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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ART X YOU

‘A’ = ART (예술)
‘R’ = Revolution (혁명)
‘T’ = Technology (기술)
‘X’ = New generation, Collaboration

The Future We Make Convergence, ART & Technology
FIND MORE

https://youtu.be/X_GOTzAr_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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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기술의 융합으로상상을현실화시키기 위해무한한
가능성과함께 미래로도약하는기업입니다.

아트엑스컴퍼니는 국내외 유명 VFX, AR/VR, 게임, 메타버스 및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과 대전시, 지자체 기관 및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서비스 사업과 영화, 드라마, 웹툰,
트랜스미디어, 실감형 콘텐츠 등을 기획 / 제작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상교육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을 현실화 시켜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CEO GREETING

대표이사 홍 정 훈



About Company | 회사소개

Vision

Mission

Business
Principle

Core Value

Strategic
Direction

Goal

2022
미션 및 비전

체계도

ARTX Company는 미래 지향적 사업 미션과 비전 가지고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 미션 및 비전 체계도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Vision 2021

융복합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엔진

Mission

창의적 도전 / 파괴적

혁신 융합적 사고

Core Value

Global Top Tier

융복합 콘텐츠

교육기관 및

콘텐츠기업

중장기목표

Global 시장 공략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 과감한 연구 투자

전략방향

끊임없는 도전과

실행중심으로 고객

약속 실천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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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아트엑스컴퍼니 | ARTX Company, Inc.

홈페이지 www.artxcompany.co.kr

대 표 자 홍정훈

설 립 일 2016년 01월 25일

본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4, 7층

주요사업 교육서비스,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사업자번호 296-81-00217

임직원수 11명

SI (System Integration) 전문 IT 회사이며, PWC(Price Waterhouse Coopers Consulting)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IT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
장하기 위해 미국 Duende Film과 공동으로 합작영화 ‘흑의 서’ 의 기획 및 개발을 완료하
여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동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콘텐츠(VR, 홀로그램
영화 및 웹툰)를 기획 및 개발 중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텐츠교육사업을 런칭하
여 메타버스, VFX,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표 40-2021-0013389

[메인로고]

[서브로고]

기업소개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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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주식회사 제이앤케이콘텐츠그룹

설립

7월

•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최초 합작

영화 제작 협력 체결

2016 2017 2020 2021

10월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

팅

외주자문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S社 기준정보개선 프로젝트

수행’

9월

•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 확대

11월

• 대전시 특수영상클러스터 조성사업

을 위한 추진단 ‘ART Lab’ 발대식

‘ART Lab’ 추진단 기업 선정’

12월

• 교육사업 부분 투자유치 15억

3월

• SCANLINE VFX Seoul 스튜디오

교육협력 MOU 체결

4월

• 주식회사 제이앤케이콘텐츠그룹

→  주식회사 아트엑스컴퍼니 상호 변경

• ARTX 브랜드 상호등록

ARTX Campus, Studio, Lab 사업 확대

6월

• 대전시 특수영상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인재양성, 버추얼프로덕션 기술연구

협력 MOU 체결

- SCANLINE VFX, WESTWORLD,

씨제스걸리버스튜디오, JK FILM, 리얼라이즈픽쳐스

11월

• 온라인 교육 플랫폼 ‘ARTX CAMPUS’ 

서비스 오픈

2022

기업 연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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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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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훈

부사장(COO)

주요경력
前) PWC 컨설팅 소속 부장 컨설턴트
前) LG 디스플레이 업무혁신/
SMC/해외영업 과장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보공학 학사)

필모그래피
영화 ‘흑의 서’ 기획 총괄
단편 ‘ Safari’(2016), 단편 ‘Innocence’ 
(2017)

임철원

부사장(CMO)

주요경력
現) 현진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現) 한국경제 부산경남 광고센터 센터장
現) 조선일보 부산울산경남 광고지사
지사장

학력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학사)

백혁일

대외협력본부장

주요경력
現) 정훈항공여행사 이사 (하나투어
공식인증센터)
前) 경북보건대학교 국제화센터 팀장
前)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팀/ 국제교류팀
팀장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학력
경북대학교 (행정학 학사/석사)

김병준

디지털전략팀장

주요경력
前) 팀블라인드 데이터분석팀
前) 풀러스 교통문화연구소
前)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빅데이터팀
전임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보공학 학사,
MBA)

김찬호

자문위원/감사

주요경력
現) 안랩, 자문위원
前) LG 디스플레이 R&D 기획관리 담당 (상무)
前) LG 디스플레이 업무혁신센터 PI/EA 팀장

학력
성균관 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강문정

기술위원

주요경력
現) GULLIVER STUDIO, 제작 본부장
前) DREAMWORKS, Lead Modeler
前) ILM, Senior Modeler

학력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일러스트레이션
학사/석사)

필모그래피
국내 : 군함도 GC 슈퍼바이저 외 40편 이상
해외 : 스파이더맨3, 스타워즈 외 20편 이상

이상민

경영기획팀장

주요경력
前) FAA Commercial Pilot (A-320, B-737
type rating)
前) LG 디스플레이 해외영업/M&A/자금조달
책임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학사)

홍정훈

대표이사(CEO)

주요경력
現) 대전정보문화진흥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심사위원
現) 대전정보문화진흥원 국가 인적자원개발
운영위원
前)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前) 외교부 3등 서기관 /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前)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IT 기업 분야)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SJD) 수료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 (국제법/국제관계 MA)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산업경영/국제경영 B.S)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LLB)

KE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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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드라마 및 웹툰 등 미디어
콘텐츠 , New Media 부분의 AR/VR,
메타버스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합니다.

