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Overview

세계를 무대로 한 기업 엔터테인먼트로 
감동을 연출합니다.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이하 엠파이어)는 전 세계에 걸쳐 기업, 기관, 자선단체
그리고 사적인 목적을 위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역동적인
풀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입니다.

1993년, 공동 창업자인 J.B.Miller와 David Yamn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헤드라인 콘서트, 코메디, 극장용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타 그리고 기존
연설가들의 섭외 및 제작에 있어 이벤트 업계의 탁월한 자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엠파이어는 또한 통합된 크리에이티브와 제작 서비스에 있어서도 업계의 선두주자로 
앞서나가는 제작사입니다.

엠파이어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광고, PR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특별한 이벤트 
프로듀서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과 도쿄에 있는 사무소, 성장하는 라틴 아메리카 본부, 그리고 수립되고 
확장되는 세계의 협력사 네트워크와 자원을 통해 엠파이어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연결되는 강력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엠파이어는 전 세계 
50국 이상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oyama Brazilia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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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at WPC in Boston



Production Services
세계 각국에서의 이벤트 제작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비용대비 높은 효과의 퍼포먼스와 기술 제공이 가능

20년에 이르는 세계 각국에서의 이벤트 제작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
퀄리티나 코스트 퍼포먼스 등, 각각의 조건에 적절한 협력 기관, 단체, 아티스트와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두 곳 이상 복수의 이벤트 행사장을 잇는 대규모 이벤트로부터, 소규모의 프라이빗 파티까지, 
높은 수준의 프로덕션 업무에 의해, 원활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실현합니다.
또,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엠파이어는 
인 하우스 프로덕션 서비스로 코스트 퍼포먼스의 하이레벨의 기술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털 프로듀스로 부터
섹션 단위로의 프로듀스 까지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듀서들이 
각 영역에서 세계 수준의 퀄리티를 실현
이벤트의 기획•제작은 물론, 스테이지 연출, 캐스팅, 조명, 음향, 영상, 라이브 이벤트, 운영까지 
온갖 분야의 프로페셔널이 프로젝트 마다 팀을 짜, 높은 퀄리티의 이벤트를 실시.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메세지 소구를 실현합니다.

엠파이어의 네트워크는 월드 와이드 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전 세계의 
최첨단 콘텐츠를 아시아에서 재현하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의 클라이언트의 해외에서의 
이벤트 실행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서포팅을 제공 합니다.　

아시아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아시아로

Kamui (Kill Bill Choregora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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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unamachi Mitsui Club



Keynote Speakers and Personal Appearances
세계의 유명인사들을 메신저로 내세워

최고의 인재를 캐스팅

클라이언트의 메세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강연자 등의 인사 섭외.

엠파이어는 강연회, 기업 영상, 그리고 후원회나 파티, 라이브, 패션쇼 등에서

독보적인 캐스팅 네트워크로, 항상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 가능합니다.

온갖 분야에 있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의 탤런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유,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해지며,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고유 이미지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의 인물을 선정하여, 주어진 프로젝트 예산안에서 캐스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있는 정보를 살려, 출연자와의 계약 교섭도 원활히 코디네이트 합니다.

이벤트 캐스팅 실적：

Business Meetings and Award Shows
어떠한 이벤트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금융,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의약품, 영화사의 프리미어 시사회, 시상식, 

저명인사들의 모임 등에 매혹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전개됩니다.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이벤트를 연평균 약600건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으며 고객, 임직원, 

비지니스 파트너,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깊고 강하게 하기 위해, 독창적인 기획 및 운영을 

실현하여 클라이언트 및 이벤트 참가자에게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 이를 통해 보다 높은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표현 스타일로 감동을 부르는 퍼포먼스. 엠파이어는, 지금까지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리버 댄스, 스톰프로부터, 데이비드 카퍼필드, 

블루 맨이나 중국 기예단 같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퍼포먼스 아트나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구사한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등도 

재빨리 섭외하여, 항상 새로움을 필요로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신인 탤런트나 신선한 엔터테인먼트의 리서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로부터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전 세계의 퍼포먼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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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Okura Riverdanc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Theatrical and Variety Talent

Al Gore
알 고어 (Al Gore) 

우피 골드버그 (WhoopiGoldberg)

콜린 파월 (Colin Powell)

조지 H.W. 부시 (George H.W. Bush)

달라이 라마 (Dalai Lama)

너탈리아 키라란에스(Miss Brazil)

아케보노 (전 스모 챔피언)빌 클린턴 (Bill Clinton)

보노 (Bono,U2)

마이클 불름버그 (Michael Bloomberg

루돌프 줄리아니 (Rudolph Giuliani)

로버트 레드포드 (Robert Redford)

로빈 윌리암스 (Robin Williams) 모리 리요 (Miss Universe 2007)

치바나 쿠라라 (Miss Universe Japan)

히라야마 아야 (일본 여배우, 바람의 파이터)

미마 히로코 (Miss Universe Japan)



Music and Concert Talent

세계의 톱 아티스트들도 신뢰하는

엠파이어의 프로덕션 

예산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발상으로 관객, 현장 환경, 개개인 아티스트의 장점과 단점 등 여러 가지 

정보와 엠파이어의 경험을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기대 수준 이상의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락, 얼터너티브, R&B, 재즈, 클래식, 그리고 월드뮤직 등 높은 수준의 연출을 통한 콘서트를 제공하여, 

메이져 뮤지션을 포함한 몇 천명의 아티스트들과의 신뢰 관계와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이며, 보다 좋은 제안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이브 프로덕션・캐스팅・무대감독 실적：

Exhibitions and Original Stage Performances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는 스테이지 퍼포먼스

일본 및 아시아외에도,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전시회에서 엠파이어는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스테이지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연자 중에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해 오리지날 퍼포먼스를 제작해,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고객의 흥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스테이지 연출·캐스팅 실적：

엠파이어는 20년간에 걸쳐, 전 세계의 에이전트와 출연, 계약 교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교섭력에 의해 매끄러운 출연 교섭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체결까지 모든 사항을 코디네이트 합니다. 또, 출연과 동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연 저작권 

관련 사항 같은 여러 문제에도 국제적인 스탠다드 룰에 맞춰 진행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원활하고 명확한 매니지먼트가 최대의 장점중의 하나입니다. 

