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엔그룹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 기업

www.enjoyablebox.com

회사및서비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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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joyable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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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콘텐츠 전문회사

We make creative & enjoyable contents

• 시민참여형축제, 공연, 캠프, 기념식, 컨퍼런스
등문화 행사기획

• 참가자가직접만드는전시, 퍼포먼스등기획

• 시민참여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기획
• 사내문화예술워크숍기획
• 문화예술공간기획

• 예술과기술을융합한새로운콘텐츠제작
• 예술X기술 접목한전시, 광고, 캠페인등기획

시민 참여 행사 기획 체험형 워크숍 기획 예술 X 기술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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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Group ㈜이엔그룹회사명

서비스 – 전시및행사 대행업종

최미리대표이사

2015.01.15. (개인사업자 2014.02.03)설립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77주소

02-62354-5400연락처

2014 .02 이엔그룹 설립
.05 [한국관광공사]제4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공모 장려상
.08 국내최초 배낭여행 페스티벌 "로드페스타" 주최
.10 여가상자 온라인 플랫폼 오픈 www.enjoyablebox.com
.11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국제컨퍼런스 “세바시PAN2014”운영총괄
.12 성북구 교육축제 “The인생탐험Day”운영총괄

2015 .01 ㈜이엔그룹 법인 설립
.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미디어프로젝트팀 총괄 매니저
.08 CGV 문화강좌 프로그램 기획/운영 총괄
.09 BESV 런칭쇼 기획/운영 총괄
.12 [미래부/부산시] 창업 엑셀러레이팅 캠프 데모데이 은상

2016 .02 신한은행 직원행복센터 B2B 계약 체결
.03 CGV 문화강좌 프로그램 전국 확장
.06 세계무예마스터십 D-100 행사 기획/운영 총괄
.10 Tech River 컨퍼런스 기획/운영 총괄
.12 POSTECH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운영 총괄

2017 .02 서울시 서울역일대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총괄
.09 2017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기획/운영 총괄
.09 제2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및 구청장 연수 기획/운영 총괄
.11 2017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 기획/운영 총괄

주요 연혁

CREATIVE
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듭니다.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문화예술을 표현합니다.
다름을 추구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ENJOYABLE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문화예술이 일상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GROUP
팀원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EN Group은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enjoyablebox.com/


대표

EN Production
행사 기획

EN Culture
문화예술 워크숍

EN Tech
예술X기술 콜라보

EN Design
디자인

기획/연출

제작/운영

마케팅

경영지원

교육/워크숍 개발

공간 기획/운영

강사 섭외/관리

편집물 디자인

웹 디자인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작/운영

콘텐츠 개발 브랜딩

㈜이엔그룹은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제작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연구소

Creative & Insight Toolkit 개발

신규콘텐츠개발

시장& 트렌드분석

Tech 전문 개발팀

관련HW 제작

관련SW 개발

논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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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creative & enjoyable contents

시민참여행사기획

추구하는 가치 및 주요 실적



시민참여행사기획 추구하는 가치

Creative Contents 시민참여콘텐츠 컨셉화

㈜이엔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기획합니다.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
합니다

 주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콘
텐츠를 개발합니다

 국내 유일 “시민 참여 콘텐츠
전문 회사“ 입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명확
한 컨셉으로 엮여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컨셉
안에 녹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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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행사기획 주요 실적

축제

서울역 일대 문화예술 프로그램 (2017.02~12.)
주최: 서울시
종류: 시민참여 축제
특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참여형 축제
고객: 서울역 일대 지역 주민 및 서울시민
역할: 프로그램 전체 기획/연출

2017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2017.04~09.)
주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종류: 시민참여 축제 (가족 단위)
특징: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축제
고객: 서울시 어린이 및 가족단위 시민
역할: 프로그램 전체 기획/연출

포스텍 30주년 홈케밍데이 (2016.12.)
주최: 포스텍, 포스텍동창회

종류: 시민 참여형 축제
특징: 동문 위한 행사

역할: 프로그램 전체 기획/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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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행사기획 주요 실적

캠프

POKAS 해커톤 캠프 (2016/2017)
주최: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종류: 3박4일 해커톤 캠프
특징: 즐길 수 있는 게임/프로그램이 접목된 캠프

고객: 40명의 대학생
역할: 기획/운영 총괄

포스텍 과학캠프 (2016, 2017)
주최: 포스텍 총동창회
종류: 과학을 주제로 한 2박3일 캠프
특징: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자체 개발
고객: 중~고등학생
역할: 기획/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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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행사기획 주요 실적

컨퍼런스

2017 테크리버 (2016, 2017)
주최: APGC, 포항시, 포항공대

종류: 기술창업 컨퍼런스
특징: 기술창업인의 축제 형태의 컨퍼런스

고객: 100여명의 기업인 참여
역할: 기획/운영총괄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2017.09)
주최: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종류: 대 토론 및 벌집 토론
특징: 평생학습 정책담론을 논하는 시민 학습 광장
고객: 600여명의 관련인
역할: 기획/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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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시 PAN 2014 (2014.11)
주최: CBS
종류: 글로벌 컨퍼런스
특징: 관객 참여형 축제형태의 컨퍼런스
고객: 1,000명의 기업인 참여
역할: 운영총괄



시민참여행사기획 주요 실적

시민참여형전시 & 퍼포먼스

2015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시민참여 퍼포먼스 행사 (2015.07)
주최: 충청북도, 청주시

