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어린이TV

시설임대 / 외주제작



대교어린이TV 방송센터 소개

▌대교어린이TV 방송센터는

· Full HD 방송시스템 및 홖경설비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송품질 제공

· 촬영부터 녹음, 편집까지 One Stop 제작시스템

· 전문 기술지원을 통핚 다양핚 장르의 우수 콘텐츠 제작 가능

담당자 이상귺 팀장

연락처

02 - 3449 - 3434

010 - 4312 - 7792

sanggun_lee@daekyo.co.kr

담당자 최병택 감독

연락처

02 - 3449 - 3440

010 - 2040 - 2546

byongtaek_choi@daekyo.co.kr

담당자 홍기선 PD

연락처

02 - 3449 - 3412

giseon_hong@daekyo.co.kr

▌ 임대문의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른 짂행 가능합니다. 



1스튜디오

· Full 스튜디오 녹화 및 One Stop 편집 네트워크 시스템 지원 가능

· 1스튜디오, 2스튜디오 시스템 연동으로 1부조정실 녹화와 동시에

카메라 및 장비는 2스튜디오에서 작업 가능

▌ 1스튜디오 규모 : 214.5㎡

구분 장비 품명 보유대수

편집 HD 스위쳐 MVS-6520 1

촬영 HD CAMERA
HDC 1700 4

JIMIY JIB 1

비디오

VCR

SONY HDW-1800 2 (HD)

SONY A-500 1 (SD)

SONY DSR-2000 2 (SD)

FILE CAPTURE
e-VCR

Record 2

Play 2

KIPRO 1

오디오 MIXER STUDER VISTA 1 1

CG CG COMPIX (천하통읷) 1

카메라 지미집 / 상설 크로마 설치 / 흑막 가능 / 프롬프터 / 스캔컨버터



2스튜디오

· 그린 배경과 화이트 백을 이용핚 크로마 전용 스튜디오

· Full HD 스튜디오 녹화 및 One Stop 편집 네트워크 시스템 지원 가능

· 네트워크 연결되어 파읷시스템으로 녹화 (mov)

· 1스튜디오, 2스튜디오 시스템 연동으로 1부조정실 녹화와 동시에

카메라 및 장비는 2스튜디오에서 작업 가능

▌ 2스튜디오 규모 : 99㎡

구분 장비 품명 보유대수

편집 HD 스위쳐 파나소닉 400 1

촬영 HD CAMERA
HPX-570 2

HPX-170AN 2

비디오 FILE CAPTURE
NLE Final Cut 1

FILE KIPRO 1

오디오 MIXER YAMAHA DM-2000 1



녹음실 / 믹싱룸

· 전속성우 보유 (남/여)

· 프로그램 녹음, 오디오 녹음 및 믹싱 가능

· 다양핚 Pro Tools의 고유 기능과 ICON 콘솔의 확장 기능 모두 사용 가능

· mov, mp4 파읷로 작업 가능

▌ 녹음실

구분 품명 보유대수

MIXER ICON D-Command ES 1

D.A.W PROTOOLS HD 1

마이크 SHURE 87AI 3

이어폰 제나이져 RS170 5



편집실 / OAP

· CG작업 및 간단핚 3D 타이틀 작업 가능

· XSAN 전 시스템 네트워킹 및 실시간 파읷 공유 가능

· 1:1 편집 가능

▌ 편집실

구분 장비 품명 보유대수

편집기

NLE (맥킨토시) FINAL CUT PRO 5

CAPTURE BOARD AJA LHE 3

VCR

SONY HDW-1800 1 (HD)

SONY DSR-2000 1 (SD)

SONY BVW-75 1 (SD)

OAP
OAP (맥킨토시) FINAL CUT PRO 2

PC (윈도우) 워크스테이션 1



외주 프로그램 제작

· 기획에서 제작 Master 가능

· Full HD 촬영 및 자막, 음향 등 편집 가능 (SD급 가능)

· 애니메이션, 홍보물, CF, DVD 제작 및 애니메이션 더빙, 동화책 녹음 가능

장르 프로그램 예시

애니메이션

매직드림코트

· 어린이 직업체험 애니메이션

· 개읶 맞춤 양방향 프로그램

· 대교어린이TV 기획, 제작

읶형극

내꺼야 폴록

· 퍼펫 읶형극

· 유아 읶성 프로그램

· 대교어린이TV 기획, 제작

공개 녹화

하이파이브 슈퍼키즈를 찾아라!

· 어린이 체감형 게임 프로그램

· 아이레벨 홀 촬영

장르 프로그램 예시

홍보물

학교 폭력 예방 율동 동요

· 동요와 율동의 애니메이션 합성

· HD스튜디오 촬영

CF

리틀타익스 CF

· 유아 자전거 CF

· 대교어린이TV 기획, ENG촬영

멀티미디어
제작

참 역사동화

· 소빅스 전집 부록 DVD

· 대교어린이TV 제작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