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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개최목적

주요행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캐릭터비즈니스마켓을 육성하고, 국산 캐릭터·라이선싱에 대한

구분

행사명

일시/장소

주요내용

개막 컨퍼런스

7. 13(수)
11:00 ~ 12:00
그랜드볼룸
101 ~ 102호

·세계적인 전문 라이선시 기업인 NBC Universal의 저명한 기조
연설자의 기조강연 및 캐릭터·라이선싱페어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기원하는 축하의 장

웰컴리셉션

7. 13(수)
18:00 ~ 20:00
그랜드볼룸
101 ~ 102호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네트워킹 파티

1:1 비즈매칭

7. 13(수) ~ 7. 15(금)
그랜드볼룸
104호, 105호

LIMA
Licensing
University

7. 13(수)
14:00 ~ 17:30
컨퍼런스룸(북)
203호, 208호

사업설명회

7. 13(수) ~ 7. 15(금)
컨퍼런스룸 201호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캐릭터업체의 신규사업, 프로젝트,
캐릭터 제품 등 소개 및 발표하는 사업설명회

라이선싱
마스터 클래스

7. 14(목)
13:00 ~ 16:00
그랜드볼룸 101호

·캐릭터 융복합 관련 주요 트랜드 및 선진 사례중심의 고품격
라이선싱 콘퍼런스 신설 운영

스타트업
오디션

7. 14(목)
10:00 ~ 11:30
컨퍼런스룸(북) 203호

·국내 스타트업 업체들 간의 경쟁력을 형성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 7개 업체 참가

우수콘텐츠
품평회

7. 15(금)
10:30 ~ 12:00
그랜드볼룸 101호

·블로거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참가사의 우수 제품을 직접보고,
평가해보는 품평회 프로그램

무대이벤트
프로그램

7. 13(수) ~ 17(일)
10:00 ~ 18:00
B홀내 이벤트무대

·참가업체의 주요 무대 이벤트프로그램 및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경품 제공

캐릭터
퍼레이드

7. 13(수) ~ 17(일)
10:00 ~ 18:00
코엑스몰 내

·참여기업의 다양한 캐릭터 퍼핏들이 다함께 모여 전시장 주변을
퍼레이드 하며 행사 개최 알림 및 관람객 방문 극대화 유도 이벤트

비즈니스 활성화와 해외 수출지원
행 사 명

(국문명)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6
(영문명) Character Licensing Fair 2016

기

간

2016. 7. 13(수) ~ 7. 17(일)

장

소

서울 코엑스 A, B홀, 그랜드볼룸, 컨퍼런스룸

공식행사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 단, 7. 17(일)은 17:00까지 운영 (입장마감 16:30)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엑스

홈페이지

www.characterfair.kr

행사장 구성
구분

행사명
기업홍보관

특별관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캐릭터, 개발, 제조, 라이선스 프로퍼티 전시

뉴웨이브존
1:1 비즈매칭
LIMA Licensing
University
사업설명회
비즈니스존

이벤트존

라이선싱 마스터 클래스

·성인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한 키덜트 및 아트토이 아이템 전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개인작가, 대학교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계약, 수출, 상담을 위한 비즈매칭 운영
·캐릭터 라이선싱 분야 현지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외시장 정보 및 사업화에 대한 전문 강연
프로그램 (Licensing University 수료 교육과정)
·참가업체의 사업 프로젝트, 신규사업, 캐릭터, 제품 등 소개 및 발표
·캐릭터 융복합 관련 고품격 라이선싱 콘퍼런스 신설 운영

스타트업 오디션

·국내 스타트업 업체들 간의 경쟁력을 형성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
7개 업체 참가

우수콘텐츠품평회

·블로거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참가사의 우수 제품을 직접보고, 평가해보는 품평회 프로그램

이벤트무대

·다양한 캐릭터들의 무대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캐릭터 퀴즈 이벤트 등 일반관람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 진행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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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융합 Cel 기업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해외관
키덜트 & 아트토이관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실현을 위해 세계적 라이선싱 기관 LIMA의
라이선싱 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증 수료 교육과정 프로그램(기본
과정, 실무과정)

주요내용

·KOCCA 캐릭터 뮤지엄
기업존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의 1:1비즈니스 상담
·40개의 미팅룸에서 사전 및 현장 비즈매칭 진행

·카페테리아 및 휴게공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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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세부내용

구분

시간

그랜드볼룸(북)
101호, 102호

컨퍼런스룸(북)
201호

10:00 ~ 11:00

가. 공식행사

컨퍼런스룸(북)
203호

컨퍼런스룸(북)
208호

스타트업 오디션
(10:00 ~ 11:30)

11:00 ~ 12:00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6 개막식 (개막컨퍼런스)

12:00 ~ 13:00

일

시

2016. 7. 13(수) 11:00 ~11:50

장

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목

적

세계적인 라이선싱 기업인 NBC 유니버설 기업의 기조연설자의 초청을 통한 성공적인 행사 개막을 여는

14:00 ~ 15:00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15:00 ~ 16:00

Jeffrey Daggett (NBC Universal Vice President)

16:00 ~ 17:00

기조연설

7. 14(목)

13:00 ~ 14:00

17:00 ~ 18:00

나. 비즈니스행사

라이선싱
마스터 클래스
(13:00 ~ 16:00)

사업설명회
(10:00 ~ 18:00)

글로벌 브랜드 서밋
(16:00 ~ 18:00)

10:00 ~ 11:00
11:00 ~ 12:00

비즈니스프로그램 일정

우수콘텐츠 품평회
(10:30 ~ 12:00)

12:00 ~ 13:00
구분

시간

그랜드볼룸(북)
101호, 102호

컨퍼런스룸(북)
201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7. 15(금)

컨퍼런스룸(북)
208호

13:00 ~ 14:00

09:00 ~ 10:00

15:00 ~ 16:00

10:00 ~ 11:00

16:00 ~ 17:00

11:00 ~ 12:00

사업설명회
(13:00 ~ 18:00)

17:00 ~ 18:00

개막 콘퍼런스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7. 13(수)

14:00 ~ 15:00

사업설명회
(13:00 ~ 17:00)

15:00 ~ 16:00
16:00 ~ 17:00

해외바이어 비즈매칭
LIMA
Licensing
University
(기본)

LIMA
Licensing
University
(실무)

일

시

2016. 7. 13(수) ~ 15(금) 10:00 ~ 18:00

장

소

비즈니스존 내 1:1 비즈매칭존(코엑스 그랜드볼룸 104 ~ 105호)

내

용

해외 100여개사, 200여명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1:1 상담

17:00 ~ 18:00
18:00 ~ 20:00

웰컴 리셉션
(18:00 ~ 20:00)

국내바이어 비즈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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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 7. 13(수) ~ 15(금) 10:00 ~ 18:00

장

소

비즈니스존 내 1:1 비즈매칭존(코엑스 그랜드볼룸 104 ~ 105호)

내

용

라이선싱 제품 제조 및 유통을 희망하는 국내 3,000여명 바이어와 참가자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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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참여업체 소개내용

일

시

2016. 7. 13(수) ~ 17(목) 13:00 ~ 17:00, 14(목) 10:00 ~ 18:00, 15(금) 13:00 ~ 18:00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

내

용

국내/외 바이어 대상 참가업체의 신규산업 및 프로젝트, 캐릭터 제품 등 소개 및 발표

일시

No.

일자

프로그램

진행기관

1

7.13(수) 13:00 ~ 15:00

<로보카 폴리> 수출입 간담회

로이비쥬얼

2

7.13(수) 15:00 ~ 17:00

CJ E&M 애니메이션사업본부 주요 콘텐츠 사업설명회

CJ E&M

3

7.14(목) 10:00 ~ 12:00

<캡슐보이> 사업설명회

㈜테드월드

4

7.14(목) 12:00 ~ 13:00

<배틀로봇 기데온> 로봇 애니메이션 비즈매칭 사업설명회

5

7.14(목) 12:00 ~ 13:00

<두다다쿵 무등산 4D 라이드 액션> 사업설명회

6

7.14(목) 13:00 ~ 14:00

3D 애니메이션 저작툴/웜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개발팀)

KOCCA

영화 및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지원도구

8

7.14(목) 14:00 ~ 15:00

㈜퍼니플럭스 & 신세계 M.O.U 체결식

㈜퍼니플럭스

9

7.14(목) 15:00 ~ 17:00

<엄마 까투리> 사업설명회

㈜퍼니플럭스

10

7.15(금) 13:00 ~ 14:00

<뽀글이> TV애니메이션 사업설명회

형설앤

12

7.15(금) 15:00 ~ 16:00

7.15(금) 16:00 ~ 17:00

애니메이션 매직어드벤처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
프로젝트 공식 발족 축하 대전
2016 광주콘텐츠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로이비쥬얼

15:00 ~ 17:00

CJ E&M
애니메이션사업본부
주요 콘텐츠
사업설명회

CJ E&M

2016년 하반기 주요 컨텐츠 사업 계획 및 전략 설명회
- <신비 아파트 : 고스트볼의 비밀>
- <꿀꿀! 페파는 즐거워>

10:00 ~ 12:00

<캡슐보이> 사업설명회

㈜지앤지
엔터테인먼트 /
㈜테드월드

12:00 ~ 13:00

뉴문엔터테인먼트,
칵테일파트너스
<배틀로봇 기데온>
로봇 애니메이션 비즈
매칭 사업설명회

12:00 ~ 13:00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두다다쿵 무등산
4D 라이드 액션>
사업설명회

13:00 ~ 14:00

대용량 3D애니메이션
원격 / 협업 제작공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클라우딩 기술 개발

KOCCA

7.14(목) 13:00 ~ 14:00

11

13:00 ~ 15:00

(씨투몬스터)

7

(이화여자대학교)

매직어드벤처
문화산업전문회사

7. 14
(목)
13:00 ~ 14:00

영화 및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지원도구

14:00 ~ 15:00

㈜퍼니플럭스 &
신세계 M.O.U 체결식

15:00 ~ 17:00

<엄마 까투리>
사업설명회

㈜홍당무, ㈜스튜디오W바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4:00 ~ 16:00

글로벌 브랜드 서밋
(그랜드볼룸
101 ~ 102호)
* 사전 초청자만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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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아이들의 생애 첫 히어로 ‘로보카폴리’가 2016년 5주년을
맞아 로보카폴리 글로벌 사업 안정화로 로보카폴리 브랜드
가 점차 자리잡아 감에 따라, 로보카폴리 수출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타진해 보실 수 있는 설명의 자리 마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사업부)

KOCCA

진행기관

<로보카 폴리>
수출입 간담회

7. 13
(수)

KOCCA

프로그램명

KOCCA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사업부)

KOCCA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콘텐츠
개발팀)

KOCCA
(씨투몬스터)

KOCCA
(이화여자대학교)

<캡슐보이> 사업설명회 및 캡슐보이 더 무비
한국, 중국 협력제작 본계약 체결식

우주 최고의 배틀로봇 조종사가 되고 싶은 수호와 배틀로봇
챔피언이 되고 싶은 아슬론의 로봇 액션 애니메이션
<배틀로봇 기데온> 비즈매칭 사업설명회

라이드 필름 콘텐츠와 이야기를 결합한 차별화된 지역
관광 결합 콘텐츠. 중국의 상장사 PLAYFUN과의 영상배급
체결, 3D Stereoscopic형태의 라이딩 필름으로 동시
제작 콘텐츠 소개
3D그래픽, 영상 등 디지털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콘텐츠
관리, View/Editor) 애니메이션 협업제작 공정 파이프라인
인 웜홀 2013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3D
애니메이션 또봇, 브레멘음악대 제작 콘텐츠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스토리텔링 R&D 센터에서 드라마
틱한 서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스토리헬퍼”를 개발.
이는 한국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스토리 개발에 이용하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16,000명의 사용자 보유 콘텐츠 설명회

㈜퍼니플럭스

‘㈜퍼니플럭스’와 ‘신세계 그룹’의 ’출동! 슈퍼윙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협업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M.O.U 체결식

㈜퍼니플럭스

까투리 가족의 즐거운 숲 속 이야기 <엄마 까투리>가 9월
런칭을 앞두고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개최
-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 7min X 52epi, 3D CGI

유니버셜,
소니 픽쳐스,
블리저드, 레비즈,
펫츠락 등 약 10
여개의 브랜드
사업설명회

유니버설의 미니언, 마이펫의 이중생활, 쥬라기월드, 씽,
블리저드의 오버워치, 소니 픽쳐스의 이모지 등에 대한
브래드 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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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7. 15
(금)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13:00 ~ 14:00

<뽀글이>
TV애니메이션
사업설명회

형설앤

귀엽고 사랑스러운 12살 소녀 뽀글이의 사춘기 성장이야기를
담은 신작 <애니메이션 뽀글이>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15:00 ~ 16:00

애니메이션
매직어드벤처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프로젝트 공식
발족 축하 대전

매직어드벤처
문화산업전문회사
㈜홍당무,
㈜스튜디오
W바바

2016 광주콘텐츠
라이선싱 사업설명회

광주 정보문화
산업 진흥원

16:00 ~ 17:00

프로그램명

2016년 9월 24일 KBS1방영예정인 애니메이션 매직어드
벤처 - 더크리스탈오브 다크의 라이선싱 사업 설명회,
프로젝트 공식 발족 축하 대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라이선싱 분들을 모시고 현재 방영중인 콘텐츠 중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5개사를 선정하여 소개 사업설명회

LIMA Licensing University
일

시

2016. 7. 13(수) 14:00 ~ 17:30

장

소

컨퍼런스룸(북) 203호(기본과정), 208호(실무과정)

참 가 비

기본과정(5만원), 실무과정(7만원)

참 석 자

참가업체, 관련 산업 종사자, 관련 분야 진출 희망자 * 사전 신청자에 한함
글로벌 해외시장 트렌드 부터 국제 라이선싱의 계약, 법률, 마케팅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가

내

용

인증 수료 교육과정
* 참가자 전원 수료증(Certificate) 수여

시간

기본과정 (203호)

실무과정 (208호)

사전등록 확인(13:30 ~ 14:00)
인사말
14:00
14:30
14:30
15:30
15:30
16:30

16:30
17:30

18

인사말

Global Licensing Trends
글로벌 라이선싱 동향

Global Licensing Trends
글로벌 라이선싱 동향

(Charles Riotto)

(Tani Wong)

The Basics of Licensing
라이선싱의 기초

What You Need to Know About Licensing
in China and India
중국과 인도 라이센싱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Kelvyn Gardner)
Working with Agents and Consultants
에이전트 및 컨설턴트와의 업무
(Marilu Corpus)
Basics of Fashion Licensing
패션 라이선싱의 기초
(Clara Fort)

(Tani Wong)
(Figo Yu)
(Rutika Malaviya)
Planning and Executing
Your Digital Media Strategy
디지털 미디어 전략을 위한 계획과 경영
(Naz Cue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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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마스터 클래스

스타트업 오디션

일

시

2016. 7. 14(목) 13:00 ~ 16:00

일

시

2016. 7. 14(목) 10:00 ~ 11:30

장

소

그랜드볼룸 101호, 102호

장

소

컨퍼런스룸(북) 203A호

내

용

캐릭터 융복합 관련 주요 이슈 및 해외선진 사례중심의 고품격 라이선싱 마스터 클래스 신설운영

목

적

신규 캐릭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연사
구분

중국

주제

기업 (연사)

대륙의 캐릭터 산업을 잡아라!

