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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INTRODUCTION
회사소개 및 구조

·회 사 명
·대표이사
·
·
·
·
·
·

얼반웍스는독창적이고참신한기획력과차별화된제작노하우를바탕으로
해외공동제작으로활동영역을확장시켜왔습니다. 앞으로뉴미디어콘텐츠제작과
매니지먼트까지, 각분야의최고전문가들과함께K- culture를선도할수있는
종합미디어그룹으로의도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MORE THAN BETTER THAN”

자 본
설 립
주
TEL.
FAX.
홈페이

금
일
소

지

주식회사 얼반웍스
허건
김동현
30억
2009년 3월 12일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25 (목동, 대학빌딩 4,7층)
02-2644-0852
02-543-0851
www.urbanworks.co.kr

㈜얼반웍스

㈜얼반웍스이엔티
설립일자 : 2013.5.16
대표이사 : 허 건
자 본 금 : 15 억
주요업종 : 매니지먼트
교육사업

㈜얼반웍스뉴미디어
설립일자 : 2015.11.2
대표이사 : 허 건
자 본 금: 2억
주요업종 :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개발

㈜얼반웍스필름
설립일자 : 2016.6.15
대표이사 : 허 건
자 본 금: 1억
주요업종 : 영화 제작 및
투자

ORGANIZATION CHART
조직도
얼반웍스는 각 사업부 간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회사구조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CEO
기획실

경영지원부

프로덕션사업부

예능/교양

드라마

마케팅

해외사업

공연사업

SUBSIDIARY COMPANY

ORGANIZATION CHART
자회사 조직도
얼반웍스는 각 사업부 간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회사 구조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얼반웍스뉴미디어

기획/개발팀

제작팀

㈜얼반웍스필름

㈜얼반웍스이엔티

연기사업부

음반사업부
(신인개발)

교육사업부

(이스타아카데미)

기획/개발팀

제작팀

COMPANY HISTORY
회사 연혁
■ 주요 연혁

■ 업무 협약

2018.02

사명 변경 ‘얼반웍스’

2017.12

백석문화대학교 LIC+ 뉴미디어 협약반 산학협력 체결

2017.02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가입

2017.11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산학협력 체결

2016.06

㈜얼반웍스필름 설립

2017.07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산학협력 체결

2016.03

기업부설연구소 [방송 콘텐츠 창작 연구소] 설립

2017.06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협력 약정 체결

2015.11

㈜얼반웍스뉴미디어 설립

2016.04

다음카카오페이지 전략적 사업제휴 체결

2015.08

㈜이스타 방송, 실용음악 아카데미 확장 이전

2016.01

에듀라인 업무협약 체결

2014.06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반 제작지원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2015.05

예랑 프로덕션 글로벌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13.10

㈜이스타 방송, 실용음악 아카데미 설립

2015.02

제일기획 글로벌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14.05

동아 방송예술대학교 (방송) 산학협력 체결

2013.05

㈜얼반웍스이엔티 설립

2014.05

남서울대학교 (방송) 산학협력 체결

2013.02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3.08

서울영상고등학교 (방송) 산학협력 체결

2012.12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2008 인증

2012.09

㈜빌보드코리아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12.02

㈜이스타코 계열사 편입

2012.07

홍익대학교 (방송/광고) 산학협력 체결

2012.01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광고 대행사 등록

2012.07

청운대학교 (방송/광고) 산학협력 체결

2011.07

한국콘텐츠진흥원 [3D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2011.03

드라마 제작부 신설

2010.10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광고 대행사 등록

2010.03

드라마 카메라팀 신설

2009.12

벤처기업인증

2009.04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 인증

2009.03

㈜얼반웍스미디어 설립

■ 수상 이력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 1채널 1우수 프로그램
TV 조선<살림9단의 만물상>