종류: 시민참여 행사
특징: 시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홍보영상 제작
고객: 1,000명 참여
역할: 행사 기획/운영 총괄, 전시 기획

직지코리아 1377 마음기록 프로젝트
주최: 청주시, 직지코리아 사무국
종류: 시민참여 전시
특징: 청주 시민들과 함께한 참여형 문화예술 전시
역할: 전시 기획/운영 총괄, 전시 기획

이벤트

레이틀리 패션 & 뮤직 파티 (2016.09)
주최: 레이틀리

종류: 패션 & 뮤직 파티
고객: 2,000여명 참여
역할: 기획/운영 총괄

BESV 런칭쇼 (2015.9)
주최: 듀라클
종류: 런칭쇼
고객: 100여명 참여
역할: 기획/운영 총괄 10



We make creative & enjoyable contents

체험형워크숍기획

추구하는 가치 및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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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워크숍기획 추구하는 가치

Creative Contents 즐거운경험 문화예술+ (plus)

㈜이엔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주는 즐거운 경험을 기획합니다.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
합니다

 주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콘
텐츠를 개발합니다

 문화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전
달합니다

 사람들에게 “경험“이라는 가치
를 전달합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한 영
역에 접목시킵니다

 공간, 마케팅, 교육 등에 접목
하여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체험형워크숍기획 주요 실적

문화공간기획

Connect to
개요 : LEXUS 브랜드 체험 공간 Connect to에서

‘Connect to Class’ 진행
기간 : 2016.11 ~
장소 : 잠실 롯데백화점 1F Lexus Connect 

플랫폼창동61 원데이클래스
개요 : 플랫폼창동 61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

길 수 있는 클래스 진행
기간 : 2016.04 ~ 2016.12
장소 : 플랫폼창동 61 라이프스튜디오

CGV 문화강좌
개요 : CGV에서 클래스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강좌 제공
기간 : 2016.03 ~ 2016.06

장소 : 전국 25개의 CGV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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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워크숍기획 주요 실적

문화예술교육

신한생명 리차드 스쿨 프로그램
개요 : 여가 취미를 활용한 기업 소통 프로그램

리차드 스쿨 기획 및 진행
기간 : 2016.08 ~ 현재
장소 : 신한생명 본점 및 권역별 지점 꿈다락토요문화학교(창동축제공작소)

개요 :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축제 교육 및
기획

기간 : 2017.03 ~ 2017.11
장소 : 플랫폼창동 61

신한은행 북토크 콘서트
개요 : 스마트 근무제를 활용한 문화토크 콘서

트와 영화관람 기획 및 진행
기간 : 2017.02.15 
장소 :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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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워크숍기획 주요 실적

문화예술마케팅 – VIP 대상

신한은행 PWM VIP 고객대상 여가문화 클래스
개요 : 은행 VIP 고객 대상으로 여가문화 클래스

기획 및 진행
기간 : 12월 12일
장소 : 신한은행 pwm압구정중앙지점

롯데백화점 2015 MERRY AVENUEL PARTY 문화강좌
개요: VVIP 고객 대상 문화강좌 진행
기간: 2015.12
장소: 롯데백화점

교보생명 고객보장 대상 이벤트
개요 :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

기획 및 진행
기간 : 2017.03.08
장소 : 교보생명 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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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creative & enjoyable contents

예술 X 기술콜라보레이션

추구하는 가치 및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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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가치예술 X 기술콜라보레이션

Creator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함

적용범위가 넓고, 대중화가 가능함

대중성을 위한 시각화 된 콘텐츠를 생산함

Contents
Provider

Visualize

관객
참여형
콘텐츠

Biz

Art Tech

관객 참여형
콘텐츠

Interactive
Computing



예술 X 기술콜라보레이션 주요 실적

제목: “당신의 움직임이 세상을 바꿉니다”
형태: 관객 참여형 전시 / 캠페인 / 광고
주최: EN Group 

(자체 콘텐츠)
일시: 2017.04
결과 영상: https://www.arttech.biz/1

제목: “별빛이 내린다”
형태: 관객 참여형 전시 / 포토월
주최: 서울시

(회현달빛축제 내 프로그램으로 진행)
일시: 2017.08
결과 영상: https://www.arttech.biz/2

제목: “다중 사용자간 협업 및
상호작용 증대를 위한 IoT 테이블”

형태: 관객 참여형 공간 디자인 / 전시
주최: APGC

(테크리버 컨퍼런스 내 프로그램으로 진행)
일시: 2017.11

[활용 기술] Interactive computing tech
• 컴퓨터 비전 기반의 프로젝터-카메라 캘리브레이션
• 이미지 프로세싱 및 사용자 위치 추척/경계 추출
• 그래픽 구현 및 디자인

[활용 기술] Interactive computing tech
• 깊이 인식 카메라 활용 사용자 위치추적
• IoT 조명 네크워크 기능 활용 색조 컨트롤
• 광섬유 전반사 활용 조명효과

[활용 기술] Interactive computing tech
• 테이블 입력장치를 활용한 사용자 정보 취합
• 개별 정보 재조합을 통한 대형 디스플레이 아트워크화
• IoT 조명효과 결합

관객 참여형 전시 & 광고 관객 참여형 포토월 관객 참여형 공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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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ttech.biz/1
https://www.arttech.biz/1st-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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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이엔그룹

Phone. 02-6235-5400
E-mail. contact@enjoyablebox.com

We make creative & enjoyable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