오리엔탈 드림웍스 (PC Xu),
Huayi Brothers Cinema Investment Co.Ltd
(Bob zhang)
Youku (Guang Hua Wang)

일본

헬로키티 창작자 ‘유꼬’가 말하는 캐릭터 창조비법
(레베카봉봉)

키티 창작자 (Shimizu Yuko)

미국

친구 생일선물로 만든 캐릭터 지갑을 시작,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까지

Saban Brand (Kirk Bloomgarden)

시간

7.14(목) 그랜드볼룸 101호

12:30 ~ 13:00

접수 및 등록

13:00 ~ 13:05

오프닝

13:05 ~ 13:35

연구발표

13:35 ~ 13:45
China Class 1.

LIMA Licensing University 연사 4명

참가대상

신규 캐릭터 콘텐츠 7개 업체

프로그램 일정
시간

식순

~ 9:50

행사준비 및 참가자등록

10:00 ~ 10:05

오프닝

10:05 ~ 10:35

1차 참가업체
발표 및 평가

행사취지 안내, 강연자 소개 등

내용

·사회자 인사 및 행사 진행 방법 설명
·참가업체 발표 (3개 업체)
·각 기업당 약 7분씩 발표
·평가위원 피드백 (약 3분)
Coffee Break

10:40 ~ 11:20

2차 참가업체
발표 및 평가

11:20 ~ 11:30

클로징

·참가업체 발표 (4개 업체)
·각 기업당 약 7분씩 발표
·평가위원 피드백 (약 3분)
·마무리 종료 및 퇴장

대한민국 캐릭터 변천사 연구발표

중국 : 대륙의 캐릭터 산업을 잡아라!
Break Time!

Japan Class 2.

15:10 ~ 15:20
15:20 ~ 15:50

평가위원

Break Time!

14:30 ~ 14:40
14:40 ~ 15:10

국내시장 점유 가능성과 캐릭터 디자인 및 콘텐츠 가능성, 나아가 해외 진출 가능성 평가

10:35 ~ 10:40

프로그램 일정

13:45 ~ 14:30

평가내용

일본 : 헬로키티 창작자 ‘유꼬’가 말하는 캐릭터 창조비법
Break Time!

America Class 3.

15:50 ~ 16:00

친구 생일선물로 만든 캐릭터 지갑을 시작,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까지
폐회

*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

21

www.characterfair.kr

우수콘텐츠 품평회

No

일

시

2016. 7. 15(금), 10:30 ~ 12:00

장

소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

용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캐릭터페어 참가업체 우수 콘텐츠의 시장성, 기능, 디자인 등

5

참가업체명

주제

오닝오닝

▶ 제품명 : 민낯오닝파우치, 오닝홀릭 핸드폰 케이스(총 16개 디자인), 오닝오닝 타투스티커
▶ 제품분야 : 잡화, 문구
▶제
 품소개 : 캐릭터 ‘오닝’이는 솔직 담백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스타일을 고수하며 때로는
겨드랑이털도, 콧수염도 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더 솔직한 캐릭터로 현재 파우치,
카드지갑, 필통, 거울, 타투스티커, 핸드폰케이스, 에코백의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오닝오닝만의 키치한
감성이 담겨져 있는 디자인으로 어디서도 볼 수 없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솔직 담백한 디자인으로 누구든
충분히 ‘오닝덕후’가 될 수 있는 제품 소개

의견을 나눠보는 품평회 프로그램
품평회 참가업체 리스트
No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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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명

주제

디자인정성

▶ 제품명 : 내친구헤이효슬리핑인형, 헤이효핑크보틀, 헤이효악세사리
▶ 폐품분야 : 봉제 / 인테리어 제품 / 생활제품 / 악세사리
▶ 제품소개 : ① 내 친구 헤이효는 2016년 제품들 출시, 컬러링북, 스케치북, 노트, 팔찌, 목걸이,
머리핀, 헤어악세사리, 가방, 인형, 쿠션, 카펫 등 제작. 그중 대표적으로 최고급 마이크로 원단
제작 진드기의 서식이 어렵고 같은 면적에 짧고 촘촘한 극세사 원단 제작, 슬리핑 인형은 헤이효의
캐릭터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고 사이즈가 95센티로 큼직하여 아이들이 안고 자기 좋으며 애착인형
으로 만들어진 제품
② 헤이효핑크보틀은 아기젖병소재인 트라이탄으로 제작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내부에
실리콘 마킹이 분리되어 세척하기 용의하며 특별한 디자인 제품
 ③ 헤이효 악세사리 라인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착용이 가능하며, 너무 유아틱하지도 너무 고급스럽
지도 않은 느낌으로 제작

㈜퍼니플럭스
엔터테인먼트

▶ 제품명 : <출동! 슈퍼윙스> 프리미엄 멜로디 쇼핑카트
▶ 베품분야 : 완구
▶ 제품소개 : ① 라이선서: 퍼니플럭스, ② 라이선시 : 보라매 완구상사, ③ 상품소개 : 12곡의
멜로디와 다양한 소꼽놀이 소품이 들어있는 쇼핑카드 놀이

㈜크리스피

▶ 제품명 : 스마트 RC카 노리
▶ 제품분야 : 완구
▶ 제품소개 : 방영예정인 애니메이션 ‘롤러코스터 보이노리’의 주인공 캐릭터 노리로 만들어진
스마트 RC카 노리 완구, RC카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부모들의 스마트 CCTV
기능으로도 활용 가능
 ①
 WIFI를 활용하여 원격 연결로 스마트 폰 조종이 가능
 ②
 카메라 기능으로사진 및 도영상 촬영이 가능
 ③
 나이트 뷰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볼 수 있음
 ④
 마이크와 스피커 기능을 통해 대화도 가능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6

VM pictures

▶ 제품명 : L-TOY
▶ 제품분야 : 편지지, 페이퍼토이
▶제
 품소개 : 편지지 페이퍼토이 L-TOY 편지지를 접으면 큐브 형태의 동물모형 페이퍼토이가 되는
아이디어 상품 (국내 특허등록 완료. 미국, EU, 중국, 일본 특허 출원)

몬스터 스튜디오

▶ 제품평 : 브레드이발소 캐릭터 봉제인형/봉제쿠션, 캐릭터 물병
▶ 제품분야 :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홍보하는 캐릭터 콘텐츠
▶ 제품소개 : 브레드 이발소에 나오는 메인캐릭터는 브레드, 밀크, 초코, 소시지 이렇게 4개의 캐릭터로,
메인캐릭터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을 소개. 5분 분량의 영상과 그 영상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인형, 쿠션, 물병을 소개, 다른 물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프레젠테이션으로만 소개

8

르 끌레어

▶ 제품명 : 달커비 미니 피규어, 달커비 노트, 달커비 엽서
▶ 제품분야 : 완구, 문구
▶ 제품소개 :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달커비 아이들은 컵케이크를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 일상에 두기 쉽고
보기 쉬운 작고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누구나 달콤한 일상을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

9

스마이유

▶ 제품명 : 팅글리 인형, 쿠션, 피규어, 액자, 미니블럭
▶ 제품분야 : 완구, 문구, 인형, 인테리어제품
▶ 제품소개 : 팅글리 캐릭터 소개(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상품 소개

7

▶ 제품명 : 리니어블 x 앵그리버드 미아방지 스마트밴드
▶ 제품분야 : 유아동용 안전 제품 (웨어러블 악세사리)
▶ 제품소개 : 리니어블은 1세~9세 유아동을 위한 미아방지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최신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리니어블은 스마트밴드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니어블 밴드를
착용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일정거리(20~30m) 이상 멀어지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이
울려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 알람을 미처 듣지 못해 아이가 잠시 사라졌을 경우에는
‘도움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아이 주변의 리니어블 앱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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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벤트

이벤트무대 프로그램

캐릭터 퍼레이드
일

시

2016. 7. 13(수) ~ 17(일)

장

소

전시장 입구 및 코엑스몰 주변

내

용

참가업체의 캐릭터 탈인형들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행사장 주변 및 코엑스몰 방문객들에게 사진촬영,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 마련

참여캐릭터

피피, 빼로, 구마, 호기, 아리, 에비츄, 마루, 셀리마, 로키, 책갈피 요정 또보, 뿡뿡이, 두다, 다다, 이리, 여시,
고고다이노 렉스, 꼬마해녀 몽니, 보토스, 레드, 척, 밤, 내친구헤이효, 좀비, 좀걸

일

시

2016. 7. 13(수) ~ 17(일)

장

소

전시장내 이벤트무대

내

용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퍼포먼스와 이벤트 진행

구분

7.13(수)

10:00 ~11:00

홍보영상 상영

11:00 ~12:00

퀴즈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게임
<참여이벤트>

7.14(목)

2016국제캐릭터
콘텐츠공모대전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

12:00 ~13:00

현장 참여 무대 이벤트
일

시

2016. 7. 13(수) ~ 17(일)

장

소

전시장내 이벤트무대

내

용

이벤트무대에서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퀴즈를 통한 경품 지급 등 참관객의 재미 제공을 통한

일

시

2016. 7. 13(수) ~ 17(일)

장

소

전시장 B2 출구 앞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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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홍보동영상이 나오는 ‘스노우볼’을 제작하여 Key Viseual을 백배경으로 사진찍는 이벤트

7.16(토)

7.17(일)

홍보영상 상영

홍보영상 상영

홍보영상 상영

퀴즈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게임
<참여이벤트>

텔레 몬스터
캐릭터 퍼포먼스
<㈜문화방송>

텔레 몬스터
캐릭터 퍼포먼스
<㈜문화방송>

Lunch Time

13:00 ~14:00
애니메이션
캐릭터어워즈
<머니투데이>

14:00 ~15:00

텔레 몬스터
캐릭터 퍼포먼스
<㈜문화방송>

텔레 몬스터
캐릭터 퍼포먼스
<㈜문화방송>

미쓰곰 패밀리
<우수컴퍼니>

퀴즈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게임
<참여이벤트>

만족도 제고 이벤트

Farewell 스노우볼 포토존

7.15(금)

플라워링 하트
코스프레 콘테스트
<㈜아이코닉스>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공연
<대원미디어>
EBS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 팬미팅
<EBS미디어>

15:00 ~16:00

텔레 몬스터
캐릭터 퍼포먼스
<㈜문화방송>

퀴즈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게임
<참여이벤트>

북극곰 그림책 놀이
<도서출판 북극곰>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공연
<대원미디어>

퀴즈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게임
<참여이벤트>

16:00 ~17:00

캐리앤 프렌즈
캐리 앨리 캐빈 팬미팅
<캐리와 친구들>

캐빈과 앨리의
플레이 투게더
<캐리와 친구들>

캐빈과 앨리의
플레이 투게더
<캐리와 친구들>

EBS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 팬미팅
<EBS미디어>

캐빈과 앨리의
플레이 투게더
<캐리와 친구들>

17:00 ~18:00

홍보영상 상영

홍보영상 상영

홍보영상 상영

캐빈과 앨리의
플레이 투게더
<캐리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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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Major Events

Purpose of

To create the biggest international character business market in Asia and to invigorate the

Fair

domestic character and licensing businesses and support their export to overseas markets.

Fair Name

Classification

(Korean)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6
(English) Character & Licensing Fair 2016

Time & Date

July 13, 2016 (Wed.) ~ July 17, 2016 (Sun.)

Venue

Seoul COEX Halls A and B, Grand Ballroom

Event Name

Time & Date/Venue

Opening
Conference

July 13 (Wed.)
11:00 ~ 11:50
Grand Ballroom
#101, #102

·A
 keynote speech provided by a speaker from NBC Universal,
a globally famous licensing company, as well as a venue for
wishing a successful hosting of Character & Licensing Fair.

Welcome
Reception

July 13 (Wed.)
18:00 ~ 20:00
Grand Ballroom
#101, #102

· A networking party of sophisticated atmosphere for
participating companies and buyers.

1:1 Biz Matching

July 13 (Wed.) ~
July 15 (Fri.)
Grand Ballroom
#104, #105

· 1:1 business meeting between participating compan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buyers.
· Preliminary and onsite business matching held at 40 meeting
rooms.

LIMA
Licensing
University

July 13 (Wed.)
14:00 ~ 17:30
Conference Room (North)
#203, #208

Business
Presentation

July 13 (Wed.) ~
July 15 (Fri.)
Conference Room
#201

Official
Events

Opening Hours 10:00 ~ 18:00 (Entry deadline: 17:30)
* However, July 17 (Sun.) is open until 17:00 (Entry deadline: 16:30).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pervised b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EX
Website

www.characterfair.kr

Composition of Event Locations
Classification

Event Name
Company Exhibition Hall

Details
Exhibition of animation, cartoon and entertainment characters and properties of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licensing.

Business
Programs
Licensing
Master Class

KOCCA Character Museum
Corporate
Zone

Special Hall

International Brands Hall
Kidult & Art Toy Hall

Business
Zone

Ev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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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reation and Convergence Belt (Cel) Corporation Hall

Exhibition of kidult and art toy items to expand the adult contents market

NeWave Zone

Exhibition of works by individuals and university clubs in order to foster and develop
competent artists.

1:1 Biz Matching

A business matching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buyer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to sign contracts, increase exports and hold consultations.

LIMA Licensing
University

Professional lecture programs on overseas market information and commercialization
provided by local experts specializing in the field of character licensing (Licensing
University Certificate Course)

Business Presentation

Introduction and presentation o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projects, new businesses,
characters, products, etc.

Licensing Master Class

Introduction of advanced licensing conference regarding character industries.

Startup Audition

Program provided to boost potential by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among domestic
startup companies / Participated by 7 companies

A Judging Contest for
Excellent Contents

A judging contest with power blogger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person to evaluate on
the excellent contents of participating companies.