2016

<대한민국 리딩 기업 대상> - 미디어 콘텐츠 부문 2년 연속 수상

2015

<대한민국 리딩 기업 대상> - 미디어 콘텐츠 부문 수상

2015

<굿 컴퍼니 대상> - 콘텐츠 기업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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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BUSINESS
주요 사업

PRODUCTION BUSINESS
프로덕션 사업
프로덕션 사업부에서는 얼반웍스만의 크리에이티브 한 기획으로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공동제작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콘텐츠 다각화
PRODUCTION
BUSINESS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

>
>

>
>

지상파와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여
방송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능전문 프로덕션으로 출발해 교양/다큐,드라마, 영화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넓히고 참신한 기획력으로
미디어시장의 새로운 동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이고 고효율적인 마케팅사업으로
콘텐츠 생산에 연계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PRODUCTION PORTFOLIO
프로덕션 포트폴리오
얼반웍스는 차별화된 제작 노하우로 예능, 드라마, 다큐, 해외 생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의 선두 주자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SBS 예능 <런닝맨>

▲ KBS2 <라디오 로맨스>

▲ OCN <나쁜녀석들:악의도
시>

▲ CH CGV 해외 생중계 <아카데미 시상식> 85회~89회

▲ SBS <일요특선다큐>

▲ V앱 <크리샤츄의 츄러스>

▲ CJ E&M <렛미인 시즌2~5>

▲ 절강위성TV <달려라 형제>

▲ TV조선 <만물상>

▲ MBN <엄지의 제왕>

▲ YOUKU [남신여신1~2]

DOMESTIC TV PROGRAM
국내 TV 프로그램
얼반웍스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드라마
얼반웍스는 자체 보유한 실력 있는 작가 및 전문 프로듀서를 통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양질의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의 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드라마 포트폴리오

▲ OCN 오리지널 드라마
<히어로>
2012년

▲ OCN 오리지널 드라마
<나쁜녀석들>
2014년

▲ KBS2 수목드라마
<맨몸의 소방관>
2017년

▲ OCN 오리지널 드라마
<나쁜녀석들:악의도시>
2017년-2018년

▲ KBS2 월화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2018년

▲ tvN 단막극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2018년

OVERSEAS TV PROGRAM
해외 TV 프로그램

▲ YOUKU [남신여신1~2]

▲ 텐센트 [워더메이짱꾸에이미]

▲ 절강위성TV [인생제1차]

▲ CCTV4 [달려라교실]

▲ 동방위성TV [오늘뭐먹지]

▲ 절강위성TV [24시간]

▲ 북경위성TV [둘째시대]

TV PROGRAM HISTORY
TV 프로그램 연혁

2018
채널 A <황금식판>
MBN <폼나게 가자 내멋대로>
중화TV <주유천하>

KBS 드라마 <라디오로맨스>
tvN 단막극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2017

2016

CH CGV
KBS2
TV조선
TV조선
SBS
KBS2
NAVER V앱
채널A
SBS WEB
CH CGV
tvN
SBS GOLF
tvN
TV조선

<제89회아카데미시상식>
<2TV 생방송아침이좋다>
<살림9단의 만물상>
<아름다운당신3>
<일요특선다큐>
<맨몸의소방관>
<크리샤츄V앱채널>
<유쾌한삼촌>
<맥덕여행>
<군함도무비멘터리>
<엄마는연예인>
<스타워즈끝까지간다>
<나의영어사춘기>
<최고의만찬>

OCN 드라마<나쁜녀석들:악의도시>

<
<

SBS
CH CGV
KBS2
SBS
tvN
On Style
tvN
Mnet
MBC every1
iMBC
채널A

2015
<일요일이좋다-런닝맨>
<제88회아카데미시상식>
<2TV 아침>
<SBS생활경제>
<렛미홈>
<마이보디가드>
<바벨250>
<우주Like소녀>
<헬로우큐슈>
<K-COOK STAR>
<미.사.고 개국5주년특집>

