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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lations No.1
공공분야 홍보콘텐츠 개발 No.1

종합콘텐츠미디어그룹 이루다 플래닛 (주)

용역수행분야  

TV CF, 홍보영상, 방송제작·중계, 교육용콘텐츠 제작

종합디자인 및 인쇄 홍보물, 정기간행물 제작

MICE/전시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운영

VR/AR콘텐츠, 웹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실감전시, 미디어파사드 구축

설립연도  

2015년 1월 13일

상시 종업원 수 : 70명

• KIDP 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인증

•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 기술평가우수기업 (나이스평가정보)

2018
•�자본금증자 (5억)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경제발전 유공)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모범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지역경제 발전 유공) 

• 제 19회 대한민국창업대상 수상 (서울경제)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증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 대전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 대전광역시 투자 및 지원 MOU 체결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 한국폴리텍IV대학 실감콘텐츠 

산학협력협약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 기술평가우수기업 (나이스평가정보)

•�사명변경 이루다플래닛(주)

•�자본금 증자 (7억5천)

•�지사 확장이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KTV 국무총리 목요대화 참여 

(대기업-스타트업간 상생협력)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2021) 

•�고용노동부 강소기업(2021)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조성 우수기업 

•�메타버스얼라이언스 회원사

•�한국가상현실산업협회 회원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원사

•�목원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KT 협력사 지정

2019

2021

•사옥 확장 이전 (대전 중구 대흥로 4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Social i-Awards 대상 (3연패) 

•중소벤처기업부 대스타해결사플랫폼 최종 1위(실감미디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일자리창출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양성평등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가족친화제도 모범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지역산업진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Main Biz)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202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S등급)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조성사업 협약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2020
•ISO 9001 인증

•일가양득캠페인 참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출디자인 개발 수행사

•창업진흥원 1인창조기업 마케팅 수행사

•LG 협력사 등록

2017
•법인설립(자본금 1억)

•사업분야 확대 및 개편

(콘텐츠·디자인·광고미디어)

2015

•증자(자본금 2억)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KIDP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2016



Infinite Growth Potential
무한성장 가능성으로 신뢰받는

‘유망중소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최종 1위
- 중소벤처기업부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장관

로컬기업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창업대상 수상

대전광역시 영상·디자인분야 유망중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선정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주)이루다’
강소기업 위상 ‘우뚝서다’

‘국가균형발전·일자리창출 유공’ 등 경제관련 수상 잇따라 주목되다

2020.12.30



Perfect Technology
대외 신인도로 공감하는

‘탄탄기업’

(발행원: 고용노동부장관)

2020 강소기업  

확인서 대전청 제2017-9호 

(발행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 인증 

제NICE-2020-77-001784호

(발행원: NICE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대표자명 : 김형식

기술등급 : 우수(T-4)

기술분류 : 영상제작(L64161_1)

기술명칭 : 영상제작 및 디자인 개발

(주)이루다

인증기간 : 2020.07.02 ~ 2021.07.02

제 NICE-2020-77-001784 호

RQM6091

(발행원: 한국경영인증원) 

ISO 9001인증

(품질경영시스템)  

(발행원: 고용노동부장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제2018-216호

(발행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10-1181300호

(발행원: 특허청)

특허증
(멀티카메라 기반의 동작인식 처리방법)

제 10-2007691호

(발행원: 특허청)

특허증
(무빙 무진동 VR 촬영장비)

제2018-18호 

(발행원: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발행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제200505-01851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메인비즈) 제2019-43-011호

(발행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인증



Awards
대외 신인도로 공감하는

‘탄탄기업’

2020년
더욱 빛나는 이루다
Awards

경북문화관광공사

2019 관광부문 SNS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기관 부문 최우수상

중소기업지원분야 -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원: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발행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발행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발행원: 서울경제신문)

2019 대한민국창업대상

(발행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발행원: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020 소셜아이어워드 블로그 분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기관 부문 최우수상

환경부(그린카드) -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인재상

자율퇴근제 시행

집중근로시간 이후 자율퇴근을 시행하여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스페셜 데이 운영

생일 등 기념일 조기 퇴근

시간제 연차 운영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시간제 연차 운영

복리후생비 지원

개인별 법인카드 지급을 통해  

자유로운 식대 및 비품 제공

자기계발 지원

직무와 관련된 도서 구입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

동호회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협력 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서비스 지원