Events on Stage
Resting Space

Startup Audition

July 14 (Thurs.)
13:00 ~ 16:00
Grand Ballroom #101
July 14 (Thurs.)
10:00 ~ 11:30
Conference Room (North)
#203

Details

· A course of study for certificate on licensing industry by LIMA,
which is a global licensing institution, in order to foster globally
qualified professionals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 Business presentations that introduce the character
companies’ new businesses, projects and character products
in front of domestic and foreign buyers.
· Introduction of advanced licensing conference regarding
character convergence, including major trends and best
practices.
· Program provided to boost potential by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among domestic startup companies /
Participated by 7 companies

A Judging
Contest for
Excellent
Contents

July 15 (Fri.)
16:00 ~ 18:00
Grand Ballroom #101

· A judging contest with power blogger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person to evaluate on the excellent contents of participating
companies.

Programs of
Events on Stage

July 13 (Wed.) ~
July 17 (Sun.)
10:00 ~ 18:00
Events on Stage within
Hall B

· Various recreational events held, including major events on
stage by participating companies,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 & Licensing Fair’s honorary ambassadors,
Carried and Toys (Youtube’s most popular BJ), Minecraft’s
DDotty and Jamdeul, etc.

Character
Parades

July 13 (Wed.) ~
July 17 (Sun.)
10:00 ~ 18:00
Within COEX Mall

Events

·A
 parade of participating companies’ diverse character puppets
around the exhibition halls to promote and increase the visitors.

Various events held for visitors, including events on stage with different
characters, character parade, s character quiz, etc.
Cafeteria and res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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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on Events

Classification

Time

1. Official Events

10:00 ~ 11:00

Opening Ceremony (Opening Conference) of Character & Licensing Fair 2016

11:00 ~ 12:00

Time & Date

July 13, 2016 (Wed.) 11:00 ~ 11:50

Venue

COEX Grand Ballroom #101, #102

Purpose

A global conference held as an opening ceremony to wish a successful hosting by

July 14
(Thurs.)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Jeffrey Daggett (NBC Universal Vice President)

Conference Room
(North)
#201

Conference Room
(North)
#203

Conference Room
(North)
#208

Startup Audition
(10:00 ~ 11:30)

12:00 ~ 13:00

inviting a keynote speaker from NBC Universal, known as a global licensing company.
Keynote

Grand Ballroom
(North)
#101, #102

Licensing
Master Class
(13:00 ~ 16:00)

Business
Presentation
(10:00 ~ 18:00)

16:00 ~ 17:00

Speech

17:00 ~ 18:00
10:00 ~ 11:00

2. Business Programs
Schedule of Business Programs

Classification

Time

Grand Ballroom
(North)
#101, #102

11:00 ~ 12:00

Conference Room
(North)
#201

Conference Room
(North)
#203

Conference Room
(North)
#208

July 15
(Fri.)

15:00 ~ 16:00
16:00 ~ 17:00

10:00 ~ 11:00

Biz Matching for Overseas Buyers

13:00 ~ 14:00
Business
Presentation
(13:00 ~ 17: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20:00

Business
Presentation
(13:00 ~ 18:00)

17:00 ~ 18:00

Opening
Conference
(11:00 ~ 12:00)

12:00 ~ 13:00

July 13
(Wed.)

12:00 ~ 13:00
13:00 ~ 14:00

09:00 ~ 10:00

11:00 ~ 12:00

A Judging Contest
for Excellent
Contents
(10:30 ~ 12:00)

LIMA
Licensing
University
(Basic Course)
(14:00 ~ 17:30)

LIMA
Licensing
University
(Business Course)
(14:00 ~ 17:30)

Time & Date

July 13, 2016 (Wed.) ~ July 15, 2016 (Fri.) 10:00 ~ 18:00

Venue

1:1 Biz Matching Zone within Business Zone (COEX Grand Ballroom #104, #105)

Details

1:1 Biz Matching between 100 overseas companies and over 200 overseas buyer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Biz Matching for Domestic Buyers
Welcome Reception
(18:00 ~ 20:00)

Time & Date

July 13, 2016 (Wed.) ~ July 15, 2016 (Fri.) 10:00 ~ 18:00

Venue

1:1 Biz Matching Zone within Business Zone (COEX Grand Ballroom #104, #105)

Details

1:1 Biz Matching between about 3,000 domestic buyer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that aim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licens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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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esentation

Introduction of Participating Companies

Time & Date

July 13, 2016 (Wed.) ~ July 15, 2016 (Fri.) 10:00 ~ 18:00

Venue

Business Presentation Rooms (Conference Room #201)

Details

Business Presentation on the core and prospects for character companies in front of
domestic and overseas buyers

No.

Time & Date

Program Name

Leading Organization

1

July 13 (Wed.)
13:00 ~ 15:00

(Robocar Poli) Export & Import Consultation

ROI Visual

2

3

4

5

July 13 (Wed.)
15:00 ~ 17:00

CJ E&M Animation team Business presentation on
key contents

CJ E&M

July 14 (Thurs.)
10:00 ~ 12:00

(Capsule Boy) Business Presentation

G&G Entertainment
Ted World

Robot Animation(Battle Robot Gideon)
Business Presentation

Incheon Business
Information TechnoPark’s
Cultural Contents
Business Division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Duda & Dada Mudeungsan Mountain Ride Action)
Business Presentation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s Contents
Development Team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July 14 (Thurs.)
12:00 ~ 13:00

July 14 (Thurs.)
12:00 ~ 13:00

6

July 14 (Thurs.)
13:00 ~ 14:00

3D Animation licensing tool / warm hole

C2 Monste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7

July 14 (Thurs.)
13:00 ~ 14:00

Programming tool of movie and anim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8

July 14 (Thurs.)
14:00 ~ 15:00

(MOU) between Funny Plux & Shinsegae Head Office

Funny Plux Entertainment

9

July 14 (Thurs.)
15:00 ~ 17:00

(Katuri – A Story of a Mother Bird) Business Presentation

Funny Plux Entertainment

10

July 15 (Fri.)
13:00 ~ 14:00

(Bbogui) Animation Business Presentation

Hyungseul N

11

July 15 (Fri.)
15:00 ~ 16:00

(Magic Adventure) License Business Presentation /
celebration on project launch

Magic Advance
Hongdangmoo,
Studio W.BABA

12

July 15 (Fri.)
16:00 ~ 17:00

(Gwangju Cultural Contents)
Licensing Business Presentation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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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No.

Time & Date

1

July 13 (Wed.)
13:00 ~ 15:00

ROI Visual

(Robocar Poli)
Export & Import
Consultation

2

July 13 (Wed.)
15:00 ~ 17:00

CJ E&M

CJ E&M
Animation team
Business presentation on key contents

3

July 14 (Thurs.)
10:00 ~ 12:00

G&G Entertainment
Ted World

(Capsule Boy)
Business Presentation

Organization

Program Name

4

July 14 (Thurs.)
12:00 ~ 13:00

KOCCA

Newmoon Entertainment
Cocktail partners
Robot Animation
(Battle Robot Gideon)
Business Presentation

5

July 14 (Thurs.)
12:00 ~ 13:00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s Contents
Development Team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Eyescream Studio
(Duda & Dada Mudeungsan
Mountain Ride Action) Business Presentation

6

July 14 (Thurs.)
13:00 ~ 14:00

C2 Monste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Development of real-time cloud technology
for mass
Collaborative 3D animation production
process control

7

July 14 (Thurs.)
13:00 ~ 14:00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rogramming tool of movie and animation

8

July 14 (Thurs.)
14:00 ~ 15:00

Funny Plux Entertainment

(MOU)
between Funny Plux &
Shinsegae Head Office

9

July 14 (Thurs.)
15:00 ~ 17:00

Funny Plux Entertainment

(Katuri – A Story of a Mother Bird)
Business Presentation

10

July 15 (Fri.)
13:00 ~ 14:00

Hyungseul N

(Bbogui)
Animation Business Presentation

11

July 15 (Fri.)
15:00 ~ 16:00

Magic Advance Hongdangmoo,
Studio W.BABA

(Magic Adventure)
License Business Presentation,
celebration on project launch

12

July 15 (Fri.)
16:00 ~ 17:00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Gwangju Cultural Contents)
Licensing Busines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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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Licensing University

Licensing Master Class

Time & Date

July 13, 2016 (Wed.), 14:00 ~ 17:30

Time & Date

July 14, 2016 (Thurs.) 13:00 ~ 16:00

Venue

Conference Room (North) #203 (Basic), #208 (Advanced)

Venue

COEX Grand Ballroom #101

Participating fee

Basic Course (KRW 50,000), Business Course (KRW 70,000)

Target

Participating companies, persons engaging in related industries and persons who wish

Participants

Participating companies, persons engaging in related industries, persons who wish to
enter into related fields * Restricted to persons that applied in advance.

Details

to enter into related fields
Introduction of advanced licensing master class focusing on major issues in character

Details

A course of study for certificate given for completion, including overall understanding

convergence and best practices in advanced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the

about global market trends, international licensing contracts, legal affairs and

US).

marketing plans.
* All participants are given certificates.

Time

Programs & Speakers

Basic Course(#203)
Advance Registration Confirmation(13:30~14:00)
Greeting

14:00 ~ 14:30

Global Licensing Trends
Charles Riotto

14:30 ~ 15:30

The Basics of Licensing
Kelvyn Gardner

15:30 ~ 16:30

16:30 ~ 17:30

Working with Agents and Consultants
Marilu Corpus

Basics of Fashion Licensing
Clara Fort

Topics

Speaker

China

Seize the character industry of China

Oriental dreamworks (PC Xu),
Huayi Brothers Cinema Investment Co.Ltd
(Bob zhang)
Youku (Guang Hua Wang)

Japan

Tips on Character creation by Hello Kitty
creator, Yuko.

A creator of Kitty (Shimizu Yuko)

USA

Starting from present for friend's birthday
gift to global brand.

Saban Brand (Kirk Bloomgarden)

Advanced Course(#208)

Greeting
Global Licensing Trends
Tani Wong

What You Need to Know About Licensing
in China and India
Tani Wong
Figo Yu
Rutika Malaviya

Planning and Executing
Your Digital Media Strategy
Naz Cuevas

Programs schedule
Time

July 14, 2016 (Thurs.) Grand Ballroom #101

12:30 ~ 13:00

Registration

13:00 ~ 13:05

Opening

13:05 ~ 13:35

Study Presentation

13:35 ~ 13:45
13:45 ~ 14:30

China session 1.

China : Seize the character industry of China
Break Time

Japan session 2.

15:10 ~ 15:20
15:20 ~ 15:50

Presentation on changes of korean characters
Break Time

14:30 ~ 14:40
14:40 ~ 15:10

Show introduction

Japan : Tips on Character creation by Hello Kitty creator, Yuko.
Break Time

America session 3.

15:50 ~ 16:00

Starting from present for friend's birthday gift to global brand.
Closing

* The schedule may differ up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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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Audition

A Judging Contest for Excellent Contents

Time & Date

July 14, 2016 (Thurs.) 10:00 ~ 11:30

Time & Date

July 14, 2016 (Thurs.) 13:00 ~ 16:00

Venue

Conference Room (North) #203A

Venue

Conference Room (North) #201

Purpose

To support overseas market entry by giving experts’ mentoring to companies engaged

Details

A judging contest for exchanging opinions about the marketability, function and design

in new character business

of excellent contents from participating companies at the Character & Licensing Fair,

Evaluation

Evaluate on the possibility of overseas market entry, the market share in Korean

which is judged by experts and power bloggers in various fields.

Details

market, the potential of character designs and contents.

Evaluators

4 lecturers from LIMA Licensing University

Participants

7 companies of new character contents

Time

Order

~ 9:50

Preparation & Participant
Registration

10:00 ~ 10:05

Opening

10:05 ~ 10:35

1st Participating Companies’
Presentation and Evaluation

10:35 ~ 10:40

34

Details

· Host Greeting & Introduction of Event Process
· Participating companies’ presentations(3 companies)
· Presentation of about 7 minutes per company
· Evaluators’ feedbacks(About3 minutes)
Coffee Break

10:40 ~ 11:20

2nd Participating Companies’
Presentation and Evaluation

11:20 ~ 11:30

Closing

· Evaluators’ feedbacks(About3 minutes)
· Presentation of about 7 minutes per company
· Evaluators’ feedbacks(About 3 minutes)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Judging Contest
No

Classification

1

Design Jungseong

2

Funny Plux Entertainment

3

XRISP

4

Rovio Entertainment

5

Oningoning

6

VM pictures

7

Monster Studio

8

Le Clair

9

SMAIU

· Ending and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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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ents
Programs of Events on Stage
Time & Date

July 13, 2016 (Wed.)-July 17, 2016 (Sun.) 10:00 ~ 18:00

Venue

Events on stage within the exhibition halls

Details

Various performances and events held related to characters, animations and cartoons.

Classification

July 13 (Wed.)

10:00 ~11:00

Screening of
PR Video

11:00 ~12:00

Quiz Show,
Talent Show,
Recreation Game
(Participating
in Events)

July 14 (Thurs.)

2016
International
Character &
Contents Contest
(The Council of
Korean Character
Designers)

July 15 (Fri.)

July 16 (Sat.)

July 17 (Sun.)

Screening of
PR Video

Screening of
PR Video

Screening of
PR Video

Quiz Show,
Talent Show,
Recreation Game
(Participating
in Events)

Telemonster
Character
Performance
(MBC)

Telemonster
Character
Performance
(MBC)

Lunch Time

12:00 ~13:00
Telemonster
Character
Performance
(MBC)

Telemonster
Character
Performance
(MBC)

Miss Gom Family
(Excellent Company)

Quiz Show,
Talent Show,
Recreation Game
(Participating
in Events)

15:00 ~16:00

Telemonster
Character
Performance
(MBC)

Quiz Show,
Talent Show,
Recreation Game
(Participating
in Events)

Playing with Polar
Bear Picture Book
(Bookgoodcome
Publishing
Company)

Power Rangers
Ninja Force
Performance
(Daewon Media)

Quiz Show,
Talent Show,
Recreation Game
(Participating
in Events)

16:00 ~17:00

Fan Meeting with
Carrie, Ellie and
Kevin from
(Carrie and Friends)

Play Together with
Kevin and Ellie from
(Carrie and Friends)

Play Together with
Kevin and Ellie from
(Carrie and Friends)

Fan Meeting with
EBS Let’s Get
Together Ding Dong
Deng Thunderman
(EBS Media)

Play Together with
Kevin and Ellie from
(Carrie and Friends)

17:00 ~18:00

Screening of
PR Video

Screening of
PR Video

Screening of
PR Video

Play Together with
Kevin and Ellie from
(Carrie and Friends)

13:00 ~14:00
Animation
Character
Awards
(MoneyToday)
14: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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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ing
Heart Costume
Play Contest
(ICONIX)

Power Rangers
Ninja Force
Performance
(Daewon Media)
Fan Meeting with
EBS Let’s Get
Together Ding Dong
Deng Thunderman
(EB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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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배치도

38

기업홍보관

NeWave 존

특별기획관

비즈니스존

키덜트 & 아트토이관

부대공간

해외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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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관
부스명

부스번호

부스번호

페이지

페이지

부스명

52

캐릭터플랜

CHARACTERPLAN

B23

106

케미컬에디션

CHEMICAL EDITION

C23-06

108

㈜어린이가천재

Child Genius Inc.

