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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감 미 디 어

광 고 · 홍 보 영 상

온 · 오 프 라 인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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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하여
기존 단방향 소통이 아닌
대중과 작품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발전된 현대 콘텐츠

CONTENTS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도전합니다.

2005년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실감미디어, 광고·홍보영상, 온·오프라인 행사, 메타버스 등  
독보적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열정
시대를 선도하는 감각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

최상의 품질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주|와이디자인랩은

실감미디어
SINCE 2021

광고·홍보 영상
SINCE 2005

기업·제품 홍보영상 및 인포그래픽,
바이럴 등 영상을 전문적으로
기획, 촬영, 편집, 제작하여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담은 영상

온·오프라인 행사
SINCE 2012

온라인 행사의 거리, 시간, 장소 등 
물리적 한계 극복과 오프라인 행사의
장점인 현장감, 생동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2Ugyx30PcY
https://youtu.be/ONJaYbm0e2Y
https://youtu.be/hU8KoDhvy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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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실감미디어란 사용자 만족을 위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감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써

메타버스, AR, VR, XR,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아나몰픽 등이 속한 글로벌 차세대 콘텐츠입니다.

https://youtu.be/d2Ugyx30P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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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디자인랩의 큐브형 LED는

실내·외 위치 및 사이즈 등 고객 환경에 맞는 최적의 디스플레이를 제작 및 구현해 드립니다.

아나몰픽 실감미디어 콘텐츠란 착시 현상을 활용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표현기법으로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눈으로 직접 현장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 및 위치에 제작이 가능한 실감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주목도가 매우 높아 전시, 광고, 미디어아트, 캠페인 등 다양하게 분야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Anamorphic Immersive Contents아나몰픽 실감미디어 콘텐츠

PITCH 2.0mm _ SMD LED

모듈 크기 W 160mm × H 320mm _ 1면 50장 총 150장

1면 크기 W 1.60m × H 1.60m _ 해상도 800px × 800px

전체 중량 150kg 이상 _ 케이블 포함 200kg 이하

필요 전력 AC 220V _ 30A ~ 40A 이상 _ 최대7kW

2.24m

2.66m

1.84m

평면형

부스 내부형

L자형

천장형

큐브형

모듈형

실감미디어

▲ |주|와이디자인랩 제작 큐브형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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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inite Evolution of Contents Connecting in Endless Space A Dreamy Planet in Space Time Signal

KMF&KME 2022 2022 대구콘텐츠페어 2022 대구콘텐츠페어 YDL_Orignal Contents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L자형 LED_29.0m[10.0m + 19.0m] × 11.0m

SAMSUNG WELSTORY'S Premium Service 제3회 섬의 날 주제관 자연과 함께해도 대구 리포브 5세대 작품 6종

2022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제3회 섬의 날 대구 ICT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리포브 5세대 론칭쇼

L자형 LED_9.0m[3.0m + 6.0m] × 2.5m (하단1.0m) L자형 LED_6.0m[2.0m + 4.0m] × 2.5m (하단0.5m) L자형 LED_29.0m[10.0m + 19.0m] × 11.0m L자형 LED_7.5m[5.5m + 2.0m] × 3.5m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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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The Infinite Evolution of Contents

아나몰픽

|주|와이디자인랩

1분 07초

KMF&KME 2022

60일

2022. 10.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서울 코엑스

[800px  × 800px] × 3면

큐브 속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주|와이디자인랩의 로고를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강조

작품 소개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0W_Sf6spaQ
https://youtu.be/n0W_Sf6s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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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아나몰픽

실감미디어

Connecting in Endless Space

서로 연결되어 변화하는 푸른 입자를 통해 메타버스를 표현, 
메타버스 공간의 연결성과 미래 지향성을 강조

작품 소개

|주|와이디자인랩

2분 21초

2022 대구콘텐츠페어

50일

2022. 09.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대구 엑스코

[800px  × 800px] × 3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KgqvC_M8hQ
https://youtu.be/nKgqvC_M8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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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A Dreamy Planet in Space

아나몰픽

게임의 변천사를 담은 게임 행성과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입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콘텐츠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강조

작품 소개

|주|와이디자인랩

2분 42초

2022 대구콘텐츠페어

50일

2022. 09.

큐브형 LED_[1.6m × 1.6m] × 3면

대구 엑스코

[800px  × 800px] × 3면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M1VIk0Hnrg
https://youtu.be/iM1VIk0Hnrg


|주|와이디자인랩 009

스틸컷

Time Signal

아나몰픽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인 닭과 대중에게 익숙한 동물인 오리, 
두 동물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시보를 시각적으로 표현

작품 소개

㈜도원투자개발

13편 각 20초

YDL_Orignal Contents

60일

2022. 10.

