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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디디션 엔터

대표이사 안성곤

업 종 방송제작, 영화 제작, CF, 공연기획,PPL 등

연 혁
1997. 8    디디션 설립 -개인사업자

2000. 3    ㈜디디션 법인 전환 자본금 : 3억원

2004. 1    ㈜디디션 엔터 법인 설립 자본금 : 1억원

2006. 5    영화제작 및 광고제작 신규사업 신설

2007. 7    SM 투자유치 동방신기의 베케이션 영화 제작

2007. 10  위성DMB 제작사업 신설

2008. 1    메니지먼트 사업

2010. 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4. 2    동국대학교 산학 가족회사 협약 체결

2014. 3    3D / UHD 제작사업 신설

업 태 제조, 서비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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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History

93~98 SBS 예능부, 편성부 PD
현재 (주)디디션엔터 대표

SBS 좋은친구들 <사랑학 개론> 200편 연출
SBS 시트콤 <나어때 > 야외 연출
SBS 시트콤 <행진> 야외 연출
SBS 기쁜우리토요일 <스타이런모습처음이야> 연출
KBS 쇼 파워 비디오 <황당 극장> 연출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코너 연출
SBS 반전드라마 연출
SBS 헤이 헤이 헤이 시즌2 연출
SBS 단막극 도깨비 뚜구닥 연출

영화 <동방신기의 베케이션> 기획/연출
DMB     리얼중계 시티헌터 기획/연출

- 2007 프랑스 칸 모바일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코메디TV 애완남키우기 나는펫 기획/연출

- 2008 케이블TV 최고 히트 콘텐츠 선정
SBS E! <아이돌 막내반란시대> 기획/연출

- 2010 KIPA상 연출상 수상
SBS플러스 드라마 <키스앤더시티> 16부작 기획/연출
SBS플러스 시트콤 <오마이갓> 기획/연출

- 2011 KIPA상 최우수상 수상
SBS 수,목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대에게> 제작총괄
MBC <샤이니의 서프라이즈 베케이션> 기획/연출
홈초이스 (UMAX)  UHD개국특집 제주행사 연출

UHD클라라의 뷰티풀 컬러 요가 연출
웹드라마 <점핑걸-UHD> 15부작 기획,연출

<도대체무슨일이야-UHD>10부작 기획,연출

대표 안성곤





글로벌콘텐츠미디어제작사
한류가 아시아에서 유럽.미주.아프리카로 문화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한국영상 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보는 문화상품이 됐다.
단절 되었던 세계가 한류 콘텐츠의 바람을 타고 하나로 모여지는 이 시점에서
오랜 경험과 앞선 영상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디션엔터만의 노하우로 가장 진보된 콘텐츠의 기획,제작으로
한류의 중심 제작회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경쟁력있는제작진구성

완성된비즈니스및수익모델구축

글로벌기획사와의네트워킹구축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능력 및 국내 히트 프로그램 제작PD 및 광고PD를 보유

SM,YG,JYP등 글로벌 기획사와의 꾸준한 공동작업을 통한 높은 캐스팅 파워를 구축

해외마켓 및 영향력있는 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 전략 완성



5
Contents

주요제작실적 (공중파 - 드라마) 

SBS 
청춘시트콤<나어때>
1998.10

SBS 
청춘시트콤<행진>
1995.05

SBS 
단막극 <도깨비 뚜구닥>
2011.8

SBS  수목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대에게>
2012.8 – 제작총괄 (SM)

KBS2  드라마스페셜
<수상한7병동>
2014.10

SBS
< 반전드라마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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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작실적 (케이블 - 드라마) 

SBS 플러스
<키스 앤더 시티> 16부
2010.10

SBS 플러스
부부시트콤<오 마이갓>
2011.05

주요제작실적 (영화) 

극장드라마
<동방신기의 베케이션>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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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작실적 (웹 드라마) 

웹드라마
<점핑걸> 15부작
2015  - 다음카카오TV

웹드라마 – 10부작
<도대체무슨일이야> -
2015  - 다음카카오TV



SBS     헤이헤이헤이 시즌2
일요일이 좋다 <반전드라마> 
기쁜우리토요일<스타이런모습 처음이야>
좋은친구들<사랑학개론,심리학개론>
추석특집 <웃으면 좋아요>
빅뱅 빅쇼 <시크릿 빅뱅>
3D TV속 움직이는세상
패션왕 코리아 시즌1
카라 쇼케이스 (Day & Night)

