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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현황
1-1 개요

1-2 연혁

02

1-1 개요
플래컴은 브랜드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브랜딩의 핵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 기관 및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브랜드의 방향성부터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실행, 브랜드의 가치와 성장을 견인합니다.
회 사 명
사업분야
대표자
본사
R&D연구소

주식회사 플래컴
공연행사대행
공동대표 이호식 / 공동대표 노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1076호(역삼동, 동경빌딩)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9번길 36

연락처

02.3676.3020

이메일

placom2030@naver.com

홈페이지

Fax : 02.3453.6998

www.plac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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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혁
2019~

㈜플래컴 출범

2010~

프로젝트 기술집약

2006~

오디오콘트롤스 출범

2002~

에버뮤직 운영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one-stop 솔루션

On-Off 하이브리드, 시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음향 및 영상시스템구축

대한민국 최초
클래식전문 인터넷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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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소개
2-1 소 개
2-2 서비스
3-3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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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개
플래컴이 그리는 그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로의 제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면시대의
=> 통신, 영상, loT의 축적된 기술의 보유로 코로나팬데믹이 불러온 비대면시대의 전개는 웹기반(Zoom과 YouTube 등)의 인터넷송출기술이 가능한
기업을 필요로 할때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에듀/ 라이브트립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이 플래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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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
플래컴은 브랜드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브랜딩의 핵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 기관 및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브랜드의 방향성부터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실행, 브랜드의 가치와 성장을 견인합니다.

기업 이벤트

비대면 시스템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및 지자체

전시, 행사대행

개발 및 운용

유학사업

콘텐츠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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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3-1 기업 이벤트 및 전시, 행사대행
3-2 비대면 시스템 개발 및 운용
3-3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학사업
3-4 기업 및 지자체 콘텐츠브랜딩
3-5 주요실적 및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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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이벤트 및 전시행사대행
- 전략 바탕의 기획과 컨설팅
-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차별화된 결과물
- 후속관리 Successful follow-up management

기획
행사 시나리오
장치 설치 계획
리허설
본 행사 진행
후속 조치
(영상편집 및 유튜브 방송 활용)

방송송출
비대면 행사의
특수한 영역

무대조명 및 음향영상
주 행사장의 장치 설비
스튜디오 보유

중계
각자의 위치에서
개별시청 하거나
시설 내 여러 장소에
분산 배치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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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대면 시스템 개발 및 운용
COVID-19로 촉발된 대면방식의 진화는 超대면 시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초대면 시대는,
- 기존의 통신, 영상, 음향기술에 네트워크, loT의 기술을 뛰어넘어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트립, 라이브에듀 등의 초대면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컨벤션, 국제회의, 페스티발 등 오프라인에서의 마이스산업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도하는
- 플래컴은 업계 경력 20여년이 넘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enefit 1

콘텐츠를 맞춤형 컨셉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Benefit 2

-Web기반 송출기술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구축
-주행사장의 각종 음향, 조명, 촬영장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한 트러스 구조물
-무대배경이 되는 LED스크린시스템
-다이내믹한 구성을 위한 방송용 ENG카메라 촬영 및 편집

비대면 행사에 관한 Solution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플래컴은 비대면을 넘어 超대면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Zoom, YouTube를 완벽하게 활용한 행사솔루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행사에 관한 제대로 된 Solution을 갖춘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쌓아온 전통적인 방식의 대면 행사의 경험과
- 2016년경 부터 수행해 온 각종 컨퍼런스, 비대면 포럼, 국가 간 화상회의의 노하우를 살려
-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국가적 규모의 비대면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왔습니다.

Benefit 3

비대면행사에 관한 솔루션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기술력과 통합 허브 시스템 구축에 따른
새로운 중대형 온오프 디지털마케팅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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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학사업
코로나 팬데믹에도 교육은 국내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할 때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습니다.
플래컴은 각종자격 취득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또, 해외유학을 위한 어학수료과정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넘나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교육콘텐츠 개발

각종자격취득

비대면
Language School

해외유학
one-stop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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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업 및 지자체 콘텐츠 브랜딩
-

중소기업을 위한 최고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서비스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각종기업인증 및 정책자금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내수시장 및 수출판로를 열어야 합니다.

