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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아이오로라는 티켓 발권 시스템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고 티켓으로 출력하는 

증강현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로라는 관람객에게 직접 티켓을 발권하는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i-Aurora

INTIX 전시회 참가

Cine Europe 전시회 참가
(COCA COLA와 협력)

CINEMACON 전시회 참가

미국/멕시코 경제사절단 참가

UK start-up FORUM 참가

INNO BIZ 인증

K-ICT Born2Global 멤버사

메가박스 스타포토 키오스크 납품 
계약

Danal Dalkomm Coffee 
스타포토 키오스크 납품 계약

완다시네마 키오스크 5000대 납품 
계약

VISTA와 NDA, MOU 체결

고양 오리온스 스타포토 티켓 
서비스

멕시코 CINEPOLIS와 계약

인도 PVR과 계약

중국 TENCENT와 계약

중국 JINYI CINEMA와 계약

 SK knights 스타포토 계약 및 운영

ALIPAY CENTER 
스타포토 계약 및 운영

필리핀 SM Lifestyle 
Entertainment Inc.와 MOU 체결

완다시네마 무인티켓 발권기 계약 
체결

중국지사 "亿势集通" 설립

스타포토 키오스크 신제품 런칭

특허 출원 (포토 합성 장치 - 한국 / 
2015-0082194)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입주 및 
연구소 설립

특허 획득 (입출정보에 근거한 
쿠폰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명동 올리브영 프로모션

영화 "미쓰와이프" 시사회 프로모션

어벤져스 스테이션 프로모션

프로야구 티켓 현장 운영
(SK 와이번스)

프로농구 티켓 현장 운영
(오리온 오리온스, SK 나이츠, 

KCC 이지스)

ISO9001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

"2015년 제3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CINE ASIA 2015 in HONGKONG 
전시회

2013, 14 2015 2016

프로야구, 농구, 배구 티켓 운영
및 마케팅 대행

(SK 나이츠 외 13개 구단)

컬쳐큐브 영화 티켓 관련 현장 운영

FIVB 세계배구대회 티켓 운영 대행

광고회사 덴츠, 리노미디어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완다시네마 통저우 지점 첫 납품

완다시네마 전략적 파트너 계약 
체결

인천 아시안게임 현장 운영 총괄
(발권센터, 티켓마케팅 등)

프로야구 티켓 현장 운영
(SK 와이번스)

프로농구 티켓 현장 운영
(오리온 오리온스, SK 나이츠, 

KCC 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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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i-Aurora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소통하는 기업

(주) 아이오로라 
(04382)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4길 22 세종빌딩
E-mail. iaurora@i-aurora.co.kr         Tel. 070-7431-6448          Fax. 070-7429-4290          
http://www.i-aurora.co.kr/kor                                              Copyright ⓒ i-Aurora.Co.,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