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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설 립 일 자

홈 페이지

직 원 수

소 재 지(한국)

소재지(중국)

창조공작소

신소헌

2001년 3월 2일

www.creators.co.kr

10명 [ 음향 사업팀(6인) / 개발 디자인팀(2인) / 기획,마케팅(2인)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5 동우빌딩 2층

北京天娱无限科技有限公司 北京市朝阳区望京南湖东园122号博泰国际A座1210室

사 업 분 야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음반 제작 유통, 전자상거래

협 력 기 관 문화 관광부 산하 한국 게임산업 개발원 음향DB 단독 공급 업체
산업자부 지정 게임기술개발 지원센터 영상음향기술 공동 연구 업체
연세대학교 콘서바터리 실용음악과 산학협력업체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작곡전공과 산학협력업체
동의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 음악과 산학협력업체
천안 대학교 산학협력 업체
을지 대학 산학협력 업체
동서울 대학 산학 협력 업체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산학 협력 업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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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tudio I Music Studio II Sound Design Studio 

Control room

DAW(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 녹음실1, 녹음실2, MIDI실, 사운드 디자인실)
Pro tools, & Nundo, HD 192 Recording System, Yamaha MIX O2R x 2, Focusrite RED MIC pre AMP, Focusrite Comp, 
Dynaudio Acostic Speaker, AKG ULS 414 MIC / MIDI & Sound Design room  x 3 

Recording Booth

STUDI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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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Business Production

5.1CH MIXING

- 스마트폰 게임
- 온라인 게임
- 아케이드 게임
- 공연, 이벤트
- 방송, 광고, 홍보 영상
- 교재 개발

녹음[Recording]

- 성우 녹음
- 밴드 녹음
- 대중 가요 녹음
- Vocal 녹음
- Session 녹음

믹싱[Mixing]

- 영상 음향 믹싱
- 음악 믹싱
- 에니메이션 믹싱

효과음[sound Design]

- 국내 디지털 음반 유통사
-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 웹사이트 정산 배분

음반 제작

- 대중가요 음반
- 밴드 음반
- OST 음반
- 졸업 발표 음반
- 개인 소장 음반

작편곡

- 게임음악
- 교재음악, 챈트
- 동요, 캐릭터송
- 라디오 광고음악
- 방송 음악
- 에니메이션 음악
- 로고송

음반 유통 [license Provider]

- 애니메이션
- 테마파크
- 영화
- 4D 영상

WORKS

153



BUSINESS AREA

1 Sound Design

3 Publishing

2 Library
1.음향제작서비스

UI Sound Design
작곡, 편곡

사운드 이펙트 제작 및 편집
Recording Studio (성우,음반) 

5.1ch Surround Mixing

[교과서 오디오 제작, 라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제작 등]

장르 특화 서비스

게임사운드 [gamesound.co.kr]
교육음악 [Edusound.co.kr]

3.디지털 음반 유통 서비스

디지털 음반 유통 (Web/Mobile)
50여개 음원 포털 사이트
국내 이통3사 유통 서비스

가수및 음원 마케팅 프로모션 대행

2.음원 라이브러리 사업

Anton Franc’s Sound Library 제작 유통
Sound Effect Library 제작 유통

Library Web Site 운영

(2014년 OPEN!)
GameSound.net
EduSo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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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업팀 게임 사운드 디자인, 교재 제작(녹음,작편곡), 라디오광고, 애니메션 사운드,  방송 음악등 제작

MAIN MEMBER

신소헌 작곡가 / 음악감독 대표
경력 15년
동의대 대학원 뉴미디어작곡과 석사
현재, 연세 디지털 콘서바터리 실용음악과 강사
200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사운드 출강 / 2006년 강릉 정보산업 센터 게임 아키데미 출강 / 문화관광부 우수 게임 사전
제작 지원 사업 심사 / 문화관광부 2004, 2005 KGC 국제 게임 컨퍼런스 자문 / 문화관광부‘2004년 게임개발 동향분석 가이드’집필
문화관광부 2004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사업 심사 / 산자부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장비도입 심위 / 전게임산업 진흥원 음향실 팀장

배기완 작곡가 / 사운드 디자이너 본부장
경력 11년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 게임영상 음악제 심사위원 /Rock 밴드'PlayDux' 밴드 기타 / CCM 밴드 먹골리카 디지털 싱글 작,편곡
최은정 1집 타이틀'바라보다' 작,편곡 / 동국대 멀티미디어 학과 게임사운드 특강 / 창조공작소 음악사업팀 팀장

김소영 작곡가 / 사운드 엔지니어 팀장 경력 7년
한세대학교 작곡과 졸 /  KBS '사랑과 전쟁' BGM 작편곡
영화 '젓가락' BGM 작편곡 / 최은정 EP앨범 작편곡
창작동요제 다수 입상