해외시장진출 희망기업 및 지자체, 관련단체 경제교류 지원컨설팅
리서치&마케팅
프로젝트 지원
비즈니스 매칭

해외 경영 자문 서비스
글로벌 경영
현지화 전략
글로벌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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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원소개 및 조직도
4-1 임원소개
4-2 조 직 도
4-3 스튜디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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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1. 임원소개 1
공동대표

이호식

profile

수상

1986～95 (주) Yuhan-kimberly 마케팅 특수사업본부장

2001 한국일보주최 한국벤처기업 정통부장관상 수상 (엠씨글로벌)

미국 Kimberlyclark 한국 법인

2002 제3회 대한민국S/W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엠씨글로벌)

1995～01 (주) Crevic 대표

2002 한국신기술인증서 인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2001～02 (주) MCGLOBAL 대표

<장치 독립 유무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2003～09 MCGLOBAL 주식회사 일본대표

2012 소비자선택 파워브랜드 금융부분 대상 수상(조선일보)

2009～11 KJ GARDEN 주식회사 대표
2010～11 한일시티저널 발행인
2012～

KJ MONEY 주식회사대표

1998

미국 Comdex 참가

1999

KOTRA / 서울시주최 미국시장개척단 참가

주요 컨설팅 활동
한국기업 일본진출 컨설팅 2006년～2010년
일본JKIT 이사로서 한국KJIT회원사 13사 일본 진출 컨설팅 활동
(큐브리드, 제이디에프, 엔써티, 영림원 소프트랩, 유니온 정보시스템,
한글과컴퓨터, 날리지큐브 컴퓨터, 날리지큐브, 안철수연구소,

1999～00 미국 Kaff Inc 이사

웨세아이텍, 지오텍, 코리아와이즈넛 투비소프트, 포시에스 )

2002

일본 내 법인설립, 마케팅채널 확보, 한국 IPO지원, 투자 유치 등

전경련GBS (Global Business School)수료

2003～04 일본i-Park Tokyo 협의회 회장–일본
2004～05 KIN-JAPAN 이사 – 일본

해외투자유치 2009년～2019년
케이제이가든 - 일본건강식품 한국 롯데 홈쇼핑 방송
오션트러스트코리아 - 동남아 금융거점 서울로 유치

2006～11 JKIT (한일 IT경영협회) 이사–일본

UNH-I 트러스트 - 일본 오이타 종합리조트 한국기업 참여프로젝트 추진

2007～10 재일 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

케이유웰링 – 종합힐링프로젝트 ( 의료, 건강식, 운동치료, 스파 ) 강남 본점 운영

2009～11 신주쿠 한국발전위원회 부위원장

크레푸 글로벌- 일본도시락 공장 한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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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1. 임원소개 2
공동대표

노준환

profile
1992

주요 활동

이상문학상 청소년문학상 소설부문 수상

1997~99 인천 중앙한샘학원, 반포 한샘학원, 대치 한샘학원
언어영역/논술 대표강사
2000~02 대한민국 최초 클래식 전문 인터넷방송국 “에버뮤직” 운영
2001

이태리 주요 12개 성당 음향시스템 현지 조사 및 연구 분석

2001

제2회 PBC평화방송 창작생활성가제 수상

2002~04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건축지원팀장 및 수련팀장
2급 청소년지도사 (2003, 문화관광부)
2004~06 SI 전문기업 서울프로 책임 PD
2005 통합 신한은행(조흥은행합병) 비전 선포식
2006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선포식
2006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CI 선포식
2006~

오디오콘트롤스 대표

자격

IITP winter concert (2017, coex)
ICIS (2017, coex)
AMGEN (2017, Hyatt)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 발대식 (2018~2019)
농협중앙회 수해복구봉사활동 발대식 (2020)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토크콘서트 (2014~2016)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홍보관 가을음악회 (2016)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신나는 예술여행’ (2014, 12개 도시 순회)
남산골한옥마을 오대감 명절행사 (2016~2017)
인천지역자활한마당(2013~2017)
부평풍물축제 (2015~2017)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2015~2017)
목포해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사(2010)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내한공연 (2012~2018)
스페인 아카펠라그룹 ‘비보컬’ 내한공연 (2013~2018)
교황방한기념 환영음악회 (2014)
과테말라 루시엔테합창단 내한공연 (2016)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 정회원

생마르크합창단 내한공연 (2014)

소프트웨어경력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마케팅-IT서비스기획)

브라이언 크레인 내한공연 (2014)
우크라이나 국립레이디스싱어즈 ‘더 프린세스’ 내한공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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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직도

영상제작부

R&D센터

글로벌교육사업부

공연기획팀

엔터테인먼드 사업부

디자인실

설계시공팀

음향제작부

16

국내외 홍보 사업제안
1. 대면 및 비대면 행사 병행으로 최적의 홍보활동 추구
• 창립기념일/신년회/총회 등

기존 정례 행사

• 월별/지역별/주제별/이벤트별 정례 행사화
• 식목행사/수산물의 날/어부의 날/,보훈의 달/DMZ평화행진(전국지점연계)
• 특별공연/오페라/사진전/토크콘서트
• 온/오프라인 기사 및 광고 / SNS 홍보-공연/사진전/토크콘서트