경험과 유연함으로 연결되는

에이전트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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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Tempest at Shanghai Motor Show Live Lab and Kelly Levesque at Photokina

Elton John Justin Timberlake

어셔 (Usher)

아레사 프랑클린 (Aretha Franklin)

알리샤 키스 (Alicia Keys)

에어로스미스 (Aerosmith)

엘비스 코스텔로 (Elvis Costello)

엘튼 존 (Elton John)

제니퍼 로페즈 (Jennifer Lopez)

셰릴 크로우 (Sheryl Crow)

셰어 (Cher)

저스틴 팀버레이크 (Justin Timberlake)

조나스 브라더스 (Jonas Brothers)

존 포거티 (John Fogerty)

존 메이어 (John Mayer)

존 멜렌켐프 (John Mellencamp)

다이아나 로스 (Diana Ross)

데이빗 보위 (David Bowie)

듀란 듀란 (Duran Duran)

비욘세 (Beyonce)

필 콜린스 (Phil Collins)

보노 (Bono)

본 죠비 (Bon Jovi)

마룬5 (Maroon 5)

레니 크라비츠 (Lenny Kravitz)

로드 스튜어트 (Rod Stewart)

아오키 카렌 (青木カレン）

이데 마리코 (井手麻里子） 

케이코 리 (ケイコ・リー）

츠치야 안나 (土屋アンナ）

토기 히데키 (東儀秀樹）

나카시마 미카 (中島美嘉）

히라하라 아야카 (平原綾香）

DAISHI DANCE

Gulf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GITEX)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IFA)
Photokina
TOKYO AUTO SALON

Centrum der Büro- und Informationstechnik (CeBit)
China Beijing International High-Tech Expo (CHITEC)
Combined Exhibi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CEATEC)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NAGOYA AUTO TREND
OSAKA AUTO MESSE
Guangzhou Motor Show
Shanghai Motor Show



Commercial Video and Film

텔레비전, 영화, CF 등의 화제작을

차례대로 프로듀스

엠파이어는 텔레비전, 영화 프로듀스나, 유명 탤런트 캐스팅에 대해서도

여러 빼어난 실적을 자랑합니다. 

국제 발전 교육 기금의 소개 비디오 제작, 도널드 트럼프를 기용한 TVCM, 1998년 Emmy상을 

수상한 영화 「The Cruise」의 제작 총지휘, 2005년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카포티」의 

컨설팅, 일본 NHK가 뉴욕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촬영했을 때의 로컬 프로덕션, 일본 내에서는 

GAP JAPAN의 기업 비디오 제작, MTV US의 일본촬영시 로케이션•테크니컬 코디네이션 등, 

영상 제작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물 탤런트의 캐스팅에도 많은 경험이 있어, 카메론 디아즈, 에단 호크, 페넬로페 크루즈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탤런트를 캐스팅 해 왔습니다.

캐스팅 및 영상 제작·협력 실적：

독창성 넘치는 세일즈 프로모션

엠파이어는, 전 세계에 매우 잘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상 참신하고 효과적인 

세일즈 프로모션을 제안, 실현해 왔습니다.

YouTube등을 활용한 바이럴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롤링 스톤즈의 일본

투어 시에는 스페셜 사이트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 전개하는 등, web

마케팅에 대해도 여러 가지 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개성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기축으로 한 프로모션은,

상품의 이미지와 함께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Katy Perry & Manish Arora at Asakusa Sensouji (MTV Talk @ Playground)

Marina Watanabe (Animal Planet) Karen Elson (KOSE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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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Video Production Matthew Broderick

에단 호크 (Ethan Hawke)

윌.아이.엠 (Will.i.am)

카렌 엘슨 (Karen Elson)

카메론 디아즈 (Cameron Diaz)

사라 제시카 파커 (Sarah Jessica Parker)

데니스 호퍼 (Dennis Hopper)

파리스 힐튼 (Paris Hilton)

페네로페 크루즈 (Penelope Cruz)

레이첼 와이즈 (Rachael Weisz

코이즈미 코타로 (!" #$%)
후지와라 히로시 ('(ヒロシ)
와타나베 마리나 (,- ./0)

아사히 TV (テレビ45) NHK

GAGA SBS（한국）

CX

Discovery Channel

NTV

Prestige TV CM

MTV STAR TV（대만）



Empire Around The World
한 걸음씩 넓혀 나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엠파이어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뉴욕과 도쿄 오피스, 그 외 전 세계의 관련회사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엠파이어는 40국 이상의 나라나 지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mpire Entertainment, Inc.
560 Broadway, Suite 202 New York, NY 10012 
Tel: +1 212-343-1645 Fax: +1 212-343-1646
www.empireentertainment.com

エンパイア エンターテイメント ジャパン 株式会社
〒105-0001 東京都港区虎ノ門 4-2-6-1F 
Tel: 03-5733-2220  Fax: 03-3433-5821
www.empireentertainment.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