이윤완 작곡가 / 사운드 기획 PD
경력 13년
상명대 음악학과 대학원
강릉 정보 산업 센터 게임 아키데미 게임사운드 출강 / 2006, 2007 동서울 대학교 게임학과 사운드 출강

강경록 작곡가 / 사운드 엔지니어 AD 경력 3년

신동혁 작곡가 / 사운드 엔지니어 AD 경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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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nd Design History - 1

2013년
-------------------------------------------------------
AUI Sound Design
[AUI] LG U+(인프라웨어) VPA UI 사운드 디자인
[AUI] PLAYHOOD LG Brand Stroy Ebook
[AUI] 대승인터컴 스티커 사진기 [아이스크림]
[AUI] 명화 오디션 APP
[AUI] LGU+ SCV 사운드 디자인

GAME Sound Design
[게임] 이노디스, 433 [1994로봇킹for kakao]ost
[게임] 블루레몬 [권왕]
[게임] 시드스톤 [RPG 게임 사운드]
[게임] 터치터치 [Cooking 게임]
[게임] 소리바다게임즈 [뮤직톡톡 for kakao]

[아슬아슬어린왕자 for kakao]
[게임] JW소프트 [강예빈 비키니 맞고] [미니게임], [미니몬]

[삼국패왕전(와룡전장)] [미니 스타워즈] 
[젠틀맨 리그] [빵빵팡!],[HFM], [에브리 펀치]

[게임] 비바게임 [스윙런 for kakao]크리스마스
[게임] JS games [리버스키퍼] 사운드
[게임] 하이모비 [버블오션], [슬롯머신], [에듀사우르스렉스]
[게임] 라이브플렉스 [미소녀 삼국지]
[게임] 오키오키 [강유미 안영미 맞고]
[게임] 오렌지크루 [라인도저z]
[게임] 지씨모바일 [플라잉윗치], [미니게임 3종]
[게임] AFEWGOOD SOFT [Farm Slot] [파라오 슬롯] 

[슈퍼 클래식 슬롯]
[게임] 메츠힛 탭탭 썬마린(숫자퍼즐)
[게임] 스타후르츠 [모두의 뿅뿅뿅 for kakao]

[와일드 바니 for kakao] [용병시대]
[게임] 씨엔솔루션 [고고돌]
[게임] 맙크리트 [뿌까레스토랑] [동화속파티셰] 업데이트 사운드
[게임] 그린클라우드 [섹시팡] 사운드 디자인
[게임] 레인드롭 [크레이지 비트]
[게임] 블루레몬 [권왕]
[게임] 아베크게임즈 [Summons Of Archaic]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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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ound Design
[교육 ] 메츠힛 미미시리즈 APP 사운드

[미미의 스케치북], [헤어 미미]
[미미 네일샵]
[코코몽 놀이동산] 사운드 디자인
[꼬마의사 코스튬]

[교육] 윤선생 영어랑 5호 스토리송
[교육] 웅진 영아 말놀이 놀이책 24곡

웅진 씽크빅 영어책 읽기
웅진 씽크빅 씽크펀 6호

[교육] 윤선생 영어랑 6호 Story Song
[교육] 에듀박스 7호 스토리송
[교육] 한솔 유아 DVD 챈트, 노래
[교육] 능률 굿잡 7호 Story Song
[교육] RNTS 동화 app book 20편

사운드 및 7개국어 더빙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왕초보 영어(일본어)]

워터베어소프트 스트레스 클리닉 한,일어
워터베어소프트 기적의 영어 학습법
워터베어소프트 에브리데이 토킹
워터베어소프트 스피킹 맥스 일본어
워터베어소프트 Unforget 영어
워터베어소프트 요럴땐 여행 한,일어
워터베어소프트 패턴영어 녹음 편집

[교육] 토익 송승환 영국인 성우 토익 LC자료 녹음[교육] 키즈키드 동요 80여
곡 제작
[교육] 한국몬테소리 몬테소리 Big 영어 챈트,송
[교육] 비즈키즈 비즈키즈 D팀 3학년 챈트
[교육] 세이펜

AD & ANI Sound Design
[녹음]대구지하철(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녹음] 오렌지크루 라인캐릭터 녹음
[애니] AMT Magic Soda 5.1MIX
[애니] 홍인터네셔날 VS피닉스S 로고 인트로 영상



2012년
-------------------------------------------------------
AUI Sound Design
[AUI] 대승인터컴 스티커 사진기 [앨리스]
[AUI] 인사이트미디어 수면 APP 음악

GAME Sound Design
[게임] JW소프트 [서바이벌 OX퀴즈 2] [퍼즐 앤 매직]