ARTX Campus

영 화 , 특 수 영 상 , AR/VR, 게 임 및
메타버스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 내 외 최 고 기 업 과 파 트 너 쉽 을
체결하여 ‘융복합 영상 콘텐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RTX Company VFX, AR/VR, 메타버스 전문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Education

영화, 드라마 및 웹툰 콘텐츠 제작/기획
해외 영화 수입 배급

Contents

New Media

특수영상 (Virtual Production, 
AR/VR 기술 개발 연구

Technology

AR/VR,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AR/VR,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기술에 대한 공공사업 연구과제와 대전
특 수 영 상 클 러 스 터 조 성 사 업 에
참여하여 특수영상 기반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ARTX Studio ARTX LAB

교육, 콘텐츠, 기술개발 3대 주요 사업
영역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뉴미디어
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ARTX Campus | 교육 프로그램

최신 트렌드의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VFX 부터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전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영상 기획부터 제작까지 각 분야의 마스터로부터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

+ Metavers Creative
+ Visual Effect

+ Mast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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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의 스킬셋 진단을 통해 기초부터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수강생에게 맞춘

탄력적 커리큘럼 운영

• 해외 최고 교육기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 Scanline VFX, VFS, Unity, Foundry 등 해외

유명 특수영상 제작사 및 Software 社와

Partnership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O2O) 융복합형 교육 시스템과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를 활용한 ‘미래형

융복합 영상 콘텐츠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적 커리큘럼 새로운
교육방식

0301 해외 경험 전문
강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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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엑스컴퍼니 기획 및 제작

카리브 섬나라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한 웹툰

2022년 연재 예정

콘텐츠 개발/제작
계획

• 흑의 서 웹툰 연재 Open

• 흑의 서 OTT 영화 프리
프로덕션

• 흑의 서 OTT 영화 프로덕션

•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M9)

• 실감형 콘텐츠 제작 (스포츠/방송
교육영상)

•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 영화 ‘이방인’ 제작

- 쿠바 배경의 북한 외교관 첩보 액션

ARTX 자체적으로 발굴한 소재를 기획/개발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영화, 드라마, 영상제작

ARTX 자체적으로 발굴한 소재를 기획/개발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웹툰, 웹소설 등의 작품을 OSMU (One source multi-using)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웹툰, 웹소설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AR/VR/ 메타버스

2022 2023 2024

Content



ARTX Lab | 연구 소개

대전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특수영상 (Virtual 
Production) 기반 기술 개발을 국내 관련 분야 리딩 기업들과 협업하여
R&D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VFX 및 Real-Time Engine 기반의 기술을 메타버스에 적용하여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ARTX Lab’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R&D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XR 최신 트렌드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Device 기술을 섭렵하여 실감형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Virtual Production

Metaverse

AR/VR/XR 및 홀로그램

ARTX Lab은 AR/VR,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기술에 대한 공공사업 연구과제와
대전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특수영상(Virtual Production) 기반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CONTACT

E-MAIL.

ADDRESS.

TEL.

FAX.

HOMEP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4, 7층

+82.2.3487.5002

+82.2.3487.5003

www.artxcompany.co.kr

artx@artxcompany.co.kr

방배역 2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2

LOCATION

http://www.artxcompany.co.kr/


www.artxcompany.co.kr

THANK YOU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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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상기술산업협회 추진단출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5일 'Art-Lab'(특수영상기술산업협회) 추진단 발대식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Art-Lab은 향후 특수영상을 영상산업의 중점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될 협회로 특수촬영, 특수조명, 특수분장 및 스턴트액션, 영상 R&D, 가상스튜디오 분야 선도기술을 가진 전문기술 기업군이다. 
추진단은 진흥원을 중심으로, 화력대전, 웨스트월드, 아톰그립, 디엠라이트, 스튜디오 셀, 모팁이미지너리, 카이, 더투에이치, J&K콘텐츠그룹등 총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진단장 선출 및 영화, 드라마, 광고 분야에 활용할 가상 프로덕션(VP)의 구축·운영 방법 등을 논의했다. 
Art-Lab이 본궤도에 오르면 대전시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사전 제작기술 노하우 축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규 진흥원장은 "컴퓨터그래픽 등 후반 작업 중심의 기존 추진된 사업들과는 달리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특수영상 기획 및 촬영 분야에 중점을 둔 신규 사업"이라며 "대전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및
대덕연구단지의 정책적 콘텐츠 개발 과제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어 현정부 핵심전략인 뉴딜정책 중 영상산업에서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일어났던 한인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4일 제이앤케이콘텐츠그룹 홍정훈 대표는 스포츠투데이에 "지난 2012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생한 한일 피살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가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합작으로 제작된다"고 말했다.

'한인피살사건'(가제)는 한 외교관이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에 부임된 직후 발생한 한인피살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의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이 영화는 홍정훈 감독이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할 당시 벌어진 한인피살사건을소재로 했다.

홍정훈 감독은 과거 단편 영화 '사파리 여행'을 연출했다. 오는 11월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크랭크인 할 예정이다.
'한인피살사건'은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최초 합작 영화다. 한국 제이앤케이콘텐츠그룹과 도미니카 공화국 릴엔터테인먼트사 합작으로 제작된다. 영화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개봉될 예정이다. 영화는
내년 크랭크인 한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도미니카공화국 한인피살사건실화소재, 최초합작영화 만들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