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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크래프트포디
CRAFT4D CO., LTD

설 립 일 2013년 11월 01일

대 표 이 사 김 현 우

실적
약 9년간 국내 외 70여개 SITE
4D의자 설치완료
총 1,200여석 규모

사무소/공장
1개 사무소(2층)
자체 생산 공장 1개소(1층)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곡로 41-8

사업 내용

ㆍ체험용 4D의자, 4D시뮬레이터 제작
ㆍ4D 컨트롤러 개발
ㆍ노후 시뮬레이터 보강, 교체,  유지보수
ㆍ기존 상영관 모션프로그래밍

㈜크래프트포디 사옥 전경

▶ 일반 현황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KC인증서(2인승 4D의자)특허(실용신안)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인증 현황

1. 회사 개요

원단 방염필증

구조검토서(2인승 4D의자)



▶ 외관 및 사이즈(2인1조)

2. 4D의자 소개

탑승인원 2인승

크 기(WxHxD) 1200x980x1267

무 게(kg) 약 130 (2인승기준)

사용압력 0.3~0.8MPa

전 원 4D Chair(1SET) 220V AC 1.6kw

재질
극장용의자 우레탄스폰지,STEEL,방염원단

프레임 STEEL, 용접

모션 서보모터 3축 3자유도 상,하,좌,우,앞,뒤 모션

환경효과

얼굴바람 에어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목바람 에어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워터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수압

다리간지럼효과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바이브레이터 효과 진동모터를 사용 의자 전체가 흔들림

CGV 영화관의자 적용
관람객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관의자 적용
방염원단을 적용하여 화재에도 안전
페브릭 및 인조가죽원단 적용가능
**국내 방염원단 적용

안전 자바라
관객의 손, 발 닿지 않도록 보호
방염 소재로 화재에도 안전
*구김이 없어 관리가 필요 없음

틸팅이 가능한 안전 발판
위급 시 발판이 위로
들어올려지도록
설계 적용

*외관,사이즈는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2인승 4D의자 설치 사례 (오산 119국민안전안전체험관)

▶ 2인승 4D의자 기본사양

*사양은 현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 및 사이즈(4인1조)

2. 4D의자 소개

탑승인원 2인승

크 기(WxHxD) 2302x888x1273

무 게(kg) 250

사용압력 0.1~0.8MPa

전 원 4D Chair(1SET) 220V AC, 3kw

재질
극장용의자 우레탄스폰지,STEEL,방염원단

프레임 STEEL, 용접

모션 서보모터 3축 3자유도 상,하,좌,우,앞,뒤 모션

환경효과

얼굴바람 에어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목바람 에어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워터샷 솔레노이드밸브+압축수압

다리간지럼효과 솔레노이드밸브+압축공기

바이브레이터 효과 진동모터를 사용 의자 전체가 흔들림

*사양은 현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4인승 4D의자 기본사양

CGV 영화관의자 적용
관람객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관의자 적용
방염원단을 적용하여 화재에도 안전
페브릭 및 인조가죽원단 적용가능
**국내 방염원단 적용

안전 자바라
관객의 손, 발 닿지 않도록 보호
방염 소재로 화재에도 안전
*구김이 없어 관리가 필요 없음

틸팅이 가능한 안전 발판
위급 시 발판이 위로
들어올려지도록
설계 적용

4인승 4D의자 설치 사례 (천안독립기념관)



구분 서보 모터 시스템

이미지

특징

1. 일반 모터에 비해 소형, 경량

2. 낮은RPM 및 높은RPM 동일한 강력한 토크

3. 고성능으로 인해 산업용 모터 중 가장 고가

▶ 구동부 및 모션 자유도 : 서보모터 3축 3자유도

▶ 모션범위
앞,뒤 모션범위
max 20~24°

좌,우 모션범위
max 8~16°

단계 rpm Speed(속도) 비고

1속 300 10mm/s

여러가지 속도를 조합하여

다이나믹한 모션효과를 구현

2속 700 20mm/s

3속 1100 30mm/s

4속 1500 40mm/s

5속 1900 50mm/s

6속 2300 60mm/s

7속 2700 70mm/s

8속 3000 80mm/s

▶ 단계별 속도 데이터

▶ 적용 구동축

세계적인 기업인

LG의 자회사

LS 메카피온

서보모터 사용

2. 4D의자 소개



▶ neck shot (목바람) 2개소

압축공기+솔레노이드 밸브+노즐을

사용한 압축공기 분사

▶ legtickle(다리 간지럼)