[목욕의 신], [길드배틀] [미니삼국], [군대스리가]
[게임] 메츠힛 [꼬불꼬불 미로놀이] [맞짱퀴즈], [숲속 올림픽]
[게임] 모비클 [Super Baseball] Online
[게임] 오드엠 Yahoo! Kids Apps
[게임 홍인터내셔널 다트 (Bull Sound - F1)
[게임] 블루베리 엔터테인먼트 [땅따먹기] [삼국지 디펜스]

[S1 타운 디펜스]
[게임] 소리바다 게임즈 [쥬얼 스타] [세븐포커], [Tap Step]
[게임] 스타후르츠 [좀비], [Tokkie] [치킨팝] [플라잉 버디for kakao]

[Quizzle] [스페이스팡팡 for kakao]
[게임] 온비즈넷 [여대생맞고], [쾌락소녀맞고]
[게임] 퍼플마루 [삼국지를 패다] [Demons Forge]
[게임] 맙크리트 [동화속 파티쉐] [Fashion]
[게임] 아르티브 [사천성]
[게임] 탭탭 썬마린 [숫자퍼즐]

Education Sound Design
[교육] 금성출판사 [초등 5~6학년 음악 교과서]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교육] 음악과 생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초등 3~4학년 음악 교과서]
[교육] 루시미디어 리틀 자연 북스 오디오(74편)

한자동화 오디오제작 (24편)
[교육] 메츠힛 [뛰뛰빵빵], [꼬마의사],

[팡팡팡 놀이터] 유아교육 App
[교육] edut 영어 App
[교육] RNTS 동화 app book 30편

사운드 및 4개국어 더빙

1. Sound Design History -2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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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워터베어소프트 [패턴600 - 고급 (영어)]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스트레스 클리닉]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스피킹 맥스 일본어]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기적의 영어 학습법]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에브리데이 토킹]
[교육] 토익 송승환 영국인 성우 토익 LC자료
[교육] YBM [시사영어 Picnic 5권 6권 7권]
[교육] 언어세상 / 언어세상 로고송

istorybook Level C:Jack and the Beanstalk
istorybook Level C:The sleeping beauty
istorybook Level C:Thumbelina

[교육] 해법에듀 해법 중국어 교실
[교육] 대교 눈높이 영어 3A 챈트
[교육] 튼튼영어 Moon3 – Story Chant
[교육] 교원구몬 첸트, 동요

AD & ANI Sound Design
[녹음] 대구지하철 안내 방송 (4개국어)
[녹음] 드림코러스 합창단 녹음
[녹음] 휴먼미디어테크 [서울시 GIS]홍보 내레이션
[영화] 독립 영화 [베짱이와 개미], [인어]
[영화] 독립 영화 [날개], [나르시시즘]
[애니] AMT [Night of Museum] 더빙 및 5.1ch MIX
[애니]홍인터내셔날 다트 게임 이벤트 영상 사운드
[광고] LG디스플레이 - 브라질 축구 대표팀
[공고] JW소프트 [서바이벌 OX퀴즈] 라디오 광고
[광고] 8 Seconds 홍보 방송(한, 일, 중)
[벨링] CJ E&M LG U+ 무료문자 알림음 20종
[벨링] ㈜티엔케이팩토리 디지털 콘텐츠 공급
[벨링] SK텔링크 “아이디벨” 컨텐츠 공급 계약
[벨링] KT 벨,링 어플리케이션 ASP 사업 진행
[벨링] TNK 애즐 벨소리 서비스 오픈



1. Sound Design Histo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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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AUI Sound Design
[AUI]기아자동차 UVO 사운드 디자인
[AUI] MegaBox

[메가지움,메가무비]사운드 디자인
[AUI] Mets HIT 중국 모바일 폰 UI 사운드 제작
[AUI] KT iPhone Embeded 사운드 디자인
[AUI] 팬택MI 사운드 디자인

GAME Sound Design
[게임] Gravity(그라비티) [뽀로로 미니게임]

[뽀로로와 과수원]
[게임] 리얼네트웍스 [Blow Beatbox]

[DJ Remix]
[게임] 드림코러스 [드림코러스]
[게임] 맘크리트 [뿌까의 레스토랑 for kakao]
[게임] Aquarius [ARA온라인]
[게임] CCV [여친맞고], [맞고 100단]
[게임] JW소프트 [허수아비 OX퀴즈]
[게임] (주)위즈덤 소프트 [Rabbits Foot]
[게임] 링크젠 [Jelly], [엔터시티]
[게임] 블루베리 엔터테인먼트 [땅따먹기]

[사천성]
[게임] 스타후르츠 [치킨팝], [OX퀴즈]
[게임] 온비즈넷 [Stamp], [색칠하기]
[게임] 오드엠 ipad apps [tapkiz]
[게임] 로지웍스(Logiworks) 게임 캐릭터

