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기술



MOVING SCULPTURE
무빙스컬처



MOVING SCULPTURE는

뉴미디어 전문 기업 미디어프론트가 만든 움직이는 조각물입니다. 

메탈볼, 크리스탈볼 등의 오브제를 첨단기술로 제어해

다양한 형태의 3차원을 구현하는 키네틱 조형을 연출합니다. 

메시지를 담은 예술적이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출로

다양한 공간에서 기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다양한 장면에서 특별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무빙스컬처는 쇼핑센터, 공항, 호텔 등의 건축물, 

전시회, 프로모션 이벤트, 무대 등 다양한 장면에서

기업이나 브랜드의 철학, 의미를 담은

움직이는 예술 조각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출을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메탈볼, 크리스탈볼 등 매달리는 오브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션 연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조명, 음향을 더해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SHAPE

BULB

TRIANGLE LED PANEL

METAL BALL

CUSTOMIZED OBJECT

CRYSTAL BALL



REFERENCE



세계 최대 라이브 전시회

LDI(Live Design International) 2017 어워즈

BEST SMALL BOOTH 부문 수상

Las Vegas, Nevada, USA (2017)



















삼각형의 LED 디스플레이 모듈로 형상, 패턴, 도형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개념
의 무빙스컬처입니다.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한 3D 모션기술을 적용해 지금까지의 물리적, 표현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LED 판넬에 다양한 컬러나 영상을 투사할 수 있어서 무대 공연시 영상 투사, 포인트 조
명, 장면 전환 등의 연출에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베이직 모듈 시스템

미디어프론트의 무빙스컬처는 하나의 오브제에 대해

하나의 모터 드라이브가 세팅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듈 시스템은 오브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부로, 모듈 유닛을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연출 공간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규격(1유닛)

WEIGHT

LOAD ON CABLE

LIFTING HEIGHT

LIFTING SPEED

POWER

180mm

180mm

200mm

2.5kg

250g

0m ~ 4m

0.6m/sec

DC 24V 3A

|

|

|

|

|

설치 장소의 환경 및 연출에 따라

다양한 모듈 배열이 가능합니다.

배열의 예1                 예2                       예3



컨설팅에서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무빙스컬처 솔루션을 컨설팅합니다. 

오브제의 선택 및 모션 연출 등의 기획은 물론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현장설치까지 원스탑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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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연출 구성 모션 시뮬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및 운영 현장설치 및 테스트



무빙스컬처 시스템은 전세계 상설/비상설 시설에

렌탈 및 판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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