종합검진 비용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지원

Creative Creator
유쾌한 인재상과 복지로 함께 성장하는 

‘이루다 크리에이터’

연봉협상 연 2회 실시

연 2회 연봉협상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부여

우수사원 표창 및 포상

연 2회 우수사원 표창 및 포상으로  

구성원의 성취감 증진

해외연수 지원

연 2회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실력중시
학력, 경력 상관없는

실력 발휘

비전중시
구성원의 비전과 

디자인적 철학 중시

프로유쾌
일할 땐 유쾌하게,

완성은 프로답게

뇌섹남녀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생각

상상폭발
가슴 뛰게 하는

상상력의 폭발

개인존중
자유로운 분위기,

일할 땐 쿨하게! 



주요 사업분야

Production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영상  인력을 통해 고객의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적합한 홍보 영상의  

기획, 연출, 촬영 및 편집 서비스 제공

  다큐멘터리,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방송 라이브 중계 등

Web develpment

  반응형 WEP, 웹호스팅, 웹표준

  전문적인 기획력과 웹디자인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

  네이티브APP, 하이브리드APP, 모바일 WEP 개발

AR / VR / MR, Reality Exhibition, Media Facade

  4차산업 발달에 따른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ICT기술을 기반으로한 영상 및  

컨텐츠 서비스 제공

  VR 전시영상, AR / VR / MR, 실감전시, 미디어파사드 등

Marketing / PR

  검증된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마케팅 효과를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SNS, 디지털 및 콘텐츠 마케팅 등

Branding

  고객이 시장 내 최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브랜드 이미지 제공을 위해 

    고객 맞춤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CI/BI, 브랜드네이밍, 명함, 리플릿, 카다로그, 웹진 등

Editorial Design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를 통해 프로젝트 또는 프로모션 

홍보물 제공

   옥외광고, 잡지, 신문광고, 카다로그, 브로슈어 등

반응형�웹

웹진�/�뉴스레터

웹디자인

모바일�웹�/�Apps

UI�/�UX

편집디자인

기획디자인

멀티미디어

브랜딩�/�패키지

AR�/�VR�/�MR

실감전시�/�Media�Facade

ICT�Interactive�contents

온·오프라인�마케팅

프로모션�/�광고대행

SNS�운영,�기자단,�서포터즈

디지털�및�콘텐츠�마케팅

전시�Mice

홍보영상�/�TV�CF

VFX�/�3D�모션그래픽

교육용�콘텐츠�

소셜미디어�콘텐츠

방송제작·중계

Production PR Marketing Web/Software
Development

Branding
Ed itorial
Design

Virtual 
Reality

Business Solutions
홍보콘텐츠 분야별 

맞춤 비즈니스솔루션 제공



Why
What What

Business Strategy
디자인 경영전략

이루다와�

함께�일하고�싶은�

‘무엇’은?

How



"1일 1 환기원 해야겠어요"

"훅 너무 좋아요"

  고등래퍼와 공공기관 홍보콘텐츠가 만났다

·�변화하는�영상콘텐츠의�트렌드를�공공기관�바이럴�영상에�접목(1개월�만에�1만회�조회수�달성)

·�젊은�층에�인지도�높은�래퍼를�섭외,�워크맨의�공공기관�버전으로�유쾌한�영상�제작

·�<환또배기>라는�콘셉트로�일상�속�환경기술�콘텐츠�다수�제작��

“늘 200권 넘게 반송됐는데  

이제 5권도 안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국가기술표준원 홍보부서 담당자

  기본에 충실한 타깃 접근으로 180도 변화 

·�타깃�구독자는�모두�‘소비자’인데,�전문가의�어려운�칼럼으로�채워져�발행됐던�기존�소식지

·�5년�넘게�매너리즘에�빠져�변화를�시도하지�못했고,�이루다의�1순위�낙찰에�기관에서�변화를�‘적극�수용’��

·�‘소비자의�경험’을�타깃으로�한�표지�기획과�프렌들리한�디자인으로�승부

기존표지 2019�이루다가�제작한�소식지�표지

▶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법인○○○○원 홍보부서 담당자

  기획과 디자인의 일체화로 클리셰 극복

·�사사�제작을�위한�입찰에서�기획과�디자인이�일체화된�제안�시안을�본�평가위원들의�현장�피드백

·�창업=생장의�힘은�오래된�클리셰이지만,�이를�신선하게�접근�할�수�있는�여러�디자인�장치를�마련�

·�세미�사사로써�경량의�하드커버�등�다양한�시도로�고객의�니즈를�충죽

“매번 굉장한 필력…” “가장 읽을 만한…”  