Education Sound Design
[교육] 메츠힛 [Catch The Lucky 7] 유아교육 App
[교육] 이퍼블릭 몬스터파닉스 스토리챈트
[교육] 온비즈넷 세계 동화책
[교육] 웅진 패스원 Wave English cotents
[교육] 몬테소리[ Big 영어 챈트],
[교육] 구몬 동요 (7곡)
[교육] 웅진 싱크펀 6호
[교육] 금성 출판사 ‘중학교 음악교과서CD 타이틀
[교육] NGO 대전 교육 정보원 온라인 교재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유아 어플 [터치베이비]

[베이비 월드]
[교육] 워터베어소프트 유아 동요 어플 50
[교육] 스포크시스템즈 오디오북 10편 7개국어

AD & ANI Sound Design
[광고] 골드오션 [카니발 2011] 홍보영상
[광고] 골드오션 [우리은행-청약]홍보영상
[광고] 진학사 [강원대학교] 홍보영상
[광고] 빅파일 라디오 CM
[광고] 엔타즈 라디오 CM
[녹음] 대구지하철 안내방송(4개국어)
[방송] 맥스타일 안내방송
[녹음] 드림코러스 합창단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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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회사 이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벨링]‘다이렉트디미어’ 모바일 제작 대행 계약

AUI Sound Design
[AUI] 멧츠힛 중국 모바일 폰 UI 사운드 디자인
[AUI] 대승인터컴 스티커 사진기 [러브스타]
[AUI] 대승인터컴 스티커 사진기 [블링블링]

GAME Sound Design
[게임] 라이브젠 [아스트로윙]
[게임] 위즈덤 소트 [하늘섬 타이쿤], [pushpull]
[게임] Gravity(그라비티) [뽀로로 보드놀이]
[게임] 링크젠 리듬게임 [드림오케스트라 2] 클래식 편곡
[게임] 시드모바일 [컬러피직스] [갤럭시 사천성]
[게임] 전주대학교 [던전], [바운스팽군]

Education Sound Design
[교육] ‘금성출판사’ 중등/고등 음악교과서 음원 제작
[교육] NGO 경북 교육 연수원 온라인 교재
[교육] 웅진 씽크빅 영어책 읽기 Song
[교육] 튼튼영어 Moon3 – Story Chant
[교육] 교원 구몬 챈트 및 Song
[교육] 웅진 싱크펀 6호 챈트 및 Song

AD & ANI Sound Design
[광고] Aquarius 홍보 영상 사운드
[공고] 빅파일 라디오 광고
[애니] 한국생활안전연합 [오토키즈] 더빙 5.1MIX
[테마](주)롯데월드 테마파크 '미러에이지'
[벨링]다이렉트디미어 모바일 제작 대행 계약
[벨링] 푸토엔터테인먼트 Smart App 알림음 다수
[벨링] 엔타즈 미디벨 300곡 제작

2009년
--------------------------------------------------------------------
[벨링] ‘코원시스템’ 모바일 제작 대행 계약,
[벨링] SKT 문자알림벨 컨텐츠 공급 및 운영 대행 계약
[벨링] ‘위즈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제작 대행 계약
[벨링] 엠포컴’ LGT 문자알림음 컨텐츠 공급 계약
[벨링] 온세통신 틴벨 제작
[벨링] 엠포컴 LGT 문자알림음 컨텐츠 공급 계약
[벨링]Com2 TV 디즈니 모바일 벨소리

AUI
[AUI] C&S 텔레콤 CVP2000 폰 Embedded 사운드디자인
[AUI] PXD 폰 UI 사운드 디자인
[AUI] UD4M 라이브러리 음원
[AUI] 팬택MI 사운드 디자인

GAME
[게임] ‘엔타즈’ 리듬게임 미디 공급 계약
[게임] 링크젠 [스트리트 뮤지션] 사운드
[게임] 링크젠 [워드어택], [바이러스헌터], [주팡] 사운드 디자인
캐쥬얼 레이싱 [크레이지 콤비]

Education
[교재] 금성출판사 초등 5,6학년 음악교과서 음원 제작
[교재]NGO 경북 교육 연수원 온라인 음악교재
[교재] YBM 시사영어 Picnic 5권, 6권, 7권
[교재] 언어세상 istorybook Level C:Jack and the Beanstalk
[교재] 언어세상 istorybook Level C:The sleeping beauty
[교재] 언어세상 istorybook Level C:Thumbelina
[교재] 언어세상 로고송
[교재] 해법에듀 해법 중국어 교실
[교재] 대교 눈높이 영어 3A, 4A 챈트
[교재] 몬테소리 Big 영어 챈트
[교재] 비즈키즈 D팀 3학년 챈트
[교재]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부르는 영어동요

