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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잠재파트너

기업명
CJ E&M

주요품목
방송, 영화(제작),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

웹사이트

위치

www.cjenm.com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CGV

영화(극장)

www.cgv.co.kr

Megabox

영화(극장)

www.megabox.co.kr

NEW

영화(배급)

www.its-new.co.kr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SM 엔터테인먼트

음악, 연예, 방송

www.smtown.co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8

YG 엔터테인먼트

음악, 연예, 방송

www.ygfamily.com

JYP 엔터테인먼트

음악, 연예, 방송

www.jype.com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음악, 연예, 방송

www.bighitcorp.com

Nexon

게임, 캐릭터

www.nexon.com

NCSOFT

게임, 캐릭터

www.ncsoft.com

펍지

게임

pubg.game.daum.net

아이코닉스

애니메이션, 캐릭터

www.iconix.co.kr

퍼니플럭스

애니메이션, 캐릭터

www.funnyflux.kr

삼지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samg.net

스마트스터디

애니메이션, 캐릭터

www.smartstudy.co.kr

투바앤

애니메이션, 캐릭터

tubaani.com

로이비주얼

애니메이션, 캐릭터

roivisual.com

434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1길 3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56번길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601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4 5층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길 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0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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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웹사이트

EMK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www.emkmusical.com

오디 컴퍼니

뮤지컬

www.odmusical.com

씨제스컬쳐

공연예술 제작사

www.cjesculture.com

MBC

방송콘텐츠

www.imbc.com

KBS

방송콘텐츠

www.kbs.co.kr

SBS

방송콘텐츠

www.sbs.co.kr

JTBC

방송콘텐츠

jtbc.joins.com

덱스터스튜디오

VFX

dexterstudios.com

위지윅스튜디오

VFX

www.wswgstudios.com

위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협회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독립PD협회

www.indiepd.org

한국PD연합회

www.kpda.co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www.kcta.or.kr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www.kmcia.or.kr

한국음악콘텐츠산업 발전 진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음악 저작권자 권익 보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koscap.or.kr

음악 저작권자 권익 보호

한국음반산업협회

www.riak.or.kr

음반제작자 권익 보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음악 실연자 권익 보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www.kepa.net

대중문화유산 보존 계승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www.cema.or.kr

대중문화 예술인 권익보호

한국게임산업협회

www.gamek.or.kr

게임산업 위상 정립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www.boardgame.or.kr

한국게임개발자협회

www.kgda.or.kr

게임 현업종사자 권익보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www.gamekorea.or.kr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도모

한국e스포츠협회

www.e-sports.or.kr

e스포츠 선수 관리, 팬서비스

한국만화출판협회

www.koreacpa.or.kr

만화출판 활동, 만화예술 문화 발전

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만화예술문화 발전과 창달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www.koreaanimation.or.kr

건전영상만화 질적 향상, 보급 확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www.kiafa.org

독립애니메이션 위상정립, 발전기여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www.kocla.org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센싱 활성화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출판의 자유 수호, 출판문화 사명 달성

한국출판인회의

www.kopus.org

출판의 자유 신장과 문화적 진흥, 산업적 발전

방송영상문화발전 기여

4길 6
자유언론과 방송문화의 발전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7길 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47

진일보한 콘텐츠 제작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한국보드게임 산업 발전

170길 20

관련 협회
협회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한국영화인총연합회

www.koreamovie.or.kr

한국영화배우협회

www.kfaa.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작가 권익 보호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www.kpmac.net

출판영업의 윤리, 거래에 관한 방안 모색

한국방송협회

www.kba.or.kr

방송문화발전

한국전자출판협회

www.kepa.or.kr

전자출판산업 진흥을 도모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www.kipa21.com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급 향상

한국패션산업협회

www.koreafashion.org

한국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방송작가 저작권, 제반 권익 보호

영화산업 안전화, 제작 합리화
영화인 복지와 권익 보호
영화배우 권익 보호 복지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