C13

110

㈜노크네버랜드

(KON)knock of Neverland CO.,LTD

C09

세븐알피엠

7RPM

A01, C22

팔복디자인

8B Design

C08-04

54

에이팀벤처스

A·TEAMVENTURES

B28-02

-

㈜초이락컨텐츠팩토리

CHOIROCK CONTENTS FACTORY CO., LTD.

B24

112

아드리비툼

ADLIBITUM., LTD.

B20-01

56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CJ E&M Corporation.

A02,04

114

애니큐브

ANICUBE

B23

58

㈜클로스업

CLAWSUP INC

B10

116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ANIMAX BROADCASTING KOREA Co.,Ltd.

A01

-

클레이펀

CLAY FUN

C06-06

118

애니멜로디

ANIMELODY

C15-01

60

흙사랑문화예술협동조합

CLC COOP.

B32-03

120

㈜애니작

ANYZAC CO., LTD.

B10

62

클릭 라이센싱 아시아

Click! Licensing Asia, Inc.

C19

㈜아트커버

artcover Co., Ltd

B33-04

64

클락하우스

CLOCKHOUSE ANIMATION

B01, C24-02

122

㈜아트라이선싱

ARTLicensing CO.,LTD

B01, B33-01

66

유충목

cmyglass

C23-01

124

㈜아트피큐

ARTPQ CO.,LTD.

B15

68

㈜코엑스

Coex Co.,Ltd.

B08-01

126

백석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 전공

Baekseok University Digital Image & Animation Major

B07-03

70

㈜코글플래닛

CogulPlanetInc.

B14-01

128

풍선나라

Balloonworld

B20-06

72

콤마 스튜디오

COMMA STUDIO

B07-01

130

㈜비에이치쓰리디조형학원

BH 3D Model Academy. Corp.

B21-01

74

커머스플러스㈜

Commerce Plus Co.,Ltd

B32-01

132

㈜빅펌킨스튜디오

BIGPUMPKIN.Co.,LTD

B23

76

주식회사 콘즈

CONZ CO.,Ltd

B01

134

㈜푸른고래엔터테인먼트

BLUEWHALE ENTERTAINMENT

B10

78

㈜코스코이

COSCOI CO.,LTD

B08-02

136

㈜비엠컴퍼니

BMcompany Co.,LTD

A01

80

㈜크리에이티브 섬

Creative SUMM

B01

138

㈜밤나무

BomNamu Co.,Ltd.

B43-03

-

씨알존

crzone creative

B01

140

도서출판 북극곰

BookGoodCome

C16-01

82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aegu Digital Industry Promotion agency

B20-01

박스캣

BOXCAT

B23

84

대원미디어㈜

DAEWON MEDIA Co., Ltd.

B02

142

박스페이스랩

BoxFace CO., LTD

C22

86

㈜달고나엔터테인먼트

DALGONA Entertainment

B01, C12-04

144

㈜비에스아트 엔터테인먼트

BS Art Entertainment

C24-08

88

㈜디자인에그

Design EGG CO.,LTD

B33-02

146

㈜카이토리

CAITORY Inc.

B20-01

90

디자인이랑

Design IRANG

C12-02

148

카미

CAMI

C15-05

92

디자인정성

DESIGN_JUNGSEONG

C07-02

150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CANON KOREA CONSUMER IMAGING CO., LTD

B14-05

94

㈜디자인부산

DESIGNBUSAN CO.,LTD

B43-01

152

㈜캐리소프트

CarrieSoft Co.,Ltd.

B29

-

㈜디자인설

designseol CO.,LTD.

B01

154

㈜중앙애니메이션스튜디오

CENTRAL ANIMATION STUDIOS . INC

B23

96

Digicon6 ASIA powered by TBS

Digicon6 ASIA powered by TBS

C37-09

-

주식회사 채널봄

CHANNEL BOM

C04-04

98

㈜디지털벤투스

DIGITALVENTUS CO., LTD.

B42-04

156

캐릭콘

CHARACCON CO., LTD.

B19-02

100

디마시스

DIMASIS

C16-03

158

캐릭터공작소 망치

Character Factory MANGCHI.CO

C08-05

102

DNA DesignStudio

DNA DesignStudio

C22

160

캐릭터&완구신문

Character&Toynews

C37-06

104

두잉

DOING

B15

16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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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관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부스번호

부스명

페이지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Dongbu Women’s Development Center

B42-05

164

아이러브캐릭터 샵

ilovecharacter shop

C02

-

EBS미디어㈜

EBS MEDIA CO., LTD.

B41

166

㈜문화공작소상상마루

imaginemaru / SANGSANGMARU

B10

214

㈜일렉트릭서커스

Electric Circus

C01

168

인덱스 컨퍼런시스 앤 익스히비션즈

INDEX CONFERENCES & EXHIBITIONS ORG.

C16-05

216

일렉츄럴

ELECTURAL

B31-02

170

이오이스

IOYS

B28-01

-

한국엡손㈜

EPSON KOREA CO.,LTD.

B21-02

-

㈜아이큐박스

IQBOX CO., LTD.

C24-03

218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EYESCREAM STUDIO.CO.,LTD.

B23

172

제이크로스

J-CROSS

C14-01

220

㈜펠릭스 스튜디오

FELIX STUDIO.CO.,LTD.

B23

174

㈜지구와 사람과 동물

JISADONG Company

C05-01

222

㈜프리뷰

freevu

C05-04

-

제이케이에스 아트워크

JKS Artwork Co.,Ltd

C04-01

224

퍼니이브

funnyeve

B28-03

-

관고조 완구유한공사

KANKOUZOU TOY COMPANY LIMITED

B19-06

226

㈜퍼니플럭스

FUNNYFLUX

A03

176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KCCIA

A01

228

㈜지앤지엔터테인먼트

G&G ENTERTAINMENT INC.

B06

178

K-캐릭토리움

K-Charactorium

C21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GANGWON INFORMATION& MULTIMEDIA CORPORATION

B03

180

㈜키나인

KEYNINE CO.,LTD.

B36

230

㈜가토스튜디오

GATTOSTUDIO CO.,LTD

B20-04

182

㈜키링

Keyring

B13-01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ITCT(Gwangju Information&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B23

184

꼭두일러스트

kkoktu

C06-01~05

골든보이 스튜디오

GOLDEN8OY studio

C16-04

186

코알라컴퍼니

KOALACOMPANY

C05-06

-

그랙션

GRACTION CO., LTD.

C08-02

188

(사)한국캐릭터협회

Korea Character Business Association

C29-07

234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Gyeongbuk Creative Content Agency

B14-04

190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

KOREA CHARACTER DESIGNERS ASSOCIATION

C29-01

236

경기콘텐츠진흥원

GYEONGGI CONTENT AGENCY

B01

192

(사)한국콘텐츠라이선싱협회

Korea Contents Licensing Association

C29-03

238

하얀오리

HAYANORI

B13-02

194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C29-05

240

㈜홍당무

HONG DANG MOO CO.,LTD

B10

196

르 끌레어(le clair) / 마이메이

LE CLAIR CO.,LTD. / MYMAY

C16-06

242

홍콩무역발전국

Hong Kong TradeDevelopment Council

C37-08

198

License! GLOBAL

License! GLOBAL

C37-10

-

㈜휴건

HUGAN CO., LTD.

B07-05

200

주식회사 엘엔씨인터내셔널

LNC INTERNATIONAL CO.,LTD

C16-02

244

후니미디어

HUNIMEDIA

B20-01

202

매직캐슬

Magic Castle

B38-01

246

㈜형설앤

Hyungseul Networks CO., LTD.

B01

204

매직아트팩토리

magicartsfactory

B14-04

-

아이러브캐릭터

I Love Character

C37-01

206

㈜메이크어스

Makeus

B43-02

248

아이엠커뮤니케이션

iam communication

B14-04

-

㈜마로스튜디오

MAROSTUDIO.CO.,LTD.

B23

250

Iamerican LLC

Iamerican LLC

C17-02

-

미디어에스에이

mediaSA

B14-03

252

반딧불공작소㈜

ICE MONSTER & QOOMZA

B15

208

미미월드

MIMIWORLD CO.,LTD

B05

254

㈜아이코닉스

ICONIX CO., LTD.

B18

210

㈜맘러브스유

Mom Loves U CO., LTD.

B35-01

256

아이다운

IDAUN

B31-01

-

몬스터 스튜디오

MONSTER STUDIO

B23

258

이따

IDDA

C15-03

-

뭉술㈜

Moongsool Co.,Ltd.

B10

260

상일미디어고등학교 I.D.F

IDEAL DESIGN FRIENDS LTD.

B34-02

212

모션앤디자인

Motion & Design

B35-03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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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관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나마스

NAMAS CO., LTD

B39

264

소리비

SORIBI CO., LTD

C15-04

322

㈜엔에이치씨미디어

NHC MEDIA CO.,LTD.

A01

266

스페이스몬스터컨텐츠

SPACE MONSTER CONTENTS

C24-07

324

오광스튜디오

OKWANG studio CO.,LTD

B34-05

268

스티커월드

STICKER WORLD

A01

326

올드타운마켙

OLD TOWN MARKET

B19-05

270

스튜디오 애니핏

STUDIO ANIFIT

B23

328

오닝오닝

ONINGONING CO.

C12-06

272

스튜디오 피쉬하이커

STUDIO FISHIKER CO.,LTD.

B23

330

오킹

O-OKING

C24-01

274

㈜스튜디오 인애드

STUDIO INAD CO.,LTD

A01

332

페이블디자인

PABLE CO., LTD

C22

276

㈜스튜디오룩스

STUDIO LUX.,LTD

B23

334

파오디

PAODI

C04-02

-

스튜디오 마법사

Studio MabupsA

C14-02

336

파보 엔터테인먼트

Pavo Entertainment

C04-05

278

㈜스튜디오엠아이엔

Studio MIN Co., Ltd

C24-06

338

페코토이

PECOTOY

C22

280

㈜스튜디오모꼬지

STUDIO MOGGOZI CO.,LTD.

A01

340

(유)픽셔너리 아트팩토리

Pictionary Art Factory Co., Ltd

B35-02

282

스튜디오 알

STUDIO R

C24-04

342

핑크 아일랜드

PINK ISLAND

B38-03

284

스튜디오 시야

STUDIO SIYA

B23

344

피노파밀리아

PINOFAMILIA.CO.,LTD

B19-01

286

스튜디오더블유바바㈜

STUDIO W.BABA

B23

346

㈜픽셀플레넷

PixelPlanet Inc.

B14-04

-

㈜스튜디오 반달

StudioVANDAL CO., Ltd, All rights reserved.

C08-03

348

㈜픽스트랜드

PIXTREND. INC.

B23

288

숨비아일랜드

SUMBI ISLAND

B42-03

350

㈜피엔아이시스템

PNISYSTEM CO.,LTD

B15

290

성광교역

SUNGKWANG TRADING

A01

피피씨월드 코리아

PPCWORLD KOREA

B32-04

292

스위트몬스터

SWEET MONSTER INC.

B38-02

352

뺨이 스튜디오

PPYAME STUDIO

B34-04

294

㈜시너지미디어

Synergy Media Inc.

B04

354

레프리카

REPLICAS

C05-02

-

타마고

TAMAGO

C03

356

라이즈원

RISEONE world wide

C08-01

296

타니 전동차

TANI Electric car

B31-03

358

㈜로이비쥬얼

ROI VISUAL Co.,Ltd.

B17

298

텔레몬스터

TELEMONSTER

C10

360

롬팩

ROMPACK

B20-01

300

㈜테테루

TETERU CO.,LTD.

B01

362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ROVIO ENTERTAINMENT LTD

C17-01

302

㈜티지아니

TIZIANI INC.

B40

364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Save the Children KOREA

C37-11

304

툰토이

TOONTOY

B01

366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

Seoul Merchandising Co., Ltd.

B37

306

탑라이선싱 아시아

TOP LICENSING ASIA

C29-09

368

신기산업

SINKI INDUSTRY

B14-02

308

토리디자인

TORI DESIGN

B01

370

시와월드

SIWAWORLD CO.,LTD

B15

310

토이박스

toy box

C04-06

-

스마이유

SMAIU Co.,Ltd.

A01

312

토이리베

TOY LIEBE

A01

-

㈜스몰미

small me CO.,LTD

C22

314

㈜토즈스튜디오

TOZ Studio.CO.,LTD.

B23

372

스마트한㈜

Smarthan Co., Ltd.

B07-04

316

우리아이친환경㈜

Uriai eco

B07-02

374

㈜에스엠지 홀딩스

SMG HOLDINGS CO.,LTD.

B25

318

주식회사 비테디자인그룹

Vite Design Group Inc.

B19-04, C22

376

㈜에스엔피토이월드

SNP TOY WORLD CO.,LTD.

B42-02

320

브이엠픽쳐스

VM pictures

C15-0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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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이지

WAG Corp.

A01

380

253(TFT)

253(TFT)

N58

406

위메이크산타

WEMAKESANTA

B42-06

382

9092BG

9092BG

N13

406

윙스디자인

WINGS DESIGN

C07-01

384

9MA FACTORY

9MA FACTORY

N50

407

바보요정 웽

WOOENG

B33-03

386

액션크래프트

Action Craft

N76

407

우수컴퍼니

WUSU Company

B42-01

388

ALEX BAEK

ALEX BAEK

N41

408

㈜북메카

www.abcbooks.co.kr

B32-02

-

알파카친구들 플러피즈

alpaca friends Fluffies

N47

408

한국유아신문

www.koreababynews.com

C37-05

-

Amplixx

Amplixx

N39

409

씨온엔터테인먼트

XION Entertainment

B14-04

-

애니멀 크루 (박정인)

Animal Crew

N35

409

㈜씨온플러스

XIONPLUS CO., LTD

B20-01

390

ANN STYLE (91)

ANN STYLE (91)

N66

410

㈜크리스피

XrisP CO., LTD

B34-03

392

신비한 숲 속의 아드리안느

April first day

N70

410

와이그라피카

Y GRAFICA

C04-03

394

뽀요

BBOYO

N28

411

㈜와이비엠에듀

YBM Edu Inc.