“20분 순삭 당했다.”
한국○○○○○○원 블로그 유저

  디자인에 담는 콘텐츠 ‘맛집’

·�디자인이라는�그릇에�담은�맛있는�음식은�‘텍스트’,�이루다만의�독보적인�기획과�라이팅의�힘을�보여주는�과업�

·�현재�구독자�955만�명�보유,�일�방문자�5,000명~1만�명에�이를�정도의�콘텐츠�파워�발휘�중

·�문체부�SNS대상�2년�연속�최우수상�수상�



Why
이루다일�수�밖에�

없는�숨겨진�

‘비밀’



디자인은 결과물이 아니다,  

치열한 상호작용이다
최고 경영자의  

디자인 경영 핵심 철학

*이루다의�기획자,�다자이너의�실�작업과정�예시입니다.

“PM의�제1목표는�

작업시간�사수이죠”

프로의 손 투입

CANDIDATE

“떠들다�보면�건진다.�

서로의�뉴런을�믿어!”

아무말 대잔치

BRAINSTORMING

“고객보다�더�고객을�

잘�알고�시작하자”

점쟁이 스터디

STUDY

“쓸어�담고�나누면�

저절로�하나를�가리키는�마술”��

매직타임 

IDATION

“생각하는�걸�그려봐.�

서로�다를�수�있잖아”

드림 스케치

SKETCH



‘디자인부서’ 따로 없는 이루다?  

디자인과 기획의 경계는 없다
2021년 이루다의  

조직개편

편집디자인

기획디자인

멀티미디어

브랜딩

패키지

기획디자인그룹

온·오프라인�마케팅

프로모션/광고대행

SNS운영

기자단,�서포터즈�운영

디지털�콘텐츠�마케팅

마케팅그룹

홍보영상

방송�콘텐츠,�TV�CF

교육용�콘텐츠

VR/AR/MR

실감전시/미디어파사드

“디자이너는 기획자다.  

기획자가 곧 디자이너다”
이루다의  

디자인 경영 비전 실천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만날 싸워요”

흔한�갈등1

“기획은 좋은데 디자인이 못 받쳐줘요”

흔한�갈등2

“디자이너가 무슨 오퍼레이터 입니까?

흔한�갈등3

  “이루다에는 없는 문화인데…?”

프로덕션그룹

뉴미디어콘텐츠
실감그룹



How
이루다가�

해왔던 

‘어떤’ 일들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과학공원�2단계�사업�미디어�파사드�콘텐츠�설계�및�제작설치

대전광역시

목척교�역사�테마�영상�제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소방�장비�사용�학습�훈련용�VR가이드�콘텐츠�제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백두대간�및�산림복지시설�홍보용�VR�영상물�제작�및�전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조사�교육실습장�교육컨텐츠(VR)�개발�및�구축

GMP

교육�커리큘럼�VR콘텐츠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인플루언서�강연�및�인터뷰�영상

새만금개발청

군산�및�새만금�지역�홍보�영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홍보영상�-�KSTAR�IS�THE�SUN�M/V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홍보영상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전승기록화�영상

천일염이력제

홍보영상



문화재청

지역문화재�활용사업�통합�홍보�대행

전라남도

천일염�홍보�CF

배우�신구



아시아문화원

‘나는�광주에�없었다’�공연실황�온라인�중계�및�공연�영상

농림축산식품부

2019학년도�신입생�모집�TV광고



창업진흥원

10주년�기념백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외반출금지생물자원�정책홍보자료집



국가기술표준원

계간�<세이프티�코리아>

세종특별자치시

2020년도�시정소식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월간�<도서관이야기>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우수성공사례집



조달청

70년사�편찬

한국전기안전공사

2020~2021�사보�전기안전



PR Film 
Portfolio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우수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대전상수도본부

수돗물 홍보영상 

대전광역시

목척교 역사테마 영상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영상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 이력제 정책 홍보 영상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VR·AR제작거점센터 홍보영상 

우림엔지니어링

기업 홍보영상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 웹드라마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홍보영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 유망기술 수요발굴용  

소개동영상 제작 10편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온·오프라인 홍보 영상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홍보 영상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UCC활용 영상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 학술연구용역

