및 관공서 행사, 각종 페스티벌, 대형 콘서트까지
LED Display와 영상 운영 시스템이
완성도 높은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

Sony HDC-1700/1500 시리즈
멀티 포맷 HD 시스템 EFP 카메라로

고화질의 안정적인 중계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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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미디어 l 신제품

LED Display Photo Wall은 2160p60까지 원본 해상도를 지원하는 LED 디스플레이 형식의 포토존 스크린입니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여 실사인쇄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표현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포토월을 구성함으로써 행사의 퀄리티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LED Display <2.97mm / 90° 직각형>

GLOSHINE WⅡ&W pro series LED Display
(2.97mm pitch)

※ 90° 직각형 LED 사용으로
모서리 경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2.97mm LED 픽셀 간격으로 고해상도 화질과
안정적인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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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미디어 l 신제품 사용 예시

※ 설명을 위한 이미지입니다.

고해상도 LED SCREEN 포토월

고해상도 LED SCREEN 포토월은 색다른 비주얼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구성을 통해 행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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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한울미디어는

200여 고객사와 함께 연간 500회 이상

중계촬영, 중계영상 온라인 송출 운영, 영상제작/편집,

LED Display 설치 운영 및 LED 영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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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한울미디어는 효과적인 중계 촬영을 위해

멀티 포맷 HD 시스템 EFP 카메라 (Sony HDC-1700, HDC-1500)를

보유하고 있어 기동성과 유동성이 높습니다.

고객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최상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기적인 사내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울미디어 09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0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1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2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3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4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5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중계 촬영

: 페스티벌·콘서트·야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울미디어 16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페스티벌·콘서트·야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계 촬영



한울미디어 17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페스티벌·콘서트·야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계 촬영



한울미디어 18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한울미디어는 자체 주문제작한 각종 LED Display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트롤러 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제품과의 호환성이

매우 유리합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19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0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1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2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3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관공서·기업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4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페스티벌·콘서트·야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5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페스티벌·콘서트·야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6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쇼케이스·콘서트 행사 이벤트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LED Display) 설치 운영



한울미디어 27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한울미디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행사를

다양한 인터넷 플렛폼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중계 프로세서(Untact Relay Processo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중계 프로세서는 공연자(혹은 발표자)와 관객이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출입니다.

영상 온라인 송출 운영



한울미디어 28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운영 형식에 따라 다양한 포맷으로 인터넷 송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온라인 송출 운영



한울미디어 29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한울미디어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 운영 형식에 따라 다양한 포맷으로 인터넷 송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온라인 송출 운영

https://youtu.be/IihludO2sw0?t=8589
https://youtu.be/UcTcRrgkwWI
https://youtu.be/doDejlx8qoU?t=149
https://youtu.be/56UrWt_D-fw?t=9292
https://youtu.be/VtFQkIlD7dw?t=7740
https://youtu.be/VtFQkIlD7dw?t=1988
https://youtu.be/RJhIl6Oq9mM


한울미디어 30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운영 형식에 따라 다양한 포맷으로 인터넷 송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한울미디어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영상 온라인 송출 운영

https://www.youtube.com/watch?v=v3zRrZfgShE
https://youtu.be/bSDgTD-XfHs
https://youtu.be/Eq6nhWHPb7s
https://youtu.be/hsU0N7Pz4_c
https://youtu.be/h1rl2B0lqvc
https://youtu.be/Q9oaGZzqRGY
https://youtu.be/GEqsn18MntM


한울미디어 31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예능·콘텐츠 영상 제작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제작



한울미디어 32

한울미디어 l 주요실적

※ 본 사진자료는 ㈜한울미디어가 직접 진행한 행사 자료입니다.