L자형 LED_29.0m[10.0m × 19.0m] × 11.0m

대구 동성로 스파크랜드

2,320px  × 880px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b3v6Ai_Ve0
https://youtu.be/2b3v6Ai_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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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SAMSUNG WELSTORY'S Premium Service

아나몰픽

삼성웰스토리가 만들어 갈 미래 식음 산업의 모습을 
식품, 공간, 서비스라는 주제를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

작품 소개

㈜아이엠월드

1분 15초

2022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

20일

2022. 09.

L자형 LED_9.0m[3.0m × 6.0m] × 2.5m (하단 + 1.0m)

서울 양재aT센터

3,456px × 960px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m_rzplpG8Y
https://youtu.be/Xm_rzplpG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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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제3회 섬의 날 주제관

아나몰픽

군산의 고군산도 중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방축도의 
독립문바위를 활용하여 방축도의 경관을 아트적으로 표현

작품 소개

㈜아이엠월드

2분 04초

제3회 섬의 날

20일

2022. 08.

L자형 LED_6.0m[2.0m × 4.0m] × 2.5m (하단 +0.5m)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304px  × 960px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Yag93ZW83s
https://youtu.be/lYag93ZW8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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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자연과 함께해도 대구

아나몰픽

대구 팔공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과 연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변화되는 갓바위의 밤과 낮을 아트적으로 표현

작품 소개

(재)대구관광재단

1분 05초

대구 ICT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20일

2022. 07.

대구 동성로 스파크랜드

실감미디어

L자형 LED_29.0m[10.0m × 19.0m] × 11.0m

2,320px  × 880px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tP7ZBEPtxA
https://youtu.be/5tP7ZBEPt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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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리포브 5세대 론칭쇼

아나몰픽

㈜코슈코의 화장품 신제품인 리포브 5세대의 CI와
제품의 외형적, 성분적 특징을 입체적으로 표현

작품 소개

㈜코슈코

6편 각 30초

리포브 5세대 론칭쇼

60일

2021. 05.

L자형 LED_7.5m[5.5m × 2.0m] × 3.5m

호텔인터불고 대구

2,700px  × 1,040px

실감미디어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9c7qlv3SM5s
https://youtu.be/9c7qlv3SM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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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영상
오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및 높은 퀄리티의 영상제작이 가능하며  

섬세한 연출로 고객에게 가장 본질적인 영상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https://youtu.be/lmGzH1uGO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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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린아카데미 우수중소기업 라이브 커머스 모든 순간이 안전한 경주

홍보영상

TV CF 무대영상 TV CF 홍보영상

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홍보영상

지마린서비스

고용노동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고용노동부 (재)대구관광재단

경상북도청 한국관광공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022 명연주자 시리즈 「정화 그리고 순환」 K-Digital Platform 대구건축기행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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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지마린 아카데미

홍보영상

지마린서비스

3분 36초

역동적인 화면 전환과 정보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해기전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인 지마린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주|와이디자인랩 017

스틸컷

우수중소기업

홍보영상

경상북도청

10편 각 2분

각 기업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와
마케팅 환경에 맞추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연출로 구성,
2021년 경북도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홍보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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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라이브 커머스

제품홍보영상

에이징, 아발리코코리아, 디블랑, 유바이오메드 등

8편 각 20초

제품의 특성에 맞는 드라마틱한 미술 연출과 다각적 화면구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품의 장점을 시각적 
으로 전달하여 소비 촉구를 유도하는 홍보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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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모든 순간이 안전한 경주

홍보영상

한국관광공사

2편 각 3분 30초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섬세한 연출로 관광도시 경주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경주관광을 유도하는 홍보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fZ219IlqDg
https://youtu.be/cfZ219IlqDg
https://youtu.be/cfZ219Ilq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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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TV CF

고용노동부

30초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가가 함께하
는 미래를 선도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ijwW048OLQ
https://youtu.be/CijwW048OLQ
https://youtu.be/CijwW048O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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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2022 명연주자 시리즈 '정화 그리고 순환'

무대영상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분 06초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2 명연주자 시리즈 공연의 협연 연주자 
및 감독·지휘자 소개를 위해 제작된 무대 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y-8FF7gWLI
https://youtu.be/jy-8FF7gWLI
https://youtu.be/jy-8FF7gW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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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K-Digital Platform