해외공동제작
북경위성TV <둘째시대>
절강위성TV <24시간>
텐센트 <워더메이짱꾸에이미>

<
<

SBS
MBN
tvN
JTBC
채널A
CH CGV
KBS2
KBS W
KBS W

해외공동제작
동방위성TV
CCTV4
절강위성TV
Youku

<일요일이좋다-런닝맨>
<엄지의제왕>
<Let美人시즌5>
<힐링의품격>
<구원의밥상>
<제87회아카데미시상식>
<2TV 아침>
<뷰티바이블2015FW>
<뷰티바이블2015SS>

<오늘뭐먹지>
<달려라교실>
<이것이생활이다시즌2>
<남신여신2>

TV PROGRAM HISTORY
TV 프로그램 연혁

2013

2014
SBS
SBS
MBN
OCN
Story on
CH CGV
CH CGV
JTBC
JTBC

<일요일이좋다-런닝맨>
<오! 마이베이비>
<엄지의제왕>
<드라마나쁜녀석들>
<Let 美人시즌4>
<로케이션in 마카오>
<제86회아카데미시상식>
<건강의품격>
<달콤한정보쇼! 꿀단지>

SBS <일요일이좋다-런닝맨>

SBS <일요일이좋다-런닝맨>

SBS <제19회한국뮤지컬대상>

SBS <김병만정글의법칙in

On Style <펫토리얼리스트>

마다가스카르>

On style <CHIME FOR CHANGE>

SBS <김병만의정글의법칙in

Story on <Let 美人시즌3>
<
<

CH CGV <제85회아카데미시상식>
tvN <우와한녀>

SBS <총선특집스타킹>
SBS <2012국민의선택>
OCN <드라마히어로>

JTBC <건강한당신>

Story On <Let 美人시즌2>
JTBC <신드롬>

2010

2011
<일요일이좋다-런닝맨>
<김연아의키스& 크라이>
<설날특집아이돌의제왕>
<2011SBS가요대전>
<정글의법칙시즌1>
<슈퍼모델선발대회>
<I'm Real 송중기>
<발효가족>
<김연아의올댓피겨스케이팅>

바누아투>

<
<

MBN <엄지의제왕>

해외공동제작
절강위성TV <달려라형제/ 의사이니까/
인생제1차>
YOUKU <남신여신시즌1>

SBS
SBS
SBS
SBS
SBS
SBS
QTV
JTBC
올댓스포츠

2012

<
<

2009
SBS
SBS
SBS
SBS
MBC every1
MBC every1
QTV
KBS DRAMA

<일요일이좋다-런닝맨>
<김정은의초콜릿>
<태극기휘날리며>
<절친노트3>
<오밤중의아이들>
<우아한인생>
<여자만세>
<너라면좋겠어>

<
<

SBS
SBS
SBS
SBS
SBS
SBS
QTV
MBC every1

<생활경제>
<미스터리특공대>
<패밀리가떴다>
<연애시대>
<인기가요>
<TV로펌솔로몬>
<러브택시>
<아이돌군단의떴다! 그녀>

MARKETING BUSINESS
마케팅 사업
마케팅사업부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풍부한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방송광
고에서
PPL과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까지,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제시
합니다.

▲ 예능프로그램 PPL

▲ 드라마 PPL (제품 기능 노출)

▲ 교양프로그램 협찬

▲ 가상광고 진행

▲ 다큐멘터리 협찬

▲ 프로그램 제작 지원 (자막 광고)

Chapter .03

GLOBAL CONTENTS BUSINESS
글로벌 콘텐츠 사업

GLOBAL CONTENTS BUSINESS
글로벌 콘텐츠 사업
얼반웍스는 자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글로벌 프로모션
(공연/팬미팅)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K-POP 부가사업

OVERSEAS CO-PRODUCTION
해외 공동 제작
얼반웍스는 참신한 기획력과 업계에서 인정받은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중국)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한류문화와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 파트너사 제작 시스템 구축
URBANWORKS
Collaborating System

2. 프로그램 콘셉트별 기획/연출

3. 로케이션 촬영 / 제작 지원
4. 현지 관계사 간 협력 사업 진행

▲ 절강위성TV [인생제1차]

▲ 절강위성TV [달려라형제]

OVERSEAS PROMOTION BUSINESS
해외 프로모션 및 공연 사업
얼반웍스가자체콘텐츠개발능력을바탕으로다양한해외프로모션및공연사업을진행중입니다.