: 예능·콘텐츠 영상 제작 고객사와 함께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제작



한울미디어 33

Sony Live System EFP Cameras HDC-1500

Sony Live System EFP Cameras HDC-1700

DataVideo OBV-2800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 EFP 중계 카메라

■ 카메라 콘트롤 유닛

■ 카메라 콘트롤 콘솔

Sony HDCU-1700

Sony HDCU-1000

Sony RCP-1500

Blackmagic Hyperdeck studio pro

■ 카메라 녹화기

Sony RCP-920 Blackmagic Hyperdeck studio HD pro

Blackmagic Hyperdeck studio

중계 카메라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4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Panasonic AV-HS410 Datavideo SE-2200Datavideo SE-2800Panasonic AV-HS400

Canon J11x4.5B IASE

Canon HJ21x7.8

Fujinon A 10x4.8 BEVM-28

Fujinon XA 17x7.6 BERM 17x 2/3"
Fujinon DIGIPOWER 55

■ EFP 카메라 렌즈

■ 영상 스위쳐

■ EFP 카메라 박스 렌즈

■ 영상 스위쳐

중계 카메라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5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 LED Display <2.97mm / 곡선형> ■ LED Display <2.97mm / 90° 직각형>

■ LED Display <4.81mm> ■ LED Display <2.97mm>

GLOSHINE AS Series LED Display
(4.81mm pitch)

Novastar MCTRL660
GLOSHINE WⅡ&W pro series LED Display

(2.97mm pitch)

GLOSHINE Curface series LED Display
(2.97mm pitch)

GLOSHINE WⅡ&W pro series LED Display
(2.97mm pitch)

LED Display 영상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6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 Presentation System ■ Presentation System

■ Presentation System ■ Presentation System

BARCO Encore LC (Large controller) BARCO Encore VP (2ME) BARCO Encore SC (Small controller)

NovaStar C1 Video Control Console Novastar N9 LED Multi Screen Seamless Switcher

LED Display 영상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7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ANALOGWAY Smart Quad

ANALOGWAY Smart Edge

ANALOGWAY Matrix LE

SPEED LEADER DVX602

VDWALL  LVP605s

PANASONIC PT-EX16KE

EPSON LCD PROJECTOR EB-1960 SANYO  LNS-T02 4.5-6.2 SANYO  LNS-S02 2.1-2.6

■ 영상 스위쳐

■ 빔프로젝터

■ 영상 스위쳐

■ 빔프로젝터 렌즈

LED Display 영상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8

Live Streaming Custom PC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Bridge X ODA CROSS SDI / HDMI SPLITTER

MOTU M2 2x2 USB-C Audio InterfaceBlackmagic
DeckLink Duo 2

Blackmagic
DeckLink
Mini Recorder

MSI Modern 15 A11M-i5 Notebook

AVMATRIX UC2018 SDI HDMI to USBBlackmagic Design DeckLink 4K Extreme 12G

MSI Platform Notebook

vMix
Live Production & Streaming 
Software

vMix 4K
Live Production & Streaming 
Software

■ 송출 PC

■ 영상 캡쳐 재생카드

■ 송출 프로그램

■ 오디오 인터페이스 / 영상 컨버터

온라인 송출 운영 장비



한울미디어 39

Sony A7M3 (ILCE-7M3) Canon EOS 5D MARK IV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Canon EOS 5D MARK II

Sony PXW FS7 Sony PXW Z190

Canon EOS C300 Mark III Canon EOS C70

DJI Ronin-S Gimbal

■ 미러리스 카메라

■ 캠코더

■ 하이앤드 카메라

■ 미러리스 카메라 짐벌

영상 제작 장비



한울미디어 40

Sony FE 70-200mm F2.8 GM

Sony FE 24-70mm F2.8 GMSony FE 16-35mm F2.8 GM

한울미디어 l 보유장비

Canon EF 70-200mm F2.8L IS III USM

GoPro hero 8

GoPro hero 9

Canon RF 70-200mm F2.8 L IS USM

Canon RF 24-70mm F2.8 L USM

TVLogic 23” Monitor

TVLogic 18” Monitor

Canon EF 16-35mm Canon EF 24-70mm

SENNHEISER SK100

SENNHEISER SK100 G4

■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 액션 카메라 ■ 모니터 ■ 마이크

영상 제작 장비



한울미디어 41

Tel. 031. 942. 0402 / 010. 8991. 0402

Mail, chchoits@naver.com

Webpage. http://www.hanulmedia.co.kr

CONTACT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647

㈜한울미디어



언제나 최신의 트랜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창의적인 시도를 거듭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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