판매 촉진 강화

• 지점별 맞춤형 이벤트 –지역축제와 수산물 연계
• 온라인 디너쇼- 고객 맞춤형 수산물 제공(체질형 추천)
• 지역 역사문화 보존운동-경주 사례

사회 봉사 활동

• 지자체 축제 연계/관광공사 전국 명승 100선 연계

• 불우이웃돕기/코로나 지원-물품 지원 및 자립방안 마련
• 기타 분야별 교류 기획 –광복회(순국 선열 및 독립유공자)/장애인 재활지원
• 축협회장 주최 사회봉사상 제정

해외 홍보 등

• 재외동포초청 국내구좌 갖기 운동
• 현지대사와 간담회-미얀마 돕기 등

• 다문화 가정/해외 노동자 후원 및 통장 갖기(해외 송금)

국내외 홍보 사업제안
2. 파트너사
분야
영상 (LED)

기업명

주요제품

협신디자인기획

LED 전광판, 비대면 중계

사운드독

atmosphere 4K

유노영상

촬영, 중계

한울미디어

촬영, 비대면 중계

화상회의

알서포트

리모트미팅

무대

한마음시스템 (포천)

무대, 조명, 음향, 트러스 등
토탈 시스템

영상 (촬영, 중계)

조명, 트러스

음향
콘텐츠기획/교육

이벤트PD

무대, 조명, 음향, 트러스 등
토탈 시스템

다온SD

KV2 audio 수입사

마초스튜디오

(이태원) 레코딩스튜디오

아이뮤지크

스피커 제조

Dr.Yim'체질라이프스타일연구
사상체질별 고객맞춤 마케팅
소
문화예술과 기업 및 지자체의
쇼델리
협업기획
청소년 인성교육 및 문화
최창수의 마음여행
여행

인싸이트컨설팅

SNS홍보 및 기업컨설팅

분야
공연 및 엔터테이먼트

기업 명

주요 제품

제이에스리테일&엔터테인
방송 및 콘텐츠 매니지먼트
먼트
한국공연예술원

한극연기수업과 학술
심포지움 및 공연

국내외홍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아시아 문화 및
경제교류/국내외홍보사업

해외마케팅

창대

일본취업 및
유학/특산품수출입

국내외 홍보 사업제안
3. 납품 실적
기업

지자체/정부
•
•
•
•
•

•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활동
발대식
• 농협중앙회 식목 행사 등
• 농협중앙회 전국대의원 비대면

교류회
• (주)성우에이텍 창립20주년 기
념행사

•
•
•
•
•
•
•
•
•
•

한국감정원 50주년 기념행사
국제 교육원 전북 교육청 한중고
교 비대면 교류
제주 국제 합창 축제 및 심포지엄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포럼
정보통신부 그랜드클라우드 컨퍼
런스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 융합
컨퍼런스
서울 혁신 챌린지
급진적미래 청년 컨퍼런스
고용노동부 K-Digital 트레이닝
통일부 평화경제 전문가 라운드테
이블
법무부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
스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 지역 자활
한마당
은평구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
설 기공기념식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신나는 예

단체
•
•
•
•
•
•
•
•
•
•
•
•
•
•
•
•
•
•
•
•

목포해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
사
명동성당 서울대교구 평신도 박람회
IITP winter concert (2017, coex)
ICIS (2017, coex)
AMGEN (2017, Hyatt)
동아시아 사진페스티벌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선포식
대전교구 병인순교150주년기념 순
교자현양대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5월 문화 축
제
인천교구설정 50주년 기념 감사예술
제
인천교구 정신철 보좌주교 서품식
인천항만공사 대회의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회의실
인천성모병원 전이암 센터 음향 및
영상 설치
제물진두 순교기념관 음향 및 영상
설치
인천 부평자활센터 음향 및 영상 설
치
한국수력원자력 토크콘서트
시흥 심포니오케스트라 ‘가을 愛 음
악여행’
세연문화재단 세연음악회
서울약사신협 ‘연미복타령’ 콘서트

해외

기타

• 교황 방한 기념 환영음악회
• 스페인 아카펠라그룹 ‘비보컬’
내한공연
• 과테말라 루시엔테합창단 내한
공연

• 남산골한옥마을 명절 행사
• 전국 학생 풍물 경연 대회
• 성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준공
식

• 생 마르크합창단 내한공연

• 은평 다목적 체육관 개관식

• 브라이언 크레인 내한공연

•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

• 우크라이나 국립 레이디스 싱어
즈 내한공연

의 파워클래식

국내외 홍보 사업제안
4. 대표 비대면 행사
• 국제 교육원 전북 교육청 한중고교 비대면 교류

•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벡스코

감사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3676.3020
이메일 : placom203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