흑색 실리콘튜브를 사용 압축공기

분사를 이용한 튜브의 흔들림
▶ 전좌석 안전밸트 장착

▶ water shot (물튕김) 1개소

압축수+솔레노이드 밸브+노즐을

사용한 물 분사

물튕김노즐

얼굴바람노즐

▶ face shot (얼굴바람) 1개소

압축공기+솔레노이드 밸브+노즐을

사용한 압축공기 분사

<후면>

2. 4D의자 소개

목바람노즐



▶ 4D의자 환경이펙트 소개

2. 4D의자 소개



▶ 다양한 원단 색상, 다양한 로고자수 삽입 가능

2. 4D의자 소개

▶ 원단 색상 선택가능

▶ 발주처 로고 자수 삽입 가능

*당사 제작 실사진

*다양한 현장 로고 적용 예

방염필증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3호,2017.08.16.. 타법개정]



▶ 현장 운영자 전용 4D 스프트웨어

- 현장운용 PC상에서 다양한 영상물을 선택하여 PLAY 및 수동 TEST 

※ 특장점

1. 수동 TEST 및 모니터링 기능

2. 여러 가지 영상 선택 플레이

3. 손쉬운 동영상 및 모션 파일 관리

4. 원격지원을 통한 개발자 관리

*운영자 영상관리 화면

운영자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1. 운영자 관리 용이

2. 프로젝터등 교체필요없음

3. 4D소프트웨어 소개



전국 단위 실적

▶ 전국 약 70여개 SITE, 약 1,200석의 시공 실적 보유

울산안전체험관

4. 시공 실적



설치일 발주처 사이트명 시뮬레이터 종류 인승 구분 총 좌석수

2022.07 일산시 장항 생태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12set 24석

2022.05 안산시 산업역사박물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24set 48석

2022.03 오산시 국인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26set 54석

2022.02 당진시 삽교호 함상공원 9인승 배 시뮬레이터 9인승 1set 9석

2022.02 당진시 삽교호 함상공원 9인승 상어케이지 시뮬레이터 9인승 1set 9석

2021.11 구시 엑스코 루카치키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2set 4석

2021.08 인천시 119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4인승 6set 24석

2021.08 인천시 119안전체험관 비행기 조종 체험기 4인승 4set 16석

2021.08 인천시 119안전체험관 비행기 탈출 체험 4d의자 2인승 7set,1인승 7set 21석

2021.07 상주군 거꾸로숲 체험관 VR용 4D 시뮬레이터 6인승 1set 6석

2021.06 김포시 고촌 수도박물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6set 12석

2021.04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VR용 4D의자 1인승 2set 2석

2020.12 합천시 경남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22set 44석

2020.11 서울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극장용 4D의자 2인승 4set 8석

2020.1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극장용 4D의자 4인승 1set 4석

2020.11 무주시 태권도원 VR용 4D 시뮬레이터 4인승 1set 4석

2020.02 부산시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 15인용 6축 지진시뮬레이터 15인승 1set 15인

2019.12 천안시 독립기념관 4d영상관 극장용 4D의자 4인승 22set, 1인승 4set 92석

2019.11 부산시 오륙도해파랑길안내소 VR용 4D 시뮬레이터 4인승 1set 4석

2019.1 소방청 119안전체험 이동식 체험 극장용 4D의자 5인승 1set 5석

2019.07 천안시 충남과학교육원 VR용 4D 시뮬레이터 4인승 1set 4석

2019.06 영천군 설화마을 돔영상관 극장용 4D의자 3인승 3 set, 4인승 16 set 73석

2019.06 영천군 설화마을 vr체험관 VR용 4D의자 2인승 4set 8석

2019.06 진주시 경남학생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15set 30석

2019.05 예산군 보부상촌 극장용 4D의자 2인승 4set, 4인승 7set 36석

2019.04 전주 이동식 vr 의자 VR용 4D의자 5인승 1set 5석

2018.11 김해 수도박물관 4인용 6축 시뮬레이터 4인승 1set 4석

2018.11 부산광역
시

국립부산과학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12set 24석

2018.11 천안시 독립기념관 VR용 4D의자 1인승 2set 2석

설치일 발주처 사이트명 시뮬레이터 종류 인승 구분 총 좌석수
2018.11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9set 18석