TV CF

고용노동부

30초

K-Digital Platform의 성장하는 미래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X8YZSxeFpk
https://youtu.be/2X8YZSxeFpk
https://youtu.be/2X8YZSxeFpk


|주|와이디자인랩 023

스틸컷

대구건축기행

홍보영상

(재)대구관광재단

1분 30초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지식 습득과 다양한 감각 체험과 역동적인 
장면으로 힐링 여행만 떠났던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구건축문화기행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작품 소개

광고·홍보 영상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ThJsqNrWl4
https://youtu.be/EThJsqNrWl4
https://youtu.be/EThJsqNrW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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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행사
제한된 공간을 넘어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가상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초실감형 기술인 XR 스튜디오를 활용한 전문적인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진행합니다.

https://youtu.be/hU8KoDhvy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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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디자인랩은 XR스튜디오를 적용하여

다수의 국제 행사 및 세미나·포럼·컨퍼런스를 진행한 전문업체입니다.

온·오프라인 행사

XR 스튜디오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공간 또는 실제로 접하기 힘든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여 

실시간 합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할 수 있는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XR 스튜디오는 세미나·포럼·컨퍼런스, 라이브 커머스, 연극·뮤지컬 공연,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 및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XR studioXR 스튜디오

현실에서 연출을 하기 힘든 

또는 할 수 없는 장면

구현 가능

메타버스, XR 공연과 같은 

미래형 콘텐츠 제작 가능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을 절약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기존 물리적 스튜디오 

구축 비용을 절약
▲ XR 스튜디오를 적용한 행사 촬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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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HCI 융복합 기술 트렌드 세미나 IOHA 2021 2021 대구경북 글로벌 AR·VR 메타버스 컨퍼런스 SIGGRAPH ASIA 2022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XR 스튜디오_VOD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한국산업보건학회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 / 대구가톨릭대학교 SIGGRAPH ASIA

MTN 글로벌이슈 2022 2021 전문대학혁신성과포럼 2021대구 제15차아시아아동문학대회 제1회 대학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 온·오프라인 행사_기획 진행 온라인 행사_기획 진행 온·오프라인 행사_기획 진행

MTN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아시아아동문학대회 한국본부 서울경제신문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온·오프라인 행사

사진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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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2022 HCI 융복합 기술 트렌드 세미나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세미나

2022. 05. 31 / 2022. 07. 29 / 2022. 08. 25

대구컨벤션뷰로_온라인 스튜디오 D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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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IOHA 2021

한국산업보건학회

컨퍼런스

2021. 09. 13 - 2021. 09. 15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대구컨벤션뷰로_온라인 스튜디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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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2021 대구경북 글로벌 
AR/VR 메타버스 컨퍼런스

XR 스튜디오_라이브 스트리밍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 / 대구가톨릭대학교

컨퍼런스

2021. 10. 12

대구 엑스코 306호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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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SIGGRAPH ASIA 2022

XR 스튜디오_VOD

대구 컨벤션 뷰로

행사 홍보영상

2022. 12. 07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대구컨벤션뷰로_온라인 스튜디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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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GLOBAL ISSUE 2022

라이브 스트리밍

MTN

세미나

2022. 05. 26.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x1ioKEoVic
https://youtu.be/Wx1ioKEoVic
https://youtu.be/Wx1ioKEo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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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2021 전문대학 혁신성과 포럼

온·오프라인 행사_기획 진행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포럼

2021. 12. 14 - 2021. 12. 16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홀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사진을 클릭하면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iK7IgB6tp8
https://youtu.be/TiK7IgB6tp8
https://youtu.be/TiK7IgB6t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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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2021대구 제15차아시아아동문학대회

온라인 행사_기획 진행

아시아아동문학대회 한국본부

세미나

2021. 08. 21 - 2021. 08. 22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컨벤션뷰로_온라인 스튜디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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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컷

제1회 대학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온·오프라인 행사_기획 진행

서울경제신문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토크콘서트

2021. 10.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E1 컨벤션홀

작품 소개

온·오프라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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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61, 4F 와이디자인랩

053 425 7654 / 053 425 7674

대구
본사

TEL / FAX TEL / FAX

WEB / E-MAIL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20-11, 세원빌딩 305

02 6251 3025 / 053 425 7674

_DAEGU _SEOUL

                             / ydlab@ydlab.co.krwww.ydlab.co.kr

https://map.kakao.com/?map_type=TYPE_MAP&itemId=1909309561&q=%EC%99%80%EC%9D%B4%EB%94%94%EC%9E%90%EC%9D%B8%EB%9E%A9&urlLevel=3&urlX=872347&urlY=660523
https://www.instagram.com/y_design_lab_2022/
https://www.youtube.com/channel/UC5OCBC8ScGBQo5a6WpYu-qQ
http://www.ydlab.co.kr/
http://www.yd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