AD & ANI
[ANI] (주)카프프로덕션 인터랙티브 사운드 디자인
[ANI]ESAN(이산) history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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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벨링] ‘엔타즈’ 모바일 제작 대행 계약
[벨링] ‘엔타즈’ KT 문자알림음 컨텐츠 공급및 운영 대행 계약

AUI
[AUI} 대승인터컴 스티커 사진기 [FreeStyle] 사운드 디자인

GAME
[게임] 엔타즈 리듬게임 미디 공급 계약
[게임] 링크젠 모바일 리듬게임 [드림오케스트라] 클래식 편곡

AD & ANI
[애니] (주)메커드 애니메이션 광고 롯데 엔터테인먼트 5.1 DTS
[애니] 소나기 애니메이션 슈가타운 Music & SE
[광고] 엔타즈 무게타 라디오 광고

2007년
--------------------------------------------------------------------
회사 이전(서울 송파구 방이동)

GAME
[게임] ㈜엔빌소프트 Online 캐주얼 Online 스포츠게임
[게임] ㈜넥스팝 Online 캐주얼
[게임] ㈜가이블 아케이드 오션킹
[게임] 생땍지베리 던젼헌터2
[게임] (주)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두더지 레볼루션
[게임] (주)오픈타운 비트메이커, Flash Ball, 플레쉬 메시징, 랠리, 사격
[게임] (주)모제스 길거리농구2
[게임] TOG 태왕전기
[게임] ㈜레몬 탱크
[게임] ㈜소프트엔터 RTS
[게임] Ez2Dj Ez2Dj

2006년
--------------------------------------------------------------------
[게임] 제3회 대한민국 게임 영상 음악제

주최 주관
[게임] 전주 게임뮤직 페스티벌 주최 주관

GAME
[게임] ㈜자바일 무사도
[게임] ㈜레몬 카페타이쿤
[게임] ㈜모제스 공포의 외인구단
[게임] ㈜레몬 별따기
[게임] ㈜모제스 나만의 골프
[게임] ㈜모제스 나만의 골프
[게임] (주)테크론시스템 플라잉 샤크
[게임] (주)모바인 오인용 맞고
[게임] (주)이퓨시스템 잼버거 스타포탈 보아 1차
[게임] (주)이퓨시스템 잼버거 스타포탈 보아 2차
[게임] (주)이퓨시스템 잼버거스타포탈 동방신기
[게임] (주)레몬 '슈퍼카'
[게임] (주)이퓨시스템 잼버거 스타포탈 보아 3차
[신화] online 사운드

ANI
[애니] (주)카프프로덕션 애니메이션 광고

성산패총
[애니] (주)카프프로덕션 애니메이션

사과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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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창조공작소’로 회사명 변경
[게임] 제2회 대한민국 게임 영상 음악제 주최 주관
[게임] 전주 게임뮤직 페스티벌 주최주관
[게임] 제6회 성균관 대학교 게임 개발 경진 대회 행사 대행 및 총 진행

GAME
[게임] 인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중국) Online 엑스 레이싱
[게임] ㈜한빛소프트 게임뮤직비디오 서바이벌 프로젝트
[게임] ㈜에스이 Online 불멸의 이순신, 아이언슬로프, 퍼즐, 맞고
[게임] ㈜CJ INTERNET Online DJ MAX
[게임] (주)이지네고 드래곤스헤븐2
[게임] (주)모리소프트 볼링게임
[게임] (주)생땍지베리 Five-go Music
[게임] (주)이퓨시스템 SKT 잼버거 6월 체험판
[게임] ㈜이지네고 MBC브레인서바이버
[게임] ㈜생땍쥐베리 히어로스퀘스트
[게임] ㈜모바인 아트란티스
[게임] (주)테크론시스템 “야심만만”
[게임] (주)테크론시스템 "인간시장"

Education
[교육] 게임 사운드 제작 산업기술대 교재 개발

AD
[광고] 두영전자 라디오 광고 두영전자
[광고] (주)메커드 홍보 엘지 실트론
[광고] 아모픽스 극장 광고 히퍼스
[광고] (주)선우 TV 광고 장래희망체험전
[광고] ㈜나라디지컴 홍보 중앙 박물관
[광고] (주)나라디지컴 홍보 교육 크라운 베이커리

2004년
--------------------------------------------------------------------
‘㈜게임뮤직’ 법인 설립
[게임] 제5회 청소년 게임음악회 후원
[게임] 전주 게임뮤직 페스티벌 주최 주관
[게임]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 게임 음향 DB 단독 공급