MBC   김국진의 여보세요
김국진의 힘내라 코리아
일요일일요일밤에<가무만사성>
사랑의 스튜디오(200회 제주도특집)
샤이니의 서프라이즈 베케이션
어메이징 FX

KBS    고향 노래제작본부 (추석특집)
도전 한글사랑(한글날 특집)
발견천하 유레카
쇼 행운의 신용카드
쇼 파워 비디오 (황당극장)
감성채널@21 (야외)

주요제작실적 (공중파 -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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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헤이헤이

감성채널@21



주요제작실적 - 예능 ( 케이블 TV  /   Sky Life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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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TV 애완남키우기 나는펫 (시즌1 ~ 8)
리얼중계 시티헌터 (시즌1 ~ 3)
미녀샘의 아이돌 키우기
별을 쏘다
김시향의 놈놈놈
청미 길들이기 & 희주 시집보내기

ETN 계약동거- 시즌1

SBS E! 아이돌 막내반란시대

SBS MTV 틴탑의 뜬다 백퍼
카라의 쇼케이스 Day & Night

Mnet 빅뱅의 아임유어롤리걸

MBC뮤직 틴탑&백퍼의 떳다 브라더스
샤이니의 서프라이즈 베케이션
어메이징 FX

Y-Star 틴탑의 네버스탑인 괌

온스타일 연애성형 SOS

UMAX UHD 제주 개막방송
UHD 클라라의 뷰티풀 컬러 요가

펫 파크 땡큐 베이비독 (스카이 라이프) 
여자친구 강아지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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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작실적 – 뉴 미디어

헬로비너스 –뮤직비디오
VR제작

여자친구의 전지훈련 –UHD



원정혜의 다이어트 요가 (비디오) 4편 제작

김국진의 헛 스윙 (골프 비디오) 비디오/DVD 제작

가수 빈의 몸치탈출 다이어트 비디오 (Fimm 모바일 서비스 제작)

가수 HOT 5집 동영상 타이틀 제작

박지영의 다이어트 밸리댄스 비디오/DVD제작

뮤지컬 디셈버 공연 DVD 제작 연출

비스트 월드투어 DVD 제작

카라 쇼케이스 DVD 제작

기타 영상제작- 광고,홍보

테크노 스카이 시티 (김인문 편)

과천 한마당 축제 (추상미 편)

헤 어 가 드 (염경환편)

소녀시대 캠페인 광고

망고 식스 유튜브 광고

약손명가 유튜브 광고

주요제작실적 (CF/DVD)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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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비디오

쿨 (해변의 여인)

HOT (늑대와 양)

박진영 (십년이 지나도, 떠나서)

SM타운 (My Life My Angel)

량현 량하 (학교를 안갔어)

사준 (메모리즈,남겨진 슬픔)

조 트리오 (비)

이상우 (눈물 내리는 날)

언타이틀 (떠나가지 마세요)

임성은 (미련)

선우정아 (순수)

박상철 (무조건)

영지 (이노래듣지마)

K.will (니가필요해)

주요제작실적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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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작실적 ( 공연 ) 

공연 기획 실적

SK 태국 푸켓 신바람 응원단 공연 행사

출연자: 이주노, 천명훈, 원투, 이진성, 하유선, 일렉쿠키, 밸리댄스팀

nhn 2005송년의밤 행사

사회: 정준하

출연 : 인순이, 일렉쿠키

MS 마이크로소프트 2005 유저 감사축제 행사

사회:정준하

출연 :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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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도원경 콘서트 총 감독

출연 : 도원경

2014 뮤지컬 디셈버 공연 중계 연출

출연 : 시아준수, 박건형



맺음말

작품의 질로 인정 받습니다

인정받는 다는 것은 통념의 틀로부터 한결 자유롭게 합니다

보다 자유로운 구성과 다채로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한편 주위의 기대와 책임감으로 인해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
다.                

연륜이 쌓여 갈수록 더욱 더 겸허한 자세로서 보다 나은 창작을 위해 매진해 나가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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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