2018.10. 포천시 한탄강 지질생태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6set 12석

2018.06 울산시 울산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22set 44석

2018.02 베트남 베트남 다낭 역사체험관 VR용 시뮬레이터 6인승 3set 18석

2017.12 천안시 충남안전체험관 버스형 4d의자 2인승 5set 10석

2017.10 광주시 광주 영상콘텐트 센터 VR용 4D의자
1인승 360도 회전 시뮬레이

터 2set 2석

2017.09 전시 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VR용 4D의자 1인승 8각형 1set 1석

2017.09 영천시 영천 보현산천문과학관 VR용 4D의자 1인승 3set 3석

2017.08 광주광역시 광주 콘텐츠 진흥원 애니메이션 test용 4D의자 2인승 1set 1석

2017.08 광주시 광주 영상콘텐트 센터 애니메이션 test용 4D의자 원형 2인승 1set 2석

2017.08 광주광역시 광주 콘텐츠 진흥원 애니메이션 test용 4D의자 2인승 1set 1석

2017.04 경남교육청 어린이 안전체험 어린이 교육용 4D의자 5인승 1set 5석

2017.03 목포시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VR용 4D의자 4인승 3set 12석

2017.01 진도군 진도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극장용 4D의자 3인승 4set ,4인승 6set 39석

2016.12 고리원자력 울산 고리원자력홍보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14set 30석

2016.09 SK텔레콤 울산 리점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1인승 1set 1석

2016.09 과천시 과천 렛츠런파크 VR용 4D의자 1인승 4set 4석

2016.07 SK텔레콤 서울 신촌 리점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1인승 1set 1석

2016.04 LG전자 코엑스 전시회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2인승 2set 4석

2016.04 SK텔레콤 서울 홍 리점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1인승 1set 1석

2016.03 LG전자 서울 타임스퀘어광장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2인승 2set 4석

2016.02 LG전자 스페인 모바일전시회 LG 360도 VR 출시기념 4D의자 전시 2인승 2set 4석

2015.12 시흥시 시흥 에코센터 극장용 4D의자 3인승 8set, 4인승 4set 42석

2015.12 부산시 부산 소방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4인승 15set 62석

2015.06 부산시 부산 국립과학관 극장용 4D의자 2인승 9set 20석

2015.03 공간과 성장 부산 공간과성장 극장용 4D의자 3인승 3set 9석

2014.07 영남 구미 영남 전시회용 4D의자 2인승 1set 2석

2014.07 서울시 서울 상암동 개발용 4D의자 2인승 1set 2석

2014.04 영월군 영월 곤충 박물관 극장용 4D의자 4인승 2set 8석

2014.03 중국상해 상해 동방명주 극장용 4D의자 15인승 2set 30석

2014.02 여수아쿠아
리움

여수 아쿠아리움 극장용 4D의자 1인승 24석 24석

2014.02 수원시 수원 광교가족센터 극장용 4D의자 2인승 2set 4석

2013.12 홍성군 홍성 수산물웰빌체험관 극장용 4D의자 3인승 3set, 4인승 3set 21석

▶ 실적자료 정리 (2022년 10월 기준)

㈜크래프트포디는 기존 거래처에 시공 및 사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꾸준한 재 구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국 약 70여개 사이트 1,200여 석의 시공 경험, 안정 된 유지보수로 거래처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4. 시공 실적



국내 업계 최대 4D극장 설치 실적

▶ 전국 약 70여개 SITE, 약 1,200석 규모의 4D의자 실적으로 시공 know-how 풍부.

전국 주요 12개의 119안전 체험관 중 6개 4D극장에서 설치 운영 중
▶ 현재 안전관리 교육용으로 운영 중.

100% 국내 제작 및 생산 시스템, 안정된 A/S관리
▶ 해외 수입 4D의자의 경우 원활한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 어려움.

운영 안정성 확보
▶ 기존 설치된 모든 사이트 현재 안정적 운영 중.

최신식 극장용 의자 적용

▶ 현재 CGV에 설치된 의자를 개조하여 4D에 적용, 색상 선택, 방염 필증 원단, 자수 로고.

▶ 사업개시 후 주요 구동부(모터,감속기,베어링등) 고장 및 교체 전무.

