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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애드사운드(ADsound)

106-81-877833

2000년 04월 01일

김 유 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벨리2차 1117, 1118호

02)715-3186

녹 음 www.adsound.com

비즈링 www.bizring.net

번 역 www.adsound.com

190,000,000원(1.9억원)

특허 제 0399486호

특허 제 0345904호



연혁

2014년 - 2006년

ETRI 영어학습 테스트 및 평가 DB 구축

클래식 유아 교육자료 24곡 녹음 & 사운드 믹싱

인바디측정기 18개국어 녹음

코코몽 어플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더빙

HCI LAB 고교생 영어쓰기 DB 모음 500명 용역

삼성전자 준대화체 TTS DB 녹음 및 발음체크

ETRI 스마트폰 음성인식용 일반인 1600명 DB 구축

LG전자기술원 남미 2개국어 TTS 개발 용역

기아자동차 매뉴얼 용 포르투갈어 녹음

LG전자기술원 유럽 4개국어 음성 DB 구축

기아자동차 다국어 매뉴얼 번역 및 녹음(100시간)

포항공대 일반인 음성합성 DB 구축

LG전자기술원 외국인 250명 휴대폰 음성 DB 구축

음성합성용 대화체 60시간 남녀성우 음성 DB 구축

2015년 - 현재

2000명 한국어 4연숫자 음성 DB 수집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5개국어 녹음 및 믹싱

중앙일보 뉴스위크 영문 정기 녹음 1년 계약

오퍼레이션 7Z 게임 보이스이팩트 6개국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로고송

두산 이러닝 5개국어

국립현대미술관 안내방송 4개국어

지킬 앤 하이드 전국공연 라디오 광고

뱅뱅 홍보영상 BGM

코레일 공항철도 4개국어 녹음

롯데월드 홍보영상 4개국어 번역 및 녹음

지하철3호선 게이트안내멘트 4개국어 번역 및 녹음

나노 애니메이션 BGM 제작

LPGA 대회 홍보영상 한국어 더빙



연혁

2001년

CID 를 응용한 전화비서 시스템 특허출원

SKT n-Top Voice Mobile 공급계약 체결

2000년

(주)애드사운드 법인전환

(사)한국성우협회 제휴 성우 DB 구축

1995년

각종 음성정보 시나리오 개발 및 녹음

삼성정보 녹음실로 회사명 변경

1993년

K-VAN 설립

2005년 – 2002년

ETRI 멀티모달 영상, 대용량 음성 DB 구축

HCI LAB 대용량 아역 음성합성 DB 구축

한국전산원 주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수행

SKT 컬러링 플러스용 대용량 음성합성 DB 구축

ETRI 지능형 로봇 개발용 대용량 음성 DB 구축

ETRI 영어 음성합성용 대용량 음성 DB 구축

ETRI 라이도 방송뉴스 DB수집 용역 수행

삼성종합기술원 대용량 음성합성 DB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화자인식 및 대용량 음성합성

㈜에이치싸아이랩 대용량 아역 음성합성 DB구축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글로벌 VMS 프롬프트 공급

ETRI 라디오 방송뉴스 DB수집 용역 수행

㈜위트콤제휴, 컬러링 컨텐츠 공급 계약 체결

한국 IBM 음성합성용 음성 DB구축 계약 체결



조직도

대표이사

총무회계 기획실

이사회

솔루션팀모바일사업팀글로벌미디어팀 자연번역센터

-프로그램 제작

-기업 내부망 관리

-프로젝트 관리

-앱 개발

-모바일 마케팅

-기업/개인 비즈링

-이벤트링 제작

-컬러링 제작

-모바일 솔루션

-광고 / 나레이션

-애니메이션 더빙

-노래제작 / 디자인

-해외/국내 성우

-음성합성DB 관리

-음성인식

-해외업체 제휴

-번역 / 감수

-번역자 관리

-영어 / 중국어 PM

-공증



사업종목



녹음

국내 외 다양한 성우 확보, 전문 엔지니어의

노하우와 기술로 고객 니즈에 맞는 고품질의

레코딩 서비스 제공

ㆍARS

ㆍ나레이션 & 더빙

ㆍ외국어

ㆍ이러닝 & 오디오북

ㆍ대용량 합성 DB



컨텐츠

전문 사운드 PD 의 기획 전문 보컬 및 작사, 

작곡가 등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질의

음원 제공

ㆍBGM

ㆍ효과음

ㆍCM Song

ㆍ교가 및 사가



번역

현지 원어민 위주의 번역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국어 번역 및 감수

서비스 제공

ㆍ아시아권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외 다수

ㆍ유럽권

-영어, 독일어, 불어 외 다수

ㆍ남미권

-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외 다수



비즈링

휴대폰의 통화연결 신호음 대신,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나 홍보 내용을

컬러링처럼 들려주는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서비스

ㆍ600여개 업체 서비스 중

ㆍ기업 이미지, 상품 홍보

ㆍ이벤트 행사 및 캠페인 홍보

ㆍ신뢰성 향상

ㆍ친환경 홍보 전달매체



솔루션

기업 내부 망 관리, 휴대폰 / 태블릿 앱

개발, 프로그램 제작 등 기업 특성에 맞

는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ㆍJAVA, PYTHON, C++ 등 다수

ㆍ안드로이드 / IOS 앱 개발

ㆍ통계 자료 제작

ㆍ프로그램 개발

ㆍ인트라넷 개발 및 유지보수



경쟁력



주요 고객사



인적 네트워크

450여명 (사)한국성우협회 소속 전문

성우, 인디성우, 외국인 성우 구축

22개국 187명 분야별

번역 & 감수자 확보

전문 작사, 작곡, 가수 섭외를 통해

다양한 SONG 기회 및 제작

컨텐츠별, 프로젝트 별 전문 팀 구

성(성우, 영상, 사운드 디자인팀 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유기적인 관게를

통한 협업 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

22개국 187명 번역자 및 감수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비스

다국어 현지(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문성우 녹음 가능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 

모니터링, 다수의 해외거래처 확보

로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가능



통합 서비스

변역 및 감수

고객사

사운드 편집
성우

웹하드/FTP



원격 모니터링

원격지에 있는 고객이 애드사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성우

녹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실시

간 피드백이 가능한 애드사운만의

AMS(Anywhere Monitirong

Service) 시스템으로 독보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MS(Anywhere Monitirong Service) 시스템



인사말

번역, 녹음, 컨텐츠 제작, 대용량 DB 구축, 비즈링

고객과의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주)애드사운드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애드사운드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