GAME
[게임] ㈜엔도어즈 Online 군주, 타임엔 테일
[게임]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콘솔 원어민
[게임] (주)머시드 아케이드 경마게임
[게임] ㈜머시드 아케이드 릴게임
[게임] (주)CJ INTERNET / DJ MAX Online [MusicGame] 버즈, 서문탁, JTL
[게임] (주)이지네고 "운수대통"
[게임] (주)지조인 우리말겨루기
[게임] (주)이지네고 "미션맞고"
[게임] (주)엠노리 홍길동전
[게임] (주)엠노리 숨은그림찾기
[게임] (주)모바인 오인용 톡톡 맞고
[게임] (주)웹왑 중국어 교육용 음향
[게임] (주)이지네고 토정비결
[게임] (주)이지네고 헌타이숨은그림찾기
[게임] (주)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 벽돌깨기 게임
[게임] (주)엠노리 뽁뽁이 터트리기
[게임] (주)이지네고 골프
[게임] (주)이지네고 미션맞고
[게임] (주)모바인 오인용격투기

Education
[교육] 문화 콘텐츠 진흥원 애듀미디어 사이버강좌 Filming &Editing
[교육] 문화콘텐츠 진흥원 러닝콤솔루션 사이버강좌 Filming &Editing
[교육] 서강대학교 EDUCATION 한국어학교재
[교육] 중소기업청 애듀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렌서 교육 과정 영상

AD & ANI
[애니] 아모픽스 극장광고 히포스 Recording
[애니] PROJECT 109 CHARACTER 김풍 캐릭터송 Rec & Mixing
[애니] (주)카프 애니메이션 우주 입체영화 5.1 DTS
[광고] 송파구의회 의정보고 및홍보 동영상제작 음향편집
[광고] ㈜효성 방송광고 효성그룹 광고영상
[광고] (주)아모픽스 홍보 KTC홍보영상 음향편집
[광고] 한국파크골프연맹 홍보 파크골프홍보영상
[광고] 필립스 광고 필립스 면도기 녹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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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천안 대학교 음악 학부 산학 협력 체결
[게임] 게임뮤직 페스티벌 주최 주관
[게임] 제1회 대한민국 게임 영상 음악제

주최 주관
[게임] 산업자원부 지정 게임 기술 개발 지원센터

게임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 DB구축 사업
[게임] 일본 게임시장 진출 (재)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

MOVIE 촬영 편집 전략 세미나
[음반] 순수 국내 제작 Music Library 발매 (음악 라이브러리 음반 발매)

AUI
[AUI] (주)베스티 아이 완구 장난감 음향
[AUI] (주)쳇토이닷컴 완구 장난감 음향 동요

GAME
[게임] ㈜하이윈 온라인 “아바타르스” OST포함
[게임] (주)한빛소프트 광고 네오스팀 홍보영상
[게임] (주)한빛소프트 광고 탄트라 홍보동영상
[게임] 그라나도에스파타 홍보
[게임] (주)한빛소프트 광고 영상
[게임] (주)오투미디어 온라인 “조용필곡” "울트라매니아"
[게임] (주)자바일 스타포스
[게임] (주)엠노리 미로탈출게임
[게임] (주)이지네고 틀린그림찾기 콕콕
[게임] (주)자바일 속기바둑
[게임] 모바인 고스톱
[게임] (주)자바일 "트래픽"
[게임] (주)자바일 "무사도"
[게임] (주)비제이모노 "땡겨땡겨"
[게임] (주)모바인 "케리비안베이"
[게임] (주)비제이모노 "로고"

[게임] (주)비제이모노 "미소녀 프로레스링"
[게임] (주)모바인 "비"
[게임] (주)비제이모노 "블록깨기"
[게임] (주)이지네고 "포커게임"
[게임] (주)이지네고 "Nonstop"
[게임] (주)자바일 "킹오브파이터"
[게임] (주)비제이모노 족구불패
[게임] IDA Partners 성인 고스톱

Education
[교육] (주) 비제이모노 토익 토플 영어 공부

AD & ANI
[애니] (주)카프 애니 우주 입체영화
[애니] (주)카프프로덕션 애니 이기
[애니] (주)하이테크미디어 플래쉬애니 지옥
[애니] (주)이메진하이 애니메이션 트라이 킹덤 5.1
[애니] KAF 애니 '화이트 티론' 애니메이션 5.1
[애니] KAF 애니 '진품 공룡전' 전시 애니메이션
[방송] (주)코엑스 행사 중계방송 2003 카멕스 게임 대전 중계방송, 촬영
[광고] 허리토크 광고 "모노리스" 광고 음악,음향
[광고] (주)벨류스페이이스 라디오광고 사이버파크
[광고] 한국파크골프중앙회 홍보동영상
[광고] 허리토크 TV-광고 엠피아이 MP3 플레이어
[광고] 송파구의회 홍보영상, CD 2003 "송파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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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게임] 산업자원부 산하 게임 기술 개발 지원 센터

