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씽크브릿지



01 회사 개요

씽크브릿지는 IT 응용서비스, 전시 및 콘텐츠 기획·제작, 전시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전시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전시기획사입니다. 이를 위해 최신 IT 기술부터 장인의 숙련된 전통기술까지 모든 가능한 도구들을 활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으로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구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의적콘텐츠의시작과끝, 그 다리가 되다.



02 회사 연혁

History

색깔놀이터,
생각꿈틀미술관등
어린이체험전시개최

창의논술,
창의토의클럽등
교육프로그램런칭
다수의체험전시개최

미술관에간미피,
와글와글미술관등
다수의체험전시개최

InsideKitty,
한반도공룡탐험전등
다수의체험전시개최
및교육프로그램개발

63씨월드뽀로로특별전,
미피플레이파크등
어린이체험전시개최및
넥슨제주테마마크개발

헬로키티플래닛,
용산키즈랜드,
에어키즈파크등
어린이테마파크개발

한국잡월드운영,
BMW주니어캠퍼스개발,
경남고성공룡엑스포기획·제작
및다수의전시개최

스튜디오지브리레이아웃전,
플레이메이플스토리등
다수의전시개최및
에버랜드에버에듀스쿨개발·운영

BMW드라이빙센터
주니어캠퍼스개발·운영
K-Live홀로그램관운영,
스튜디오지브리입체조형전등다
수의전시개최

에버랜드프라이드인코리아,
디지털박물관은살아있다등
다수의디지털콘텐츠제작,
LikeDino공룡대전제작·운영

-NIPA동반성장사업진행
-BalloonCam제작및시연
-미래부R&D과제2건진행
-키즈카페개발진행

2006 2007 2008 2009

2013 2012 2011 2010

2014 2015 2016

법인설립

제1도약기

제2도약기

2017



03 기업현황

* 본부장: 김진관
--------------
- 인사·노무관리
- 경영 지원
- 전시 운영
- 행사 대행

회사명 ㈜씽크브릿지 / Think Bridge 대표이사 전용덕, 이홍진

설립일 2008년 9월 1일 법인구분 중소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5길 54-2(삼성동)

업종 전람회, 체험관 운영업 / 전시 및 행사 대행, 컨텐츠 기획, 제공업 /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개발 및 제작업 / 무역업 / 매점

주생산품 전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공간 시공 종업원 35명

자본금 6억원

* 본부장: 염승룡
--------------
- 해외법인 추진
- 중국사업 추진
- 수출상품 양산

* 연구소장: 김동섭
----------------
- UX/UI 연구 개발
- R&D 과제 진행

* 본부장: 이상구
------------------
- 전시 기획 및 제작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공간 기획 및 제작
-VR 기획 및 제작

경영운영
본부

실감개발
본부

해외사업
본부 미디어랩

조직 구성



R & D

IoT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

플랫폼 개발 등

국가과제 통한 R&D

WEB, Mobile, 

디지털 콘텐츠에

활용가능한

UX 설계 및 UI 개발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설계 R&D

해외 사업

키즈카페, 공룡 체험관

등을활용한 콘텐츠 및

F&B 프랜차이즈 사업

벌룬캠 등스마트 토이

양산을 통한

해외수출 사업

VR 사업

VR 콘텐츠 수급 및제작,

테마공간 구축 및

F&B 시설 구축을 통한

VR Theme Park 사업

엔터테인먼트, 교육,

국방, 의료 관련

VR 콘텐츠 제작 및

배급사업

전시 사업

전시기획 및

전시컨설팅,

전시관 프로

그램개발

전시조형물 제작

및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

콘텐츠 제작

전시관 및체험

시설운영,

MD 개발 및 관리

1 2 3

1 2

1 2

1 2 3

04 사업분야



05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대표 전시

2006, 2008, 2010, 2011
색깔놀이터

2008, 2009, 2010
미피의즐거운 미술관

2009, 2011
헬로 키티 플래닛



05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대표 전시

2008, 2009, 2010, 2011, 2013
색깔놀이터

2012
마티스와춤추는 색종이

2009, 2010
한반도의공룡 탐험전



05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대표 전시

2013
플레이메이플스토리

2013
지브리레이아웃전

2014
지브리입체조형전



05

사업내용: 
한국의 문화 유산을 주제로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역사 체험관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헤리티지사업의
일환으로 씽크브릿지와 에버랜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진행

적용장소:
에버랜드 키즈커버리 2층 프라이드인 코리아관

Pride in Korea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05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Pride in Korea



05
Pride in Korea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



05
Like Dino 공룡대전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특별전

LIKE DINO 공룡대전

사업내용: 
공룡처럼 되어보고, 공룡을 사랑하는
에듀테인먼트형 공룡 콘텐츠 체험관 구축

개발기간: 2015년 9월 ~ 12월

전시기간: 2015년 12월 15일 ~ 3월 1일

전시장소: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운영



05
Like Dino 공룡대전 | Digital Contents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운영



05
Like Dino 공룡대전 | 4D & 5D Movies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운영



05
BMW Junior Campus

제작내용: 
2014년 자사에서 제작한 BMW드라이빙센터
주니어캠퍼스 콘텐츠 영문 버전 제작
실험실 11개 콘텐츠 및 워크샵 App개발

제작기간: 2015년 2월 ~ 8월

적용장소: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운영: 2015년~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운영



05
BMW Junior Campus

대표 사업 실적 | 전시 제작·운영



05
한국잡월드

대표 사업 실적 | 체험관 운영

K-live



05 대표 사업 실적 | R&D



아날로그 전시를 시작으로 전시 기획과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며 개발의 확장성을 가져 오다.

VR, AR 등 가상 현실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실의 경험을 뛰어넘고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감성에 다가가는 콘텐츠를 꿈꾸다.

2008
2012

2016

2020

Analog

Digital Tech

Virtual Tech

Beyond Technology

어린이 체험 전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속가능 사업 확보 글로벌 사업 확산

어린이 체험전시 및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등을 통한 전시·운영

노하우 축적

기존의 전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획 및

제작 영역의 확장.

정부R&D를 통한 기반 기술 확보.

디지털 콘텐츠 및 VR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및

공간 사업 진행.

IT 기술 접목 수출 상품 개발.

기술은 사라지고 인간의

감성과 교감하는 차세대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산

06 기업비전

Vision



감사합니다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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