C18

북극곰자리

Bearsjary

N57

411

㈜YH데이타베이스

YHDatabase CO., LTD.

C07-03

396

베리몽

Berimong

N75

412

YNG, 스타웨이

YNG, Starway

C12-01

-

블레이징 스트라이크

Blazing strike

N51

412

㈜ 영인터내셔널

Young International LTD.

B34-01

398

Blessing Anna

Blessing Anna

N23

413

영실업

YOUNG TOYS. INC.

B27

400

봉봉 다르봉

BONBON Darbon

N26

413

제로갤러리

ZERO GALLERY

B20-05

402

BoxFace Lab

BoxFace Lab

N87

414

풍선정원

Bubble garden

N12

414

블링 브릭

BulingBrick

N90

415

체리시

Cherish

N42

415

치카멀즈

CHICAmals

N67

416

치카푸카

Chikafuka

N53

416

츄비퍼피

chubby puppy

N20

417

CLUD & 감성시추

CLUD & kamsung ShihTzu

N92

417

데일리블라

Daily Blah

N06

418

DALBUM (달범)

DALBUM

N98

418

뚱띠와 아기냥 친구들

DDungtti and babycat friends

N36

419

데몬스테이

DEMONSTAY

N04

419

개인생

Dog life

N60

420

DO-NUTS!

DO-NUTS!

N89

420

자두나무토끼 이토

E.TO

N64

421

엘리자벳 데일리

Elizabeth Daily

N25

421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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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aracterfair.kr

뉴웨이브존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Eye Blossom

Eye Blossom

N22

422

소주씨 맥줌마

Mr.Soju & Ms.Beer

N96

438

EYO-NOTE

EYO-NOTE

N91

422

NERDBOY

NERDBOY

N33

438

이지큐

Ez_q

N81

423

noblips

noblips

N11

439

꽃몽우리

floralmong

N85

423

올망졸망

Olmangzolmang

N69

439

forest

forest

N10

424

사랑스러! 오잉이

Oning

N79

440

프룻프룻

Fruit Fruit

N71

424

푸기

Pugi

N48

440

GLIMMERS

GLIMMERS

N61

425

레어애니멀

Rare Animals

N77

441

GNAKGNAK

GNAKGNAK

N84

425

리을페이지

Rieurpage

N62

441

기묘한 치킨의 신 치느

God of chicken

N07

426

로빈플래닛

Robyn Planet

N100

442

고스레빗

GOTHRABBIT

N17

426

루까브루

Rukkabeuru

N82

442

초록밤

greenbam

N63

427

RURU’S ART STORAGE

RURU’S ART STORAGE

N34

443

구루미

Groomy

N02

427

살롱마지끄

Salon Mazique

N24

443

HATMONS

HATMONS

N32

428

싕싕 (냥쉐프)

Seengseeng

N03

444

헬로브레인

Hello brain _ bru

N40

428

Senzatempo(미양)

Senzatempo

N14

444

Hello! Friends

Hello! Friends

N09

429

SOMOZ

SOMOZ

N99

445

HYEONI

HYEONI

N30

429

스패미

SPAMY

N93

445

Issac lily

Issac lily

N49

430

스프링필드

SPRINGFIELD

N43

446

젠나

JENNA

N44

430

STelLa LuCy

STelLa LuCy

N78

446

지미&봄글

jimi & bbomgle

N46

431

스토리스티치

STORY STITCH

N83

447

진땅

jinddang

N19

431

스튜디오 401

Studio 401

N01

447

쭈앤토리

JJU&TORY

N37

432

studio HOOROOCOOK

studio HOOROOCOOK

N21

448

캐차캔미

KECHAKENMI

N97

432

스튜디오 마실

Studio Masil

N55

448

콩만이

KongManE

N94

433

studio su9401

studio su9401

N05

449

루피쉬 스튜디오

LuFish Studio

N88

433

스튜디오 레이지캣

studioLazycat

N68

449

복면사슴 사슈미

Mask deer Sashumi

N31

434

탱크토이

TANK TOY

N27

450

마음소녀 단울이와 다곰

maumgirl danwool & dagom

N95

434

부엉이의 숲

The forest of owl

N52

450

mein-haesam

mein-haesam

N59

435

디에고

THEego

N73

451

Miram in Misty park

Miram in Misty park

N80

435

토마쓰리&전포롱

THOMAS & polong

N74

451

모구모구

MoguMogu

N16

436

Toonsa

Toonsa

N65

452

몽상캔버스

MongSangCanvas

N72

436

궁디팡팡 토로토로

TOROTORO

N38

452

모닝쉐도우

Morning Shadow

N18

437

또롱별

ttorong

N29

453

모롱하게!

moronghage

N45

437

우주고양이

ujugoyang2

N54

45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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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존
부스명

부스번호

페이지

어반포레스트

URBAN FOREST

N86

454

우드펫

wood pets

N15

454

YONZ STUDIO

YONZ STUDIO

N56

455

Zero_Kim

Zero_Kim

N08

455

50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Booth No. N58

253(TFT)

Booth No. N50

9MA FACTORY

253(TFT)

9MA FACTORY

소녀스러운 것부터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룰루돌프

팝한 느낌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산타할아버지가 은퇴한 후 선물 배달을 도맡아 하는 룰루돌프는 추위

캐릭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를 많이 타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연다. 태어날 때부터 동글동글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얼굴에 웃고 있는 입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제나 여름
을 즐기기 위해 꽃무늬 파란 수영복을 입고 다니고, 매우 반짝이는 코

네 명의 구성원이 트럼프의 스페이스, 다이아,

를 가지고 있어 어두운 밤에 선물을 배달할 때 불을 밝힌다.

클로버, 하트를 동양의 나라들로 각자 지정하여

호돌프

일러스트로 제작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호랑이 같지만 자세히 보면 호피무늬 바지를 입은 루돌프
이다. 호랑이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해서 룰루돌프가 줄무늬를 그려주고
꼬리를 달아준다. 여름에 바닷가에서 선텐을 즐겨서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지녔다.

담당자 : 김서희 | 연락처 : 010.7723.3820 | 이메일 : tjgml7723@naver.com

담당자 : 구경민 | 연락처 : 010.6655.8748 | 이메일 : 9mafactory@naver.com

Booth No. N13

9092BG

9092BG

Booth No. N76

액션크래프트

Action Craft

THE BOARDERS

틈새 요리 펭귄

서브컬쳐 문화에 조형적인 미를 더하여

틈새요리펭귄!은 납작한 상태로 접시 사이 식빵 사이 냉장고와 벽 사이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찬장 사이 여기 사이 저기 사이에 숨어있다가 아무도 없는 틈새에

디자인한 아트토이입니다.

펑하고 나타나 간단한 틈새요리!를 만들고 사라지는 주방의 요정

입이 삐죽 나온 표정의 눈 밑이 빨간 이 캐릭터는 개구쟁이

가끔 가슴 사이 이빨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습을 하기도 하고, 어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이유는 보는 이로 하여금 캐릭터를 보았을 때,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상상을 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담당자 : 서부원 | 연락처 : 010.7619.2849 | 이메일 : sbw1230@naver.com

406

담당자 : 정유림 | 연락처 : 010.6722.6016 | 이메일 : seed0120@naver.com

407

Booth No. N41

ALEX BAEK

Booth No. N39

Amplixx

ALEX BAEK

Amplixx

BABYSITTERS

음악+캐릭터+모바일 컨텐츠가 섞인 하이브리드 캐릭터 AMPLIXX

경기 불황으로 동물원 일자리를 잃은 동물 친구들이

Amplixx는 기타앰프와 신디사이저 등의 아날로그 악기를 모티브로

의기투합해 아기 돌보미 사업을 시작한다.

디자인된 인류인 Amplian 중, 단짝 친구 Artie와 Fin 두 캐릭터가

처음으로 맡게 된 5명의 아기들

결성한 록밴드 이름이다. 90년대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추종자이며,

과연 동물 친구들이 사고 없이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 시절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해석하기 위해
옥탑방을 불법 개조해서 만든 스튜디오에서 오늘도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90년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패러디를 SNS에 연재 중이며,
밴드를 결성하고 앨범을 내는 과정, 멤버를 영입하기 위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SNS로 풀어가면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다.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일방적으로 상영되는
영상이 아닌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이 가미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담당자 : 백경진 | 연락처 : 010.5012.4053 | 이메일 : skebedesu@hotmail.com

담당자 : 윤경환 | 연락처 : 010.7259.0079 | 이메일 : artieyoon@gmail.com

Booth No. N47

알파카친구들 플러피즈

alpaca friends Fluffies

애니멀 크루 (박정인)

Animal Crew

알파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캐릭터 알파카 친구들

애니멀 크루 (Animal crew)

‘플러피즈’는 마카롱, 솜, 브로콜리, 파프리카, 머핀

우주선을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물 탐험대.

이렇게 5마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물 캐릭터들이 사령관, 조종사, 정비사 등 각각의

실수도 하고 넘어지곤 하지만 매일을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가지고 협력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

살아가는 우리 20-30대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북극곰, 고릴라, 오리너구리, 개, 고양이 등 친숙한 외모를 가진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진 꿈을 향해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으며 우주선 역시 동물의 외형에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들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결합시킨 형태를 띠고 있다.

담당자 : 윤유정 | 연락처 : 010.3318.1835 | 이메일 : impressives2@naver.com

408

Booth No. N35

담당자 : 박정인 | 연락처 : 010.8852.4880 | 이메일 : park4881@hanmail.net

409

Booth No. N66

ANN STYLE (91)

Booth No. N28

뽀요

ANN STYLE (91)

BBOYO

ANN STYLE

북극에서 온 아기 황제 펭귄 뽀요!

캐릭터 ‘ANN’은 패션, 취미, 기호, 라이프스타일, 감성 등

더 넓은 세상이 알고 싶어 홀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모든 요소에서 주목되는 시대를 리드해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뽀요는 여러 코스튬 의상을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캐릭터 ‘ANN’은 시대의 가치관에 맞는 요소를 갖추고 패션리더와
매스컴 사이를 이어주는 트렌드의 리더로서 매스 미디어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
MY PET
‘두근두근 마이펫’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또 하나의 가족,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싱글에게는 여가를 함께 보낼 친구, 노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자식이 되어주며 현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역할을 한다.

담당자 : 최형욱 | 연락처 : 010.9272.4212 | 이메일 : redcubebiz@gmail.com

담당자 : 오지수 | 연락처 : 010.5101.4665 | 이메일 : good_penguin@naver.com

Booth No. N70

신비한 숲 속의 아드리안느

April first day

Booth No. N57

북극곰자리

Bearsjary

호기심이 많고 밝은 소녀 아드리안느가 호기심 때문에

북극곰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었을까요?

실수를 하게 되어 깊은 상처받게 되어 힘들어하던 어느 날

집을 잃어 방황 중일까요? 여행 중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신비의 숲에서 씨앗 초대장을 받아 숲 속을 여행하며

모험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을 찾는 치유 판타지.
숲 속의 신비롭고 상냥한 친구들과 함께 웃음 짓길 바란다.

길을 잃는다는 게 꼭 불행한 일 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지름길 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생각지 못 했던 멋진 풍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 잃은 북극곰의 표정을 상상해 주세요.
지쳐있나요?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풍경을 즐기고 있나요?
길 잃은 북극곰들을 응원합니다.

담당자 : 유선아 | 연락처 : 010.3170.4059 | 이메일 : aprilfirst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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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고은 | 연락처 : 010.4057.8783 | 이메일 : bearsj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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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75

베리몽

Booth No. N23

Blessing Anna

Berimong

“베리몽” & “레레몽”

Blessing Anna

모모와 친구들

남자 곰돌이(베리몽)와 여자 곰돌이(레레몽) 캐릭터로,

[ 모모 ]

남자의 허세 있지만 귀여운 모습과

감정을 모르는 꼬마요정.

여자의 여우 같지만 애교 있는 모습을 캐릭터화 시켰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몸의 색이 변한다.

sns를 통해 캐릭터 그림과 간단한 글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봉제인형

[뮤]

샘플 작업으로 개발 중에 있다.

낙천적인 쪼꼬미.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 아리 ]
호기심이 많아 모든 사건 뒤에서 기웃거리며 둥둥 떠다닌다.

담당자 : 황세인 | 연락처 : 010.3933.7917 | 이메일 : minimeyou@naver.com

담당자 : 양희진 | 연락처 : 010.7242.1441 | 이메일 : socutehj@hanmail.net

Booth No. N51

블레이징 스트라이크

Blazing strike

Booth No. N26

봉봉 다르봉

BONBON Darbon

“블레이징 스트라이크”는 “하이퍼”의 특수한 힘을 가진

꿈 많은 소녀 다르봉,

8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웹툰과 게임이 융합된 콘텐츠이다.

동그란 눈으로 새삼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주인공 제이크는 가장 불완전한 힘을 가진 소년이다.

엉뚱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연약한 소년이 세계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르봉의 일상을 그려낸 일러스트 기반의 캐릭터 브랜드입니다.

독자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길 기대해본다.

다르봉의 하루는 카페 아베끄리우를 오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다르봉은 아베끄리우에서 종종 친구들과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잔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검은고양이 라벵과
함께 살게 되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 : 정미진 | 연락처 : 010.2652.4781 | 이메일 : dalgi0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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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연정 | 연락처 : 010.7301.4347 | 이메일 : romanw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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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87

BoxFace Lab

Booth No. N90

블링 브릭

BoxFace Lab

Buling Brick

키노와 박스 친구들 (그래픽 &아트토이)

가지런히 정돈되어있는 보도 블럭들.

키노는 따뜻한 마음을 찾기 위해

그들은 그들만의 규율과 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담아 보관하는 마음 박스와 함께

눈에 띄지 않고 틀에 박힌 생활을 한다.

박스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이 씹다 흘린 껌이

하지만 인간을 싫어하는 박스 여왕은

블록(“부리기”)에게 떨어지게 된다.

키노를 쫓아다니며 추방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껌을 가엽게 여긴 보도 블럭들은
껌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머리를 모아 의기 투합을 하는데....
본격 껌의 주인을 찾아라!
그들만의 기상천외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담당자 : 조성원 | 연락처 : 010.5120.7309 | 이메일 : 1983latter@naver.com

담당자 : 지현철 | 연락처 : 010.6388.9497 | 이메일 : sculpturechi@naver.com

Booth No. N12

풍선정원

Bubble garden

Booth No. N42

체리시

Cherish

상상력이 풍부하고 방 어지르기, 풍선껌 불기가 취미이자

고양이 캐릭터 : 체시 (Chessi)

특기이며 동물들에게 늘 친근감을 느끼는 천진난만하고

패션 고양이 체시(睇視)는 “눈을 흘깃거려 보다”는 뜻으로

귀여운 지원과, 이가 빠져 풍선껌을 씹어도 풍선이

모두가 반할만한 매력적인 고양이입니다.