▲ <김종국> 대만 콘서트

▲ RACE START FAN MEETING <런닝맨 팬미팅> SEASON 1~3

▲ <일리네어 레코즈> 프로모션 (홍콩/대만) ▲ <크리샤 츄> 팬미팅 (필리핀)

Chapter .04

SUBSIDIARY COMPANY
자회사 소개

SUBSIDIARY COMPANY
자회사 소개
얼반웍스는자회사들을기반으로콘텐츠사업을전분야를
아우를수있는종합미디어그룹사로발전해나가고자합니다.

㈜얼반웍스이엔티

이스타방송 ·실용음악아카데미

-연기사업
-음반사업
-신인개발

-소속아티스트트레이닝
-K-POP 관련부가사업
-입시/취미실용음악아카데미

㈜얼반웍스뉴미디어
-웹콘텐츠기획/개발
-콘텐츠판권사업
-콘텐츠유통및비즈니스

㈜얼반웍스필름
-영화시나리오기획/개발
-영화제작투자
-해외합작영화제작

URBANWORK ENT.
얼반웍스이엔티 소개
얼반웍스이엔티는사람을먼저생각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시스템과이스타아카데미만의전문트레이닝시스템을통
해아티스트의개성과장점을극대화시키고, 끼와재능을갖춘
신인발굴∙육성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팩
스홈
페이지

주식회사얼반웍스이엔티
허건
2013년5월18일
서울시양천구오목로325 (목동, 대학빌딩7층)
02-2061-0070
02-2643-0851
www.urbanworks.co.kr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아티스트의개성과장점을최대한부각시킨단계별
마케팅을진행하며관리, 육성, 시기별홍보방안과
참신한기획을바탕으로한종합매니지먼트

아티스트
콘텐츠사업

전문인력의결합을통해소속아티스트만의콘텐츠를
개발하고체계적인마케팅을통해국내외
MD사업및부가사업의발판을마련

시너지
효과

그룹사와의유기적인컬래버레이션을바탕으로
얼반웍스만의독보적인인재육성시스템을확보

URBANWORK ENT.

BUSINESS FIELD
얼반웍스이엔티 사업영역
얼반웍스이엔티는엔터테인먼트시장에서분야에서
최고의아티스트로성장할수있도록각분야의전문가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연기사업
· 아티스트매니지먼트
· 아티스트MD 사업

교육사업
· 아티스트트레이닝
· K-POP 관련부가사업
· 입시/취미실용음악아카데미

음반사업
· 앨범제작및유통
· 신인개발및육성

URBANWORK ENT.

ARTIST l ACTOR
얼반웍스이엔티 소속 배우

URBANWORK ENT.

ARTIST l SINGER
얼반웍스이엔티 소속 가수
크리샤 츄 (Kriecha Chu)
·
·
·
·

방 송
SBS <K-POP STAR 시즌6> THE LAST CHANCE / 퀸즈 <준우승>
OBS <어디ROAD>
채널A <우리도 국가대표다>
arirang TV

앨범
·싱글 앨범 1집 < trouble > 2017년 5월24일 발표
·미니 앨범 <Dream of Paradise> 2018.1월3일 발표
이 슈
·iTunes <Philippines> TOP 10 진입
·네이버 CAST 인기 영상 1위
광 고
·데쌍트/ <츄앤>,<사브작> 대상청정원/ <홀리카홀리카>엔프라니/ <바디히트> (주)비와이씨
<연세생활건강 마스크팩>연세대학교

URBANWORK ENT.

