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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 사운드그룹은

광고와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Total Audio Post Production 입니다.

CF, 기업홍보, 바이럴, CM Song 등의 작업에서

5.1채널, 3D 사운드, 영화 사운드디자인까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와 영화의 기술과 감성이 접목된

새로운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통해 차별화된 퀄리티를 지향합니다.

Mission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새로운 사운드디자인

Company Info

+ 회사명: ㈜플루토사운드그룹

+ 대표 : 이윤경, 이성준

+ 설립일: 2013. 07.01

+ 사업자등록번호 : 191-86-00275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22 B2F, 2F,3F

+ 2013년 플루토 사운드 그룹 설립

+ 2016년 1월 법인전환

+ 2016년 6월 논현동 스튜디오로 이전

+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스폰서쉽

+ 2016년 11월 현재 10명의 임직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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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F Division Film Sound Division

+ Dialog Recording & Editing, Special Sound Effect Design

+ Foley Sound Recording & Editing

+ Surround Sound Design & MIX  (5.1 Channel Dolby Digital)

+ 3D Sound Design & MIX (Dolby Atmos, 14.2 Sonic-Tier CGV Sound X)

+ Movie Trailer Sound Design & Mix

+ Audio Producing, 

+ Music consulting

+ Sound Design, 

+ Sound Recording

+ Voice Directing

Music Production Division

+ Music Compose

+ Music Producing

+ Music Record & Mix

+ Film Scoring

다양한 경험을 통한 최상의 작업과 목표를 함께 하는 작업 프로세스

CF Movie Game Viral
CM

Song
VR/3D 
Sound

Animation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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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높이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

2층과 3층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광고녹음에 최적화 된 장비와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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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높이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

지하층에 위치한 영화 스튜디오는, 영국 AMS NEVE사의 DFC Gemini 콘솔을 기반으로,

300인치 스크린/ Sonictier 32채널 3D사운드 설치로 생생한 영상 및 음향을 제공합니다.

1개의 Cinema Mixing Stage와 3개의 Sound Design Room, Control Room, ADR Booth, Foley Booth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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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영화 사운드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레코딩 제작 시스템

㈜플루토 사운드그룹 대표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뮤직테크놀러지학과 레코딩 석사

(전)유투웍스 실장

(전)닥터훅 실장

이윤경 / CF Sound Division Supervisor

이성준 / Film Sound Division Supervisor

㈜플루토 사운드그룹 대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석사과정 수료

(전)영화진흥위원회 녹음실 사운드 디자이너

(전)올댓사운드 실장

Professionals

㈜플루토 사운드그룹 이사

(전)CM Park 사운드 디자이너

(전)유투웍스 사운드 디자이너

(전)플라이 투 더 문 실장

서동준 / CF Sound Division Supervisor

홍준호 / Music Division Director

㈜플루토 사운드그룹 음악감독

New England Conservatory, Berklee College of Music 졸업

(전)Musikdorf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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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 Viral

IT/Electronic SK텔레콤 LG U+ KT 삼성전자 LG전자 레노버 웰스

Fashion 웰메이드 아디다스 EXR PGX골프웨어

Financial Visa카드 삼성생명 DGB 현대증권 한미은행 새마을금고 유안타증권

신협 BC카드

Automobile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렉서스 푸조 제네시스 쏘카

Corp PR 한화 포스코 현대건설 웰컴금융 종근당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동부화재 삼성화재

Public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SH공사 인체조직기증위원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Beauty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이니스프리 Dr.Jart+ 유세린 SK2

마몽드 아토팜 더 후 아이소이

Food 삼다수 비타500 네스카페 페레로로쉐 도드람 시원소주

Health 정관장 아프니벤큐 카베진 Amway 셀트리온 유산균VSL

Game 풋볼매니져 모두의마블 리니지 컴투스 프로야구 리얼야구존 테일즈위버 클래쉬로얄

Other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트리바고 에스원

VR 홈플러스 옥스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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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Drama

응징자 더웹툰:예고살인 스파이 돈크라이마미 반창꼬 26년 미녀는 괴로워

그대를 사랑합니다 7광구 마파도 카운트다운 인사동스캔들 포화속으로 7급 공무원

멋진하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화는 영화다 바보 기담 화려한 휴가 빈집

S다이어리 국화꽃향기 홍길동의 후예 10억 울학교 이티 기방난동사건 키친

닥터 무방비도시 색즉시공2 가을로 한공주 경주 소셜포비아

치외법권 손님 대결 암살(STA) 내부자들(STA) 더폰(STA) 봉이김선달(STA)

고산자 대동여지도
(STA)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STA)

제인에게 그래, 가족 오뉴월

Animation

올림포스가디언 (극장판) 마법의 세계 녹터나(극장판) 마이 블랭키(극장판) 캐니멀 지구와 사람과 동물

ETC 

게임사운드 디자인 – DOTA2 KR Voice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및 부산영화제와 스폰서쉽을 통해 다양한 창작사업 지원.

아이리스(KBS) 나쁜남자(SBS) 나쁜녀석들(OCN) 라이어게임(tvN) EXO가 옆집에산다

게임회사 여직원들 출출한여자 대세는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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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 515 2428 + 82 2 515 2419

www.facebook.com/pluto.soundgroup

Map

Contacts

www.plutosound.com https://vimeo.com/plutosound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