잘 불어지지 않는, 그래서 늘 풍선껌을 잘 부는 지원을

패션쇼 관람이 취미이며 커피를 사랑하는 체시는

부러워하며 새 이가 빨리 나길 고대하는 유진,

발랄하고 귀엽지만 때로는 섹시한, 소녀 감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아이들이 양치질을 잊지 않고 하는지 이가 빠져

재미있고 사랑스럽게 들려 드립니다.

새 이가 필요한 친구가 없는지 늘 살피는,
마음 씀씀이는 좋지만 덜렁거리고 다혈질인 이빨요정,
이 세 친구가 중심이 되어 오래된 도시 빌라 옥상의
조그만 정원을 배경으로 토끼, 쥐, 고슴도치 등 다른 동물
친구들과 풍선껌을 매개로 어울리면서 벌어지는
즐거운 소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담당자 : 임정아 | 연락처 : 010.8726.9531 | 이메일 : yeoncre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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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예선 | 연락처 : 010.6852.0894 | 이메일 : echerishf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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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67

치카멀즈

Booth No. N20

츄비퍼피

CHICAmals

INTRO

chubby puppy

“Did you do that ?”

다양한 용도로써 친근하게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매일 아침 헐레벌떡 출근한 후 귀가하기까지,
집에 남겨져있는 녀석들.
하루 종일 지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은.. 난장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쿠션과 인형에서 뽑아져 나온 솜,
갈기갈기 찢겨긴 내가 먹으려던 과자 봉지,
구석구석 엉망진창.. 잘도 물고 뜯고 맛보았네요.
“누가 그랬어?!”
궁둥이가 삐져나온 체 소파 밑에 숨어있는 녀석을 끄집어내면,
연신 눈길을 살살 피하기 바쁘네요.

자리 잡고 있는 치약의 형태가 메인 모티브이며, 동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의 이미지를 더하면서,
더 친숙하고 감성적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나아가려 한다.
CONCEPT
요즘 사람들은 다 쓰지도 않고 남은 치약을 쉽게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치약에 신비로운 마법이 깃들며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난 “치카멀즈[CHICAmals]”
인간들은 모르는 욕실 속 비밀통로를 통해 만난 그들만의 마을인

chubby puppy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그려지는,
사고뭉치 반려동물들의 일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치카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기자기한 사랑.
끈끈한 우정. 좌충우돌 일상 이야기.

담당자 : 이기원 | 연락처 : 010.9320.3827 | 이메일 : ggirukggiruk@naver.com

담당자 : 류신정 | 연락처 : 010.9596.5825 | 이메일 : shinjung.ryu@gmail.com

Booth No. N53

Booth No. N92

치카푸카

Chikafuka

CLUD & 감성시추

CLUD & kamsung ShihTzu

치아들이 사는 신비한 치카푸카 마을.

감성시추는 2015년에 만들어진 팬시 캐릭터입니다.

그곳에 사는 트니와 친구들은 양치를 좋아하는 건강한 치아들이랍니다.

겁쟁이에 수줍음이 많아서 언제나 아련해 보이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길을 잃고 떠돌던 누리라는 치카푸카가 찾아오는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즐기는 그 누구보다

한 번도 씻어본 적 없는 누리를 건강한 치아로 만들기 위한 트니와 친구들의 요절복통 대소동!

감성적인 강아지입니다.

과연 치카푸카 마을에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담당자 : 박하은 | 연락처 : 010.8344.8445 | 이메일 : gkdms3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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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10.2066.3057 | 이메일 : ercoi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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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06

데일리블라

Booth No. N36

뚱띠와 아기냥 친구들

Daily Blah

DDungtti and babycat friends

‘데일리블라’는 평범한 소녀 ‘블랑이’와

시골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블랑이를 sns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나타난

느긋한 고양이 뚱띠에게 불청객이 나타났다.?

어리바리 sns 요정 ‘라비’ 그리고 라비의 마법으로

갑자기 뚱띠의 집으로 입양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라비와 블랑이의 일상 모습을

아기 고양이 3마리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뚱띠의 일상기!

사진으로 찍어주는 카메라 ‘캐미’와의
좌충우돌 일상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 김수빈 | 연락처 : 010.8917.8920 | 이메일 : soobam111@naver.com

담당자 : 오용운 | 연락처 : 010.2729.3638 | 이메일 : ddungttis@gmail.com

Booth No. N98

DALBUM (달범)

DALBUM

Booth No. N04

데몬스테이

DEMONSTAY

1. 밥이 (Bobby) : 1970년대 따듯한 아랫목에서

데몬스테이의 첫번째 시리즈 팬텀몬스터를 공개합니다.

태어난 한국의 대표적인 밥인 쌀밥 캐릭터.

밤이 되면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유령..

2. 가마스 (Gamas) : 먼 우주의 가마별에서 지구로

유령은 인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불시착한 가마솥 밥 캐릭터들. 어느 시골집의 아궁이를

팬텀몬스터들은 유령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

기지로 착각하고 그만 정착하고 만다.

유령들을 찾아내 인간들을 항상 지켜줍니다.

3. 죽돌이 (Bamboos) : 담양의 한 대나무에서 태어난

하지만 어디선가 유령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유령을 잡기 위한

캐릭터, 귀여운 외모이지만 다혈질이다.

그들의 끝없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4. 비비고 (Bibigo) : 전주가 고향인 비빔밥 캐릭터.
아름다운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다.
5. 김밥이 (Gimbop) :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있는 김밥 캐릭터.
www.demonstay.com

담당자 : 박범희 | 연락처 : 010.9083.8803 | 이메일 : bumy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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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해용 | 연락처 : 010.6296.8269 | 이메일 : toyprince@demonst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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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60

개인생

Booth No. N64

자두나무토끼 이토

Dog life

E.TO

애니메이션 개인생의 주인공인 깜구와 주변 친구들

월요일에 태어난 자두나무 토끼 이토. [TANESIA E.TO]

조금 어눌하지만 심성은 착한 강아지 ‘깜구’.

작가명과 같은 이름의 토끼 캐릭터 이토입니다.

활발하고 인기가 많은 고양이 ‘모끼’, 힘센 골목대장 개 ‘빼구’,

오얏(자두)나무李 와 토끼兎 가 만나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동네 개구쟁이 꼬마 아이 ‘짱우’ 그리고 비둘기와 참새, 쥐 등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고 통통한 몸매, 짧은 귀와 짧은 팔 다리,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

살짝 쳐진 눈과 자두처럼 발그레한 볼이 특징인

개, 고양이, 비둘기, 쥐 등 골목에서 자주 보이는 동물 캐릭터들을

하얀 토끼 캐릭터입니다.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평소 작가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느낌, 감정을 이토 캐릭터를 통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 내 방을 주제로 한 [마이룸] 연작이 있으며,
현재는 여름에 관련된 꽃과 열매를 패턴으로 한 일러스트를
작업 중입니다.

담당자 : 용창우 | 연락처 : 010.8757.3171 | 이메일 : ycw88@naver.com

담당자 : 이승희 | 연락처 : 010.3668.6918 | 이메일 : tanesia_eto@naver.com

Booth No. N89

DO-NUTS!

DO-NUTS!

엘리자벳 데일리

Elizabeth Daily

도넛츠! Do-Nuts!

엘리자벳은 그 도도하고 귀품 있는 이름과 다르게

귀여운 도넛(donuts)들에게 미쳐!(Do nuts!)

말상(相)의 사나운 짐승 같은 면을 가진 토끼로

조용하고 무난한 성격의 플레인

6년 평생을 집토끼로 살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워

설탕비가 내리는 날만 기다리는 글레이즈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 야생 토끼 못지않은 전투력을 가져버린

파마머리에 자기 멋대로인 츄잉

깡패같은 매력의 토끼입니다.

맨날 가루 날리도록 싸우는 필드형제까지!

그녀의 활약상은 네이버 베스트도전 [엘리자벳 데일리]에서

다양한 맛을 가진 도넛들의 유머러스한 일상을 만나보세요!

낱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장다운 | 연락처 : 010.5093.2999 | 이메일 : malmiz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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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25

담당자 : 노미라 | 연락처 : 010.7703.1827 | 이메일 : marie_wo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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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22

Eye Blossom

Booth No. N81

이지큐

Eye Blossom

Ez_q

웰시코기 보리 [ BORI ]

‘이지큐 프렌즈’는 부드러운 기업문화를

우연히 태어날 적부터 토끼들과 함께 살다가

촉진시키기 위해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토끼의 모습으로 닮아진 아기 강아지, 웰시코기 보리!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무스를 비롯해 반고미, 달고미,

풍부한 감성을 자아내는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도기, 레이빗, 꼬북, 치치가 있으며

애정이 넘치며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명랑한 강아지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기반으로

여느 웰시코기와 다르게 토끼처럼 동그랗고 쫑긋한 귀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며, 짧은 팔다리와 오동통한 몸매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달달한 먹을거리를 좋아하여, 식후에는 꼭 디저트를 먹습니다.

담당자 : 최은지 | 연락처 : 010.8211.0617 | 이메일 : eyeblossom_@naver.com

담당자 : 이지원 | 연락처 : 010.4279.0415 | 이메일 : jiweon14@naver.com

Booth No. N91

EYO-NOTE

EYO-NOTE

Booth No. N85

꽃몽우리

floralmong

EYO-NOTE(이요노트)

꽃몽우리는 꽃집에서 살고 있는 샴 고양이 몽이의 일상 이야기

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캐릭터 개발 및 상품 제작, 판매

입니다. 고양이 몽이는 자신이 없으면 이 가게는 도저히 돌아가

한글 포스터, 숫자 포스터 등 유아교육 관련 상품 개발

지 않는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 구석구석 돌봅니다.
그래서 직책은 부장입니만 실은 사고뭉치 고양이 일뿐이지요.

[ Milk Family - 밀크 패밀리 ]

몽부장은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 반깁니다. 그리고는

밀크 패밀리의 다양한 캐릭터들.

왱알왱알 가게의 상품을 소개하지만 손님들이 알아듣는지는

우유 왕관을 쓰고 다니는 우유들과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손님의 쇼핑백을 기분 좋게 보는 걸 보니

우유팩 모양의 젖소 등 우유를 활용한

오늘도 자신의 영업에 흐뭇해하는 몽부장입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손님이 돌아가면 당당히 간식을 요구합니다. 너무도 당당한

밀크 패밀리입니다.

모습에 차마 거절할 수 없군요. 이렇게 꽃몽우리의 하루가 또 지
나갑니다. 내일 역시 몽부장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담당자 : 박진아 | 연락처 : 010.9080.1547 | 이메일 : ryojie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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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상철 | 연락처 : 010.5813.1727 | 이메일 : d_nong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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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10

forest

Booth No. N61

GLIMMERS

forest

GLIMMERS

이름 : 봉지.BBong ji

글리머즈_희망의 빛들

인형 공장에서 불량품 판정을 받고 쫓겨난 토끼 인형.

아이들은 이상하게 담요나 인형 등 특정한 물건에

(배에 솜이 튀어나와있다.)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별 : ??

사실 아이들이 애착하는 그 물건들 속에

완벽한 인형이 되기를 꿈꾸며, 공장에 복수하기를 꿈꾼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실패한다.

그리고 그곳에 ‘글리머즈’라 불리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식탐이 많고 외모에 관심이 많다.

글리머즈는 언제나 내 편인 소중한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솜사탕이고 당근을 싫어한다.

담요를 사랑하는 말괄량이 소녀 랄라.

물에 약하며, 멀리 갈 때는 풍선을 타고 날아다닌다.

그리고 그 담요 속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친구들의 이야기.

감성적이며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

어른이 되어 어린시절 좋아했던 글리머즈를 잊어 버린

잘하는 것은 바느질이며, 위장을 위해 토끼를 키우고 있다.

우리처럼 랄라도 동물친구들을 잊게 될까요?
랄라와 동물 친구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담당자 : 이미진 | 연락처 : 010.2071.9427 | 이메일 : wkdnsdud8@naver.com

담당자 : 이미연 | 연락처 : 010.4725.2442 | 이메일 : diva99991@naver.com

Booth No. N71

Booth No. N84

프룻프룻

Fruit Fruit

선물 바구니를 품에 가득 안고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존슨은
가족을 만날 기쁨에 크게 입 벌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순간 존슨의 입으로 새떼가 날아들고,
중심을 잃은 선물들은 땅으로 추락한다.
과일들은 낯선 땅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한 순간에 선물에서 불청객이 된
그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

담당자 : 곽성철 | 연락처 : 010.2345.7860 | 이메일 : kiwic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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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KGNAK

GNAKGNAK

여우가 되고 싶은 사람 그낙이는 2012년에 진행했던
‘시간나무’ 이야기 속의 캐릭터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주인공이
여우처럼 영리해지고 싶어서 여우탈을 쓴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함과 현재에 머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토끼장과 못된 상사 멍달이와 강이, 쿤이씨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낙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캐릭터를 보는 분들도 같이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 강지혜 | 연락처 : 010.3118.2014 | 이메일 : aaron0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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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07

기묘한 치킨의 신 치느

Booth No. N63

초록밤

God of chicken

greenbam

치킨의 신 치느

사막 여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밀(Mill)’

치킨을 좋아하는 치킨의 신 치느.

밀의 친구 ‘붉은 여우’ 와 ‘하암 다람쥐’

닭 다리를 들고 다니며 배고픈 자들에게

가볍고 때때론 무거운 이야기들.

치킨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
닭 벼슬 대신 왕관이나 모자를 쓰고 다닌다.
기묘&이상
남녀 두 커플.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10.5028.0938 | 이메일 : washablue@naver.com

담당자 : 권현지 | 연락처 : 010.7756.2402 | 이메일 : bam1019@naver.com

Booth No. N17

고스레빗

GOTHRABBIT

고스레빗 GOTH RABBIT
디자인 컨셉 : 12지신 중 하나인 토끼 캐릭터에
고수족의 아이템은 스터드(찡 목걸이)와 로봇 팔을 넣어
모던 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구루미

Groomy

구루미(Groomy)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감성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인 아기 먹구름 구루미와 아기고래의 자연 친화적인
일상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포근한 미소를 짓게 하며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스토리 라인 : 12지신들은 종말의 날 시계를

하늘에 사는 구루미와 바다에 살던 아기고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멈추게 하려고 레이싱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동화적인 스토리와 아트 웍을 통해 선보일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1등을 할 거라고 말하지만

메모지, 파우치, 머그컵 등 10대 소녀에서부터 20대 여성들이

인간 아이 승리가 이 세계로 넘어오고부터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팬시, 리빙 아이템들로 상품화를

이 레이스의 결과는 정해집니다.