음향 기술 공동 연구 업체 선정

HRTF & 테마파크
[전시] (주)롯데월드 테마파크
3D 입체음향관 유령의 성
[전시] ENM 프리젠 3D SOUND 입체음향 제작
[전시] (주)롯데월드 테마파크 '후룸라이드'
[전시] (주)AEP 테마파크 인터넷
사이버 게임 캐릭터 엑스포 대전
[전시] 코엑스 패밀리 공룡전 테마파크 전시장
[전시] (주)롯데월드 테마파크 피라미드의 붕괴

GAME
[게임] (주)프리첼 온라인 노라조 맞고
[게임] (주)컴프로자드 온라인 탕
[게임] (주)미디어러쉬 PC 게임 "아코"
[게임] (주) 자바일 스트립 포커
[게임] (주) 이지네고 틀린그림찾기 콕콕
[게임] (주) 이지네고 브레인 서바이벌
[게임] (주) 이지네고 헨타이 숨은그림 찾기
[게임] (주) 비제이모노 코리안특급 박찬호
[게임] IDA Partners 고스톱
[게임] (주) 이지네고 변강쇠
[게임] (주) 자바일 사무라이 쇼다운
[게임] (주) 이지네고 제니오
[게임] (주) 자바일 스트립 포커
[게임] (주) 자바일 포켓다이어트

AD & Film
[광고] KAF 광고 공룡전 광고 CATV 전체
[광고] 송파구의회 CD, Video 구의회 의정 보고서 Filming &Editing
[광고] 한국 수채화 화가 협회 Video 세계 수채화전시회
[광고] (주) 아이들 세상 프리젠 베이비 시터

[방송] 중소 기업청, (주) 한울 방송 벤처 트랜드 1부~8부 음향 편집
[광고] (주) 한국통신 한겨레 21 CD 한민족 네트워크
[광고] 보건 복지부, (주 ) 한국 얀센 CD TITLE
[광고] 2001 정신 장애 극복 재활 대회 홍보 영상 Filming &Editing
[게임] 산업자원부 산하 게임 기술 개발 지원 센터 음향 기술 공동 연구 업체

2001년
-----------------------------------------------------------------
‘Blue M’ 설립
GAME
[게임] (주)프리첼 온라인 노라조 맞고
[게임] (주)컴프로자드 온라인 탕
[게임] (주)미디어러쉬 PC 게임 "아코"
[게임] (주) 자바일 스트립 포커
[게임] (주) 이지네고 틀린그림찾기 콕콕
[게임] (주) 이지네고 브레인 서바이벌
[게임] (주) 이지네고 헨타이 숨은그림 찾기
[게임] (주) 비제이모노 MA1 컨버팅
[게임] (주) 비제이모노 코리안특급 박찬호
[게임] IDA Partners 고스톱
[게임] (주) 이지네고 변강쇠 숨은그림 찾기
[게임] (주) 자바일 사무라이 쇼다운
[게임] (주) 이지네고 제니오 로고
[게임] (주) 자바일 스트립 포커
[게임] (주) 자바일 포켓다이어트
[게임] (주)커멘조이 온라인 플래닛 추가효과제작
[게임] (주)코리아비주얼스 아케이드 "진해 강원함"
[게임] 게임 기술개발 지원센터 게임 효과 라이브러리 제작 0 차년도 사업
[게임] (주) 디지털실크로드 아케이드 풀트리거
[게임] (주) 삼성전자 온라인 MIXSPORTS
[게임] (주) 게임인큐, (주) 삼성전자 PC 만화 왕국

Education
[교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 한국 보봐스 학회 부모를 치료사로 만들기

Filming &Editing
[교육] (주) 아이들 세상 Video 베이비 시터 교육 자료 Video E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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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GAME
[게임] (주)자바일 온라인 디지몬
[게임] (주)커멘조이 온라인 마천루
[게임] (주)커멘조이 온라인 플래닛
[게임] (주)디지탈 선일 아케이드

Operation star fall
[게임] (주)야후 코리아, (주) 트윔넷 온라인 수지큐
[게임] (주)메이소프트 온라인 방송게임
[게임] (주)위즈덤 소프트 온라인 Ex love
[게임] (주)커멘조이 온라인 마천루
[게임] (주)디지타라트 PC 사커붐
[게임] (주)커멘조이 온라인 소마 신화 전기
[게임] (주)디지타라트 PC 아빠 같이 놀아요
[게임] 레드믹스 PC 드럼 게임
[게임] 인디 21 intro 게임 인트로 영상
[게임] (주) 진명 PC 고수드럼 전체 음향 기획