대전테크노파크

GMP 교육 커리큘럼 VR콘텐츠 개발 용역 

한두철강

기업 홍보영상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 향교·서원 홍보 영상

육군본부

표준동영상 제작



PR Film 
Portfoli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방 VR훈련 콘텐츠 홍보영상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소통 영상 

대전광역시

2019년 대전광역시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CTI)  

기술설명을 위한 인포그래픽 등 제작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TV광고용 영상 제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백두대간 및 산림복지시설 홍보용 VR 영상

경상북도

방사능방재 학생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의  

영상기록 및 컨텐츠제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LINC+ 사업지원단 대학 홍보 영상 제작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2018년 09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홍보영상 제작용역

국방부�국방조달�육군인사사령부

육군 간부 홍보영상 재편집 용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8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홍보  

동영상 제작 및 언론 홍보 용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작터 창업기업 홍보영상

전라남도

천일염 홍보 영상 제작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홍보영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연구개발 인포그래픽 영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토론회 성과 홍보용 동영상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 항공 일자리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용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019 경북나드리 영어권 SNS 마케팅 및  

서포터즈 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2020 항공 일자리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용역

대전마케팅공사

국제MICE비전포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온·오프라인홍보 및 서포터즈 교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토플래닛

광주 vr/ar에듀테크 인력양성 교육 용역

Marketing
Portfolio

서울특별시

‘20 공원·녹지분야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사업 홍보용역

환경부

2021년 친환경 소비 및 그린카드  

온라인 미디어 운영 용역

문화재청

2019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통합 홍보

환경부

2020년 친환경 소비 및 그린카드  

온라인 미디어 운영 용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020 경북나드리 영어권  

SNS 마케팅 및 서포터즈 용역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온라인 기자단 및  

SNS 운영 용역

교육부�/�과학창의재단

2019년 교육기부 소통 컨퍼런스  

운영 대행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조사 교육 실습장  

교육콘텐츠 개발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채널 SNS 위탁 사업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 이력제 홍보 사업

조달청

‘19 조달청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NS콘텐츠  

제작 용역



Marketing
Portfolio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SNS 관리 용역

산업통상자원부

2020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운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9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운영

충남대학교병원

암센터 전시 기획 및 공간구축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 이력제 정책 홍보

육군본부

2018 지상군 페스티벌

문화재청

문화재청 법무팀 카드뉴스 제작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인증제도 소금 홍보 용역

국가핵융합연구소

2020년도 핵융합 및 플라즈마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용역

조달청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대전테크노파크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SNS 운영 용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연구개발성과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채널 SNS 위탁 용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대전콘텐츠코리아랩

2020 지역기반형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일찍월장’ 스타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운영

대전시청

'대전 방문의 해' 영상 오프라인 광고



Editorial
Portfolio

경상북도콘텐츠코리아랩�

<2018~2019 콘텐츠경북  

및 통합 성과자료집> 제작

조달청

조달청 70년사 편찬 사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매거진  

및 뉴스레터 제작용역

국가기술표준원

계간지 <SAFETY KOREA> 

제작 

세종특별자치시�

2020년 시정소식지  

<세상을 이롭게 세종>

소방청��

2020년 정책소식지  

<소방누리 119>

대전테크노파크�

2019년 지역사업 우수성공

사례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업지원 성공사례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생명자원 

정책홍보용 자료집 제작

대전테크노파크

2018 기업애로해결 사례집

충남대학교병원�

2018 발전후원회  

연차보고서

대전광역시�

2017 대전광역시 ‘이츠대전’ 

정기간행물 제작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VR·AR제작거점센터 홍보물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기념구역 2단계  

기본계획

한국전기안전공사�

2020 <전기안전> 사보 제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이야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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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유아를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 <바른 인터넷 유아 

학교> 제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 항공우주 미래기술  

산업 트랜드 책자 제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7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제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6 연보 제작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백서 제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수출입통제 FAQ

자료집 제작

대전테크노파크�

2018년 지역사업  

우수성공사례집 제작 용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8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제작

한국연구재단�

2018 연구 성과 피어나다 

RESEARCH BLOOMING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전용기술 

관리  매뉴얼 제작

경북콘텐츠코리아랩�

2015-2018 활동성과  

자료집 제작

피코팩�

PICOPACK_Semi Packaging 

Solution 브로슈어 제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해피코리아텍 계간지 

겨울호/여름호 제작

대전광역시��

2018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 학술연구 용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 전문기업  

리포트(국문, 영문) 제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Beyond Technology>  

브로슈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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