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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소리 성우 누구죠?

많은 분들이 저희의 성우를 궁금해 합니다.
너무도 따뜻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때문이죠. 

저희는 인공지능 성우 최초로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네이버 오디오클립, 밀리의 서재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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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성우를 동시에

인공지능 성우는 장소와 역할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명의 성우녹음도 동일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영화같은 공간음향 돌비 사운드

여름의 돌비 사운드는 청취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귓속 가득히 울려퍼지는 대화와 음악의 음색
그리고 살아있는 사물과 환경의 소리는,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이 됩니다.

 채널 바이노럴

여름은 두개의 이어폰과 헤드폰 속에
개의 스피커를 채운 듯한

웅장함을 구현합니다.

QR SCAN을 통해 샘플을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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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tle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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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운드로 태어나다.

여름은 오디오북, 오디오드라마, 오디오무비,
오디오가이드, 실감오디오, 미디어음향, 영상더빙 등

어떠한 오디오도 온몸을 휘감는 사운드로 완성합니다.



캡*
와우! 진짜 사람이 하는 내레이션 같네요.

함**
와...신기합니다!

우******
너~~ 무 좋네요. 라디오극장 듣는 것 같고 너~~ 무 좋네요. 라디오극장 듣는 것 같고 
생동감도 있고

착***
헐, 이 정도면 나중에 성우라는 직업이 
사라지겠네요...ﾧﾧ

젤**
와.... % 정도 사람이랑 비슷해요!

수******수******
이어폰으로 들으니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감상 후 반응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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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에세이 :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구요?

QR SCAN으로 생생한 샘플을 경험을 해보세요.





황금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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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동화 : 좋아

QR SCAN으로 생생한 샘플을 경험을 해보세요.



성우 명 이하

배경음악, 전환음

인칭 시점의 효과음 구현

성우 무제한

배경음악, 전환음

장면별 배경음 구현

인칭 시점의 효과음 구현인칭 시점의 효과음 구현

주변환경의 효과음 구현

시간당, , ,  WON

   ,  WON

시간당, , ,  WON

   ,  WON

지금 여름을 ↓ %할인 된 금액으로 만나보세요. 

성우 무상 수정기간 년, 회 (단, 분 이상의 분량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H A R M O N Y (기본)

O P E R A (고급)

※ 위 비용은 녹음, 음원, 마스터링이 모두 포함된 완성된 오디오 콘텐츠 가격입니다.

※ 기획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별도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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