전개할 계획이며 차후 이모티콘, 플래시 애니메이션,

쥐... 쥐가 1등이라니!!

아트토이 피규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자 : 정동수 | 연락처 : 010.4507.1651 | 이메일 : realge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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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02

담당자 : 서윤정 | 연락처 : 010.8637.3987 | 이메일 : annay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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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32

HATMONS

Booth No. N09

Hello! Friends

HATMONS

Hello! Friends

HATMOS 는 모자와 캡슐을 컨셉으로한

Hello! Friends. [안녕!친구들]은

4명의 몬스터 친구입니다.

우리가 왜 친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캡, 후드, 콘, 페도라 다양한 모자들의 특징과 개성을

별것 아닌 이야기에 공감하고 웃고 우울할 때

한껏 뽐내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주는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잭슨(jackson), 보니(bonny), 피기(pig)
아지트에 최신 오락기를 두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게 꿈인 친구들.

담당자 : 김우령 | 연락처 : 010.9041.0614 | 이메일 : pjychg@naver.com

담당자 : 김경희 | 연락처 : 010.5118.8521 | 이메일 : rodhee@naver.com

Booth No. N40

헬로 브레인

Hello brain _ bru

Booth No. N30

HYEONI

HYEONI

뇌 친구 브루 (Brain freinds, Bru)

오염된 바다에 살던 씬벵이가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곳에서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

피자 물고기, 햄버거 해파리 등 맛있는 바다 생물들을 만나게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뇌 친구_ 브루를 소개합니다.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똘망똘망 눈동자.

씬벵이란?

생각에 따라 자유자재로 부풀어지는 노랑색 머리가 매력 포인트!

씬벵이(Frog Fish)는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헤엄을 치는 대신

호기심 많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브루는

발달된 지느러미로 걷고 낚시하는 신비한 물고기이다.

궁금한 거 생각한 거 머릿속 꿈꾸는 모든 것을
“선택하면 이뤄진다” 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머릿속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브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자 : 주소연 | 연락처 : 010.9102.7720 | 이메일 : brainart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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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서현 | 연락처 : 010.4134.9993 | 이메일 : k_shee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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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49

Issac lily

Booth No. N46

지미&봄글

Issac lily

jimi & bbomgle

이름 : Issac Lily 이삭 릴리

사샤

직업 : 패션모델

사샤는 언제나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성격 : 미소가 많고 밝은 성격. 모델 일을 할 때는 프로답지만

곱슬머리 사자인형이예요.

일상에서의 모습은 덤벙거리고 실수도 하는 소녀입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실수투성이지만 긍정적인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용맹한 사자 인형이랍니다.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께서

지금은 야자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성적인 어필을 하는 패션을 배제하는
패션모델 릴리에게

다다

순수함, 소녀스러움 그리고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다다는 소심하고 눈치를 잘 보는 판다예요.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친구들은 그런 다다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답니다.
다다도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담당자 : 윤현선 | 연락처 : 010.5772.6880 | 이메일 : 1issaclily@gmail.com

담당자 : 조현진 | 연락처 : 010.5458.4991 | 이메일 : kumjungnabi@naver.com

Booth No. N44

젠나

JENNA

Booth No. N19

진땅

jinddang

[젠나] 신기한 구슬을 가진 아이. 구슬을 가지고 변신도 함.

낭만 꽃도치는 꽃이 피어나는 고슴도치이다.

[퐁] 무엇이든 나오는 주머니를 메고 다니며 꽃씨를 배달하는 제비.

로맨틱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온순하며 행복함을 느낄 때

[도마] 겁이 많지만 자신의 꼬리를 무척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도마뱀.

꽃들이 피어난다.

[루나] 세상에는 단맛 나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는 토끼.
[룬] 지구에 불시착한 달에서 온 토끼. 나이 미상. 척박한 환경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천재적 소질을 가짐.

담당자 : 오인경 | 연락처 : 010.9356.7737 | 이메일 : oinkw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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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선 | 연락처 : 010.4051.2140 | 이메일 : arasi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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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37

쭈앤토리

Booth No. N94

콩만이

JJU&TORY

NENI (Magician)

KongManE

우주 돼지 피즐리의 지구 적응기

뚝딱뚝딱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펼치는 만능 마술사.

식물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피즐리 식물 친구와 함께

MONS (Chef)

지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뚝딱뚝딱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훌륭한 쉐프.

피즐리 : 우주인 아빠 돼지와 지구인 엄마 돼지 사이에서

MONE (Princess)

나온 새끼 돼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지구와 왔지만,

뚝딱뚝딱 누구든 예쁜 공주로 변신시키는 실력파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구에서 숨을 쉴 수 없어 항상 우주복을 입는다.
식물 친구 와 같이 있으면 우주복 없이도 숨을 쉴 수 있다.

DURI (Doctoers)
뚝딱뚝딱 무엇이든 물어보면 해결되는 똑똑한 박사.

담당자 : 박정주 | 연락처 : 010.2723.8329 | 이메일 : joo2425@naver.com
담당자 : 신주연 | 연락처 : 010.2059.1948 | 이메일 : juyeon797@hanmail.net

담당자 : 김경민 | 연락처 : 010.5005.0955 | 이메일 : kongmanes@naver.com

Booth No. N97

캐차캔미

KECHAKENMI

Booth No. N88

루피쉬 스튜디오

LuFish Studio

빛으로 움직이던 우주의 신들이 형태를 가진 생명체로

루냥

지구라는 땅에 재탄생을 한다.

루냥(LuNyang)은 루피쉬 스튜디오(LuFish Studio)의

풍만한 몸채와 제한적인 삶이지만 행복을 전해야 하는

고양이를 뜻합니다.

큰 임무를 안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복을 전한다.

LuFish. 작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루피와 루팡을 비롯하여,
작업실을 찾는 길냥식구들을 루냥이라 부르며 수작업 일러스트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LuFish Studio의 art Project ‘루냥 한국을 입다.’ 는
LuFish 작가의 메인테마인 루냥들을 통하여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자 : 이승진 | 연락처 : 010.8574.3967 | 이메일 : kechaken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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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혜진 | 연락처 : 010.8521.0890 | 이메일 : atdoldesig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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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31

복면사슴 사슈미

Booth No. N59

mein-haesam

Mask deer Sashumi

mein-haesam

사슈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슴입니다.

하얗고 오동통한 어금니는

항상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하기 일쑤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수많은 치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한테 쏠리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쓰게 됐습니다.

치아 댄스를 추는 어금니, 우주를 동동 떠다니는 우주 어금니 등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통통한 어금니들의 통통 튀는 귀여움을 느껴보세요!

복면을 쓰는 순간은 평범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는 성격이 됐습니다.)

담당자 : 백지수 | 연락처 : 010.4955.4998 | 이메일 : yowoo100@naver.com

담당자 : 이여은 | 연락처 : 010.2973.5407 | 이메일 : haesam22@naver.com

Booth No. N95

마음소녀 단울이와 다곰

maumgirl danwool & dagom

Booth No. N80

Miram in Misty park

Miram in Misty park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랑스러운 소녀 단울이와

미스티 파크의 친구들

늘 옆에서 함께하는 다정하고 든든한 친구 다곰이는

’시라소니‘는 무심한 듯 친절한, 빠릿빠릿한 듯 어수룩한 이중적인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성격으로, 표정이 별로 없는 캐릭터입니다. 항상 머리를 물고 있는

단울이는 긴 머리에 빨간 리본을 하고 빨간 원피스를 즐겨 입으며

다혈질의 ’두통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인 ’우파‘는 쾌활하고

둥글둥글한 얼굴과 몸매의 다곰이는 꽃과 식물을

낙천적인 사고뭉치로 눈치가 없는,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성을 다해 기르고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판다 캐릭터입니다. 고양이 캐릭터인 ‘삼삼이’는 시크한척하지만

서로를 아껴주고 힘이 되어주며 평범하지만

어설픈 샴 고양이로 말 많은 참견쟁이 ‘빼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과 사랑, 위로가
담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캐릭터들의 다양한 동작을 배경과 함께 일러스트로 표현해 인터넷에
홍보하는 한 편, 인형, 쿠션, 엽서, 달력 등 다양한 방의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 및 서비스 중입니다.
http://miram.creatorlink.net/

담당자 : 손지원 | 연락처 : 010.5037.9326 | 이메일 : maumgirl7@naver.com

434

담당자 : 공정은 | 연락처 : 010.9021.1694 | 이메일 : josette@naver.com

435

Booth No. N16

모구모구

Booth No. N18

모닝쉐도우

MoguMogu

Morning Shadow

모구모구는 식성이 좋아 맛있는 반찬을 찾아다니는 밥그릇입니다.

숭 (Sung)

주방 곳곳이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모구모구는

둥근 볼이 사랑스럽고, 때때로 엉뚱한 귀여운 원숭이

주방기구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곳곳에 밥풀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욤 (Yom)

밥그릇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 모구모구는 순식간에

여유롭고 긍정적이며, 정겹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쥐

밥그릇 속으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구모구가 흘려놓은 밥풀만 볼 수 있을 뿐
모구모구를 직접 볼 순 없답니다.
한정식을 즐기는 모구모구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찾아다니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담당자 : 정승호 | 연락처 : 010.4259.0987 | 이메일 : ido0114@naver.com

담당자 : 윤연경 | 연락처 : 010.9381.3261 | 이메일 : theshadowof@naver.com

Booth No. N72

몽상캔버스

MongSangCanvas

Booth No. N45

모롱하게!

moronghage

살을 빼고 싶어! 하지만 움직이는 건 귀찮아~

모롱

오늘 먹고 내일로 운동을 미뤄버리는 고양이 다다.

언제나 토끼귀가 달린 줄무늬 원피스를

사랑스러운 롭이어 토끼 남매 시이와 비이.

입고 다니는 소녀 모롱.

아기자기한 카페의 오너 카라캣과 레이래빗, 빕버드.

해바라기씨 모양의 새까만 눈을 가졌고

말캉말캉 쫀득쫀득 쫑이가 있는 봉이봉봉봉~몽상캔버스~입니다.

밝고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캐치프라이즈는
“맑게, 자신있게, 모롱하게!”

담당자 : 봉경린 | 연락처 : 010.5329.2513 | 이메일 : rinrin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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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현정 | 연락처 : 010.4241.0129 | 이메일 : mrong123@naver.com

437

Booth No. N96

소주씨 맥줌마

Booth No. N11

noblips

Mr.Soju & Ms.Beer

noblips

[ 밀크카우바이러스 – 애니메이션 기획 5분 24편 ]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젖소 한 마리가 죽으면서
우유를 못 먹게 되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는데
다양한 친구들의 재미난 에피소드
과연 마지막 젖소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사람들은 우유를 못 먹을까요?..

풀린 눈. 발그레한 얼굴에 갈지자걸음
낮의 굳은 표정 그 사람과 같은 사람 맞나요?
소주씨
만성피로에 시달리지만 장난기 어린 미소를 잃지 않는다.
밤이면 하루종일 목을 졸라매던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딸기코가 된 채 소주잔을 기울인다.

[ 구릴라 ]
구질라는 지구 상에 몇 안되는 고릴라에요.
노래를 너무 잘 불러 지구대표 가수.
성격은 좀 까칠하고 집중력 대단하고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야 할 텐데…….

맥줌마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워킹맘.
뚱한 표정 뒤에 숨겨진 것이 많다.
아침이면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밤이면 치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담당자 : 주현정 | 연락처 : 010.7771.2290 | 이메일 : cururing@naver.com

담당자 : 김원빈 | 연락처 : 010.7337.4223 | 이메일 : dapy1220@naver.com

Booth No. N33

NERDBOY

NERDBOY

Booth No. N69

올망졸망

Olmangzolmang

‘노동’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자,

올망졸망은 수봉이, 냠냠 도시락 친구들, 허니베어와 똥강아지

삶에 녹아있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세 종류의 캐릭터가 모인 팀입니다.

그 부분을 일생을 유랑하며 살아가는 ‘오리’에 비유하여 디자인하였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아메카지’ 스타일로 의상을 디자인하여,
토이에 관심있는 관람자와, 패션에 관심 있는 관람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허니베어와 똥강아지 ]
애인을 허니라 부르고 손주를 똥강아지라 부르는
다정한 애칭에서 탄생한 친구들
[ 도시락 친구들 ]
커플들의 소풍 도시락 인기메뉴인 냠냠
도시락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 수봉이 ]
큰 안경, 주홍 머리, 돼지 코, 토끼 앞니가 특징인
정감 가는 친구 수봉이

담당자 : 박민찬 | 연락처 : 010.4703.9397 | 이메일 : m7chan@naver.com

438

담당자 : 이수경 | 연락처 : 010.5046.0227 | 이메일 : assaliyo0108@naver.com
담당자 : 강현진 | 연락처 : 010.2803.6220 | 이메일 : yamc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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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79

사랑스러! 오잉이

Booth No. N77

레어애니멀

Oning

Rare Animals

‘힐링이 필요한 우리 시대, 사랑스러운 여우들이 나타났다!’

레어애니멀은 현실에서 위로받고, 즐겁고 활기찬 삶을

희귀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막 여우 오잉이.

소망하는 20대들에게 유쾌함을 주는 캐릭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삭막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청춘들에게,
존재만으로 그리고 무장한 애교로 웃음 짓게 만드는 레어애니멀.
이들과 만나는 시간 동안, 독자와 대중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웃음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레어애니멀 콘텐츠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주제입니다.
즉, 때론 즐겁고, 우스꽝스럽고, 위로를 건네는
희귀 동물 캐릭터를 통해 잠시나마 ‘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것이 레어애니멀의 기본 주제입니다.