5. 크래프트포디가 선택 받는 이유



<영천 화랑설화마을>
극장용 4D의자 73석

<천안 독립기념관>
극장용 4D의자 92석

▶ 큰 규모의 4D극장 규모의 설치 사례

6. 설치 사진

<부산 소방 안전 체험관>
극장용 4D의자 62석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54석



▶ LG전자와 Cowork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Mobile 전시회 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mobile 전시회 현장>

<SK텔레콤 VR체험 4D Chair 전시 현장>

- Point -

구매 담당자가 직접

당사를 방문하여

4d의자 체험 후 컨택

▶ SK 텔레콤 매장 체험 존 3개소 설치 (LG G5홍보)

그 후 코엑스 등 국내 전시회 2회 참가

▶ VR 모바일 관련 납품 사례

6. 설치 사진



<진도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목포 해양문화연구소>

<상해 동방명주 기념관>

<홍성 수산물 체험관>

<영월 곤충박물관>

<부산 공간과성장>

<여수 아쿠아리움>

<베트남 다낭 민속박물관>

극장용 4D의자 21석 극장용 4D의자 39석 극장용 4D의자 24석

극장용 4D의자 8석 극장용 4D의자 12석

극장용 4D의자 9석 극작용 4D시뮬레이터 30석 VR 4D시뮬레이터 18석

<부산국립과학관>
극장용 4D의자 24석

▶ 기타 현장 설치 사례

6. 설치 사진



<울산 소방 안전 체험관><과천 렛츠런파크>

<지리산 생태 체험관>

<포천 한탄강 박물관>
VR용 4D의자 4석 극장용 4D의자 46석 극장용 4D의자 12석

극장용 4D의자 18석
<부산국립과학관>

극장용 4D의자 6석 추가설치
<시흥에코센터>

극장용 4D의자 40석

<광교 가족체험관>
극장용 4D의자 4석

<영천 천문과학관>
VR용 4D의자 3석

<대구 엑스코><전남 교육차량>
4D의자 5석 VR용 4D의자 4석

<고리원자력 홍보관>
극장용 4D의자 28석

<김해 정수장 홍보관>
VR 6축 시뮬레이터 4석

▶ 기타 현장 설치 사례

6. 설치 사진



<예산 내포 보부상촌>

<충남 아산 과학교육원>

<영천 화랑설화마을>
극장용 4D의자 36석 VR용 4D의자 8석

VR용 4D의자 4석
<진주 경남학생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30석

<인터파크VR 이동식 체험>
VR용 4D의자 4석

<부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VR용 4D의자 4석

<하남 스타필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4D의자 10석

VR용 4D의자 1석

<부산 국립과학관>
VR용 4D의자 2석

<천안 독립기념관>
VR용 1인 시뮬레이터 2석

▶ 기타 현장 설치 사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극장용 4D의자 52석

<당진함상공원>
배 시뮬레이터 9석

6. 설치 사진



<무주 태권도원>

<경남안전체험관>

<김포고총정수장>
VR용 4D 시뮬레이터 4석 극장용 4D의자 24석

극장용 4D의자 44석

<장보고 기념관>
VR용 4D의자 2석

<상주 거꾸로 숲 체험관>
VR용 4D의자 6석

<둘리뮤지엄>

<인천안전체험관>
비행기탈출 4D의자 21석

극장용 4D의자 8석

<인천안전체험관>
게임4D의자 8석

<대전119이동차량>
지진 시뮬레이터 4석

▶ 기타 현장 설치 사례
<인천안전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4석

<일산장항생태체험관>
극장용 4D의자 24석

6. 설치 사진



4D용 PC

분전반 (전원공급)

4D CHAIR (2인승기준) 
전원 220V단상 전력1.6kw

4D 콘트롤러

전원공급 220V 의자 개별

HDMI 등

전원공급 220V

모션신호
(RS-232 통신)

스크린

서보모터 및 솔밸브 제어

외부 스위치
시작 및 정지

전원공급
220V

에어
콤프레샤

에어탱크에어필터

워터필터

워터펌프&탱크

워터공급

에어공급

전원공급 220V

전원공급
220V

전원공급
220V

7. 계통도



Thanks for Listening

현장의 모든 모션 동영상은 유튜브 ‘크래프트포디’ 검색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