E·STAR ACADEMY
이스타아카데미 소개
얼반웍스이엔티의 <이스타방송 ·실용음악아카데미> 교육사업을
통해 드라마 OST/예능, 방송 음악의 주기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 프로듀서 및 보컬트레이너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K-POP을 겨냥한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스타 방송·실용음악 아카데미
허 건
2013년10월10일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21-1 (목동, 서경빌딩2층)
www. Estaracademy.co.kr
02.2653.1255

■ 사업 분야

1. 소속아티스트트레이닝

2. K-POP 관련부가사업

3. 입시/취미실용음악아카데미

URBANWORK ENT.

E·STAR ACADEMY
이스타아카데미 포트폴리오
이스타아카데미는정기적인오디션및해외프로모션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의사업을확장해나갑니다.

▲얼반웍스이엔티_이스타아카데미공개오디션

▲K-POP 체험프로그램

▲OST및앨범제작

URBANWORK
NEW MEDIA.
얼반웍스뉴미디어 소개
얼반웍스뉴미디어는급변하는미디어시장에서새로운콘텐츠와
플랫폼개발로다가올미래에발빠르게움직이고자합니다.
가능성있는원작및역량있는작가, PD를위해
얼반웍스뉴미디어의문은항상열려있습니다.
웹콘텐츠
기획/제작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팩
스홈
페이지

주식회사 얼반웍스뉴미디어
허건
2015년 11월 2일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25 (목동, 대학빌딩 4층)
02-2644-0852
02-2643-0851
www.urbanworks.co.kr

신규플랫폼
개발

콘텐츠유통및
비지니스

URBANWORK NEW MEDIA.

WRITER LIST
얼반웍스뉴미디어 작가 소개
얼반웍스뉴미디어는드라마제작의전문인력을통해완성도높은방송콘텐츠를제작합니다. 또한인
기콘텐츠원작을확보함으로써2차제작가능한콘텐츠를제작합니다.

DRAMA WRITER
황은경 작가

한정훈 작가

권순원 작가

강은선 작가

2015JTBC <디데이>
2012KBS <해운대연인들>
2011SBS <시티헌터>
2010SBS <대물>
2008MBC <뉴하트>
1980–2002MBC <전원일기>

2017OCN드라마<나쁜녀석들2>

2015영화<강호출산기>

2016OCN드라마<38사기동대>

2015영화<내귀에도청장치>

2015tvN <신분을숨겨라>

2014OCN드라마<나쁜녀석들>

2006영화<맨발의기봉이>

2012OCN드라마<뱀파이어검사2>

2003영화<그레이스켈리>

2011OCN드라마<뱀파이어검사>

2010MBC <사랑을가르쳐드립니다>

-공모전당선신인작가
· 김지현, 문경환작가

· 윤정숙작가

-역량있는작가및원작확보
· 소속작가7명
· 인기웹툰원작<연모>1편)

인기웹툰원작<연모>

2014OCN <나쁜녀석들>
2012OCN <뱀파이어검사시즌2>
2011OCN <뱀파이어검사시즌1>

URBANWORK FILM.
얼반웍스필름 소개
얼반웍스필름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얼반웍스만의 영화를
만들고자합니다.국내및해외투자배급사와연계하여참신한소재
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제작에서 투자까지 아우르는 영화시장의 조
용한강자로자리매김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시나리오기획/개발
국내 투자, 배급사들과연계하여
시나리오기획및개발

영화제작/투자
자체제작으로영화개발, 기획, 제작진행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팩
스홈
페이지

주식회사 얼반웍스필름
허건
2016년 6월 15일
서울시양천구오목로325 (목동, 대학빌딩7층)
070-4172-6993
02-543-0851
www.urbanworks.co.kr

해외합작영화제작
미국, 중국, 동남아등의한류트렌드에따른
참신한소재개발및해외시장진출모색

www.Urbanworks.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