담당자 : 신혜윤 | 연락처 : 010.4607.2917 | 이메일 : shyoon513@gmail.com

담당자 : 김수진 | 연락처 : 010.9544.7969 | 이메일 : fruitykorea@naver.com

Booth No. N48

푸기

Pugi

Booth No. N62

리을페이지

Rieurpage

“달달해”

수베리

토끼캐릭터 “묭”, 해달캐릭터“해둥”, 물고기캐릭터 “꼬야”

어린아이 캐릭터이며, ‘수베리데이’ 일상적이고 서정적인

물고기만 좋아하는 토끼묭, 그걸 질투하는 해달 해둥이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타스틱한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을 배경으로 그려진
일러스트 독립 서적과 액자, 엽서 등의
캐릭터 아트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일러스트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보아도 부담감이 없으며
다른 매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담당자 : 이현서 | 연락처 : 010.3494.5461 | 이메일 : fud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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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형정 | 연락처 : 010.2079.7477 | 이메일 : rieu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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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100

로빈플래닛

Booth No. N34

RURU’S ART STORAGE

Robyn Planet

RURU’S ART STORAGE

“어? 여기가 어디지?”

작은 친구 뚜뚜, 추추, 루루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모듬 견과류 봉지 속에 들어있는

오동통한 볼살과 엉덩이가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귀여운 햄스터 4자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먼저 깨어난 다른 견과류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금세 친해진 다섯 견과류 친구들 피스타치오,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그리고 피칸!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 많은 친구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

봉지가 잠시 쏟아진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하고..

제과제빵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다섯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

담당자 : 강정민 | 연락처 : 010.4585.0930 | 이메일 : robynplanet@naver.com

담당자 : 이경영 | 연락처 : 010.5103.2181 | 이메일 : doyou2202@naver.com

Booth No. N82

Booth No. N24

루까브루

Rukkabeuru

Salon Mazique

1. 루까브루

살롱마지끄는 소녀와 여인 사이의 경계에 서있는

설명: 루까브루는 큰 눈과 홍조가 특징인 고양이 수인입니다.

여성 캐릭터를 꽃, 식물 모티브와 함께

꾸미는 것을 좋아하여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을 자주 바꿉니다.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합니다.

2. 몬몬 & 디디 (왼쪽이 몬몬, 오른쪽이 디디)
설명: 몬몬과 디디는 각진 몸과 삐죽 튀어나온 송곳니가 특징입니다.
팔, 다리, 몸통, 신체 어느 부위든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수연 | 연락처 : 010.8835.6801 | 이메일 : whtndu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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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마지끄

붉은 볼, 눈가의 주근깨는 아이처럼 사랑스럽지만,
꿈을 꾸는듯한 눈빛은 그녀 안의
복잡한 자아를 나타냅니다.
소녀들의 숨겨진 우주를 만나보세요.

담당자 : 서주영 | 연락처 : 010.2639.2521 | 이메일 : maz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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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03

싕싕(냥쉐프)

Booth No. N99

SOMOZ

Seengseeng

SOMOZ

냥쉐프(catchef)

현대인의 내면 깊숙한 희노애락에서 기반된

‘앞발을 손처럼 이용하는 고양이가 요리를 한다면 참 귀여울 거 같다.’

여러 의미의 감정을 대변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자 출발한

는 생각에서 발생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개발을 시작으로 평소 관심을 가졌던 스트릿 패션을

약간 살집이 있고 다소 덤벙거리지만 요리 솜씨가 좋고 먹을 것을

접목시켜 탄생시킨 캐릭터입니다.

좋아하는 회색 얼룩 고양이 ‘토마’와 보통의 몸집에 꼼꼼하고 섬세하며

우울감을 최고치로 달리는 MONO와 그 옆을 지키는

플래이팅 디자인이나 음식을 놓을 그릇 등 세세한 인테리어를

MADOG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것을 좋아하는 노란 얼룩 고양이 ‘마롱’이가 만나
풀어나가는 레시피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 강지수 | 연락처 : 010.3395.8307 | 이메일 : herssssss@naver.com

담당자 : 유다솜 | 연락처 : 010.2705.4109 | 이메일 : yudasom92@naver.com

Booth No. N14

Senzatempo(미양)

Senzatempo

스패미

SPAMY

작은 섬에 사는 소녀 마리의 신비한 어항은

스패미는 친구들을 구하러 인간 세상에 왔다가

위로가 필요한 이의 친구가 되어 주면 물이 차오른답니다.

밥이랑 눈이 맞아 친구들은 뒷전.. 밥이랑 사랑에 빠진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하고 고립화 되어가는 사회,

인간들의 눈을 피해 둘이 사랑을 키워나가려는데

다정한 친구 마리와 리노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자꾸만 위기에 부딪히는 스패미!

함께 모여 식사하기도 쉽지 않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존중과 소통,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하고
행복한 감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 백세미 | 연락처 : 010.2588.4680 | 이메일 : meey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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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93

아~주 조금은 소심해서 삐치거나 욱하기도 하지만
귀여운 애교로 인간들을 녹여버린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여운 스패미의 짜릿한 일상 이야기!

담당자 : 김은영 | 연락처 : 010.6485.7701 | 이메일 : planet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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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43

스프링필드

Booth No. N83

스토리스티치

SPRINGFIELD

STORY STITCH

1. 꼬망

캐릭터 이름 : 어느새 (2월 14일생)

먹는 것을 좋아하는 뚱뚱한 치와와 꼬망

캐릭터 특징 : 동그란 머리, 사다리꼴 몸, 동그란 손이 달린 날개를 가진

주인에게 못 얻어먹는 맛난 음식들을 꿈속에서 먹는다.

상상의 새(불새)로 입이 튀어나와 있어 벌로 오해받는다.

꼬망의 음식나라에서 생기는 재미있고 맛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변신의 귀재이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날지 못한다.

2. 엠군(마희영)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정도로 행동이

사회인이지만 결혼을 포기해서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빠르다가도 세상사에 무관심한 척 게으름을 떨기도 한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어서 선인장을 좋아한다.”

취미는 장난감 만들기, 콘솔 모으기, 만화 보기이며
일코(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뼛속까지 오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취미생활로 풀어 버리는
지극히 일반적인 캐릭터입니다.

담당자 : 양경주 | 연락처 : 010.8848.5884 | 이메일 : yameeyam@naver.com

담당자 : 심승희 | 연락처 : 010.3201.7678 | 이메일 : muji8324@naver.com

Booth No. N78

STelLa LuCy

STelLa LuCy

달코미 (Dalcomi)
달코미는 곰이지만, 수달을 닮은 외모를 갖고 있다.
작은 귀, 빵빵한 배와 엉덩이가 매력 포인트!
덩치는 크지만 마음이 여리고 사랑스러운 곰이다.
앙고라 (Angora)
앙고라는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 토끼이다.
큰귀와 통통한 몸매가 특징이다.

Booth No. N01

스튜디오 401

STUDIO 401

4명의 작가가 함께 하는 401호 작업실
부리 by 양미현
한 쪽 손을 올리며 인사를 건네는 새인간 부리
Mr.Fox by 한경은
홍차를 좋아하는 선물가게 주인
산체스 by 현숙희
똘똘하고 귀여운 개 산체스
도람씨 by 송미영
도시에 사는 시골 사람 도람씨
http://nuystudio.wix.com/studio401

담당자 : 정의상 | 연락처 : 010.4686.1379 | 이메일 : dalcomi_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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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경은 | 연락처 : 010.8861.5638 | 이메일 : relach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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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21

studio HOOROOCOOK

studio HOOROOCOOK

Booth No. N05

studio su9401

studio su9401

vboyz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하는 su9401.

브로콜리(Broccole.Lee), 너티넛(Nutty Nut), 머씨(Mussi)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의 작은 시간들을

3명의 친구로 구성된 초식남 절친 삼총사.

su9401의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셋이 모이면 두려울 것이 없는 베지터블 보이즈!
VANZOOC
네모난 틀에 갇혀서 모두가 똑같이 생긴 식빵으로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탈출한 반죽이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반죽이의 도전!
I can be whatever I want to be!

담당자 : 장영숙 | 연락처 : 010.6720.7195 | 이메일 : hooroocook@naver.com

담당자 : 강수진 | 연락처 : 010.9401.6473 | 이메일 : bubsa00@naver.com

Booth No. N55

스튜디오 마실

Studio Masil

Booth No. N68

스튜디오 레이지캣

studioLazycat

동그란 수채구멍이 사자의 갈기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통닭통닭]

캐릭터로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태어난 화장실 수채 사자 폼.

통닭집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툰

상남자인척하지만 벌레가 무서운 베란다 수채 사자 테스.

[식빵냥]

다소 사회성은 부족해 보이지만 아는 게 많은 보일러실

몸을 웅크린 고양이는 식빵을 연상시킨다.

수채 사자 페이퍼.

식빵에서 연상되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들을 그려

이들이 살아가는 코믹한 일상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다양한 상품에 접목하려고 한다.
[수박이의 유쾌한 하루]
자기감정 솔직하고, 유쾌 발랄한 수박이의 일상 이야기
[삼십 구 이야기]
삼십 대 후반 또는 사십대로 접어드는 사람들의

bymasil.blog.me

담당자 : 국희정 | 연락처 : 010.2631.8019 | 이메일 : bydrin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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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일상

담당자 : 장민영 | 연락처 : 010.8344.9611 | 이메일 : cuteit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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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27

탱크토이

Booth No. N73

디에고

TANK TOY

THEego

컴플 : 집 나온 도둑 고양이.

디에고는 창작자 자신, 그리고 디에고를 만나는

길에서 사람이 데려다 집안에서 키우며 자기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사람들의 또 다른 자아의 한 모습입니다.

책 읽고 옷을 입다가 주인에게 고양이가 무슨 사람처럼 하냐며

영감을 주었던 모든 문화에 대한 오마주와

계속 혼나 열등감에 무늬가 사라지고 몸이 빨갛게 된다.

패러디로 디에고는 생명을 얻습니다.

집에서 탈출을 감행하여 복면을 착용하고 스스로 도둑고양이가 되어

소비적인 최신의 트렌드보다는 지난 과거를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추억할 수 있는 진행 중인 추억에 대해

여행 과정 중 레몬 박사라는 강아지가 인간형 콜라겐 로봇 슈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컴플에게 준다.

(디에고는 창작과 패러디의 경계의 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면 로봇이 대신 움직여줘서 볼살이 포동포동 쪘다.
(고양이라기 보단 너구리에 가까운 외모가 되어버렸다..)
항상 뭔가 도전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소심해서 토라져 버리지만
다시 또 도전을 멈추질 않는다.

담당자 : 박시모 | 연락처 : 010.4055.1659 | 이메일 : pcimo1008@naver.com

담당자 : 이대일 | 연락처 : 010.3291.4099 | 이메일 : ldiweb@naver.com

Booth No. N52

부엉이의 숲

The forest of owl

캐릭터 이름 : 포포(Popo)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각인된 부엉이, 하지만 다큐
를 통해 본 부엉이는 전혀 귀엽지도, 앙증맞지도 않은 모습일 겁니다.
노랗고 큰 눈, 거무튀튀한 날개를 펼친 부엉이의 모습은 사실 좀 무섭

Booth No. N74

토마쓰리&전포롱

THOMAS & polong

토마쓰리와 전포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희와 미카의 우당타탕 스토리
instagram @thomas_leeeee
instagram @jeon_polong

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만큼의 이미지로만 재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포포는 저의 시선과 그날의 감성을 표현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캐릭터
성으로 태어나는 부엉이 친구입니다. 하루하루 다른 포포의 이야기를
감상해 보세요

담당자 : 이슬비 | 연락처 : 010.6232.7215 | 이메일 : tmfql3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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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초롱 | 연락처 : 010.5162.0205 | 이메일 : jooyo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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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65

Toonsa

Booth No. N29

또롱별

Toonsa

ttorong

숲 속의 친구들...

또롱별은 똘망 똘망 귀여운 여러 고양이들.

꽃과 나무 동물들 작은 벌레까지.. (고미씨와 토이씨)

그리고 한 마리의 강아지를 아우르는 이름으로서,

자연과 함께 하는 이야기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는 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동물들의 순진무구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혹은 의인화된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서
자연스러운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이은희 | 연락처 : 010.3432.3403 | 이메일 : toonsa2002@naver.com

담당자 : 박지아 | 연락처 : 010.2218.5608 | 이메일 : ideatami@naver.com

Booth No. N38

궁디팡팡 토로토로

TOROTORO

Booth No. N54

우주고양이

ujugoyang2

유쾌 발랄한 명랑 고양이 토로토로를 소개합니다

유기화된 고양이, 상처를 입고 케어가 필요한 고양이를

좌충우돌! 예측불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만점의 성격!!!

후원하기 위해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스트릿 문화를 좋아하며 식탐에 약한 장난꾸러기 악동이지만

우주 고양이 : 우주 고양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매력덩어리~

우주 space, the universe, the cosmos의 의미와

토로토로와 함께하는 보헤미안 “모모”, 터프냥 “포포”, 스쿨걸 “루루” 까지,

우주 雨宙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비를 피할 수 있는

각기다른 개성의 콜라보레이션

공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웹툰,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트토이, 핸드메이드 굿즈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두집사와 토로토로가 만들어가는 고양이 일상툰
“궁디팡팡 토로토로”를 검색하고 놀러 오세요
http://www.torotoro.co.kr

담당자 : 김득 | 연락처 : 010.8181.4081 | 이메일 : torotoroca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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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종선 | 연락처 : 010.9357.2233 | 이메일 : uju_goya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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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86

어반포레스트

Booth No. N56

YONZ STUDIO

URBAN FOREST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색별에 떨어진 세 친구

FRUITS FAM

YONZ STUDIO

‘그루, 파이, 몹시’의 성장 스토리.

항상 생기발랄 한 소년 오렌지와 터프하지만

어느 순간,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여린 감성 파인애플맨, 베이글 애플걸, 트윈걸스 체리

세 친구들은 각자의 힘으로 회색별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귀엽고 다양한 종류들이 모인 작은 과일가게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돌고래 메로와 벨루가고래 벨로는

일어나는 귀여운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

세 친구들의 단짝이 되어 언제나 함께 한다.
세 친구들이 그려나가는 초록 초록해진 회색별의 모습은
손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들 속에 표현될 예정이다.

담당자 : 한그루 | 연락처 : 010.7381.0017 | 이메일 : mermonde@naver.com

담당자 : 이혜연 | 연락처 : 010.6315.5492 | 이메일 : mcnari@naver.com

Booth No. N15

우드펫

wood pets

Booth No. N08

Zero_Kim

Zero_Kim

꾸미박스

우주에서 온 당신

꾸미박스는 강아지캐릭터입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의 사람들을 보고

꿈이(꾸미)가 상자에 별을 실고 다니며

지구인처럼 행동하기 위해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 했다.

밤마다 멋진 꿈을 꾸게 해 주는

라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런 캐릭터입니다.

왜 망치를 들었을까?

mudi0306.blog.me

담당자 : 이교정 | 연락처 : 010.8293.7121 | 이메일 : ice5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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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10.2769.1045 | 이메일 : mudi0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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