Education
[교육] (주) 단학 선원 방송 뇌호흡 1~4 편
[교육] 경락 맛사지 방송 김원희경락 맛사지

Film
[영화] '하늘색 고향' 다큐부분 대상 극장

부산 국제 영화제 영화 음악
[방송] (주) 한문화 멀티미디어 방송

1999년
-----------------------------------------------------------------
AUI
[AUI] (주) 월드 정보 통신 CD GIRLS 클럽 스티커 사진기 UI사운드 디자인

GAME
[게임] (주) 한빛소프트 PC 탈 효과/성우녹음
[게임] (주) 지오이 커뮤니케이션 PC Cubbies
[게임] (주) 지오이 커뮤니케이션 PC My Domino Castle
[게임] (주) NOG 음악/효과/녹음
[게임] (주) 네티카 녹음/편집
[게임] (주) 안다미로 효과/녹음
[게임] 하이콤 코룸 2 음악
[게임] 하이콤 코룸 (CORUM) 음악

Education
[교육] (주) 벡터 CD 아이사랑 음악
[교육] (주) 제로틴 CD 'ZERO TEEN' CD ROM 잡지 타이틀/음향편집

ANI & Broadcasting
[애니] (주) 인츠닷컴 애니 사이버 가수 루시아 음향
[애니] (주) 아담 소프트 애니 사이버 MC 가이야 음향 편집
[애니] 두리 프로덕션 애니 홍보 애니메이션
[방송] TBS 방송 박승대와~~~~ 타이틀 편곡
[방송] EBS 방송 TV 유치원 동요 수십여 곡 작곡
[방송] 아리랑 TV 방송 kids lands wow wow 50 회분 음악/효과 녹음/믹싱
[방송] 부산, 인천 방송등 7개 방송 토탈리콜, 시드니 해양 특급, 사랑의 집

녹음/음향 편집
[방송] KBS 방송 - 병원 24시, 6시 내고향,

퀴즈 크래프트, 생방송 오늘, 마이웨이
3.1 절 특집 다큐멘터리, 8.15 특집,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
설특집 타이틀 음악 작곡



2. Library

1. 창조공작소 사운드 라이브러리 솔루션
(교육기관 사운드 라이브러리 솔루션 구축사업)

• 문화관광부 한국 게임산업 개발원 게임포털 지티스 음향DB 단독 공급 업체
• 산업자원부 게임기술 개발지원 센터 음향 DB 구축 단독 개발 업체
•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라이브러리
• 전국 20여개 대학 및 기관에 납품
(계명대, 청강대, 영남대, 대구 디지털 산업 진흥원, 폴리텍대학교 등등)

2. Game Sound Library 
게임에 특화된 음원 (BGM, 효과음, Title song, 성우소리등)을 게임 장르나
이용목적에 맞게 구매하는 “음원 마켓 사이트”
2014년 1월 OPEN!

3. Edu Sound Library 
교육 교재 또는 어린이 동요등에 특화된 음악 라이브러리 사이트로
(BGM, 효과음, Title song, 성우소리, 동요등)을 교육 교재나 이용목적에 맞게
구매하는 “음원 마켓 사이트”
2013년 2월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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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SHING

디지털 음반 제작 ,유통 및 마케팅

앨범명 : Pray & Play
뮤지션 : 먹골리카(Meokgollica)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6

앨범명 :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뮤지션 : The Wings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2

앨범명 : 비상
뮤지션 : The Wings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2

앨범명 : 이젠 모두 하나다
뮤지션 : 플레이덕스(PLAY DUX)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1

앨범명 : 너만
사랑하는바보

뮤지션 : 아이린
업체명 : IB-MUSIC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3

앨범명 :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뮤지션 : 김장훈&싸이, 
브라운아이드걸스&포미닛
업체명 : 공연세상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2

앨범명 : Suonare Festival
뮤지션 : Michelangelo 
Carbonara(미켈란젤로 카르보나라)
업체명 : Suoare records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19

앨범명 : 울려줘 다시 한 번
뮤지션 : 김장훈, 싸이
업체명 : (주)공연세상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1

앨범명 : Shake it
뮤지션 : 신비(ShinBy)
업체명 : IB MUSIC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3

앨범명 : 바라보다
(The First Mini Album)
뮤지션 : 최은정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4

앨범명 : 하람이와 하준이가 왔다.
뮤지션 : 하람공주&슈퍼하준
업체명 : 창조공작소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2

앨범명 : 칭찬송
뮤지션 : 파라

(마로니에걸스)&
어린이합창단

업체명 : 선행칭찬운동본부
유통사 : 창조공작소
트랙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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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고객 문의 및 견적요청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5 동우빌딩2층

E-Mail
master@creators.co.kr
music@creators.co.kr
sound@creators.co.kr

Tel 
02-414-2486

Fax
02-414-2480

H.P
010-2703-2176 

Homepage : http://www.creators.co.kr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2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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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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