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ON ANIMATION STUDIOS 

세계 110국 서비스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 창조 전략 



COCN ANIMATION STUDIOS 

[OCON] 회사소개 



“창업15년, ANIMATION 창작 전문 스튜디오” 

 15년간 약 800 에피소드 창작 
 
 뽀로로/디보 등,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국제 영화제 11회 수상 

 
 전세계 130개 국가 배급 

 
 

대표자 : 김일호       

설립연도 : 1996년    

납입자본금 : 36억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1-3 



“애니메이션 창작 기반, 글로벌 브랜드 사업 전개” 

STRATEGIC  BUSINESS  MODEL 

Licensing & 
Offcial Brand Biz. 

TOYS 

 
FASHION 

EDUCATION 

EVENT & SHOW 

CHARACTER SHOP 

THEME PARK 

Global Contents 
Distribution 

TV & Media 

Home Video  



테마파크 

Creative Works 
Animation Studio 

Official Brand Business Div. 

실내외 테마파크  
매장개발 / 운영 

뉴미디어기반 콘텐트 
개발/서비스운영 

브랜드상품 개발/소싱 
브랜드 매장 FC 

 

애니메이션 기획 / 제작 관리 

자사 브랜드 개발 / 글로벌 유통 

Brand Business 
 

   “ 크리에이티브와 비즈니스의 유기적 연계 구조 ” 

스마트 컨텐츠 MD 

BUSINESS STRUCTURE 

 IP Management Div. 
퍼블리싱 / 글로벌 판권 배급 







“체계적 브랜드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지속화”  

STRATEGIC  BUSINESS  MODEL 

TV 

Stage 
Show 

Home 
Video 

Consumer 
Brand  

Products 

60% 
19% 

10% 
11% 



COCN ANIMATION STUDIOS 

 [뽀로로]의 창작 과정 



BRAND PHILOSOPHY 

“ 평범하게, 느리게… 그리고 쉽게 ” 



BRAND CONCEPT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은” 

FUN 

EASY 

FRIENDLY 

SLOW 

EDU. 

POSITIVE 

NON-VIOLENT 

CREATIVE 

 2~6세 엄마,아빠들에 의한“PROSUMER”창작  



CHARACTER DESIGN 

“나와 닮은 캐릭터 설정, 2등신 비례 디자인”  



STORY 

“눈높이 이야기, 5분 에피소드 구성”  



DIALOGUE & ANIMATION 

“이해하기 쉬운 대사, 10% 느린 템포”  



TECHNOLOGY R&D 

“간결한 시각효과, 따뜻한 CGI 기술 구현”  

Texture 

Lighting 
Rendering  

Set-up 
Animation 



CO-BUSINESS  CONSORTIUM 

“전문성을 갖춘 명확한 역할 분담 컨소시엄 구성” 

공동기획,투
자 

애니메이션  

기획/창작 전문 

애니메이션  

마케팅/사업 전문 

[EBS] 
방송주관 아동프로그램 

방송 전문 

[ICONIX] 
사업주관 

[OCON] 
창작주관 



COCN ANIMATION STUDIOS 

[뽀로로] 브랜드 사업 현황 및 전략 



 국내 시청률 / 인지도 / 호감도 / 매출액 1위 

 2010년 캐릭터 상품 국내 매출 6,000억 

 세계 3대 영화제 본선 / 110개국 방영 

북극 마을에 사는 [뽀로로]라는 작은 팽귄과 동물 친구들의  모험과 
우정 이야기를 소재로 2003년부터 한국 및 세계 110 여 개국에 방영
되고 있는 2~7세 대상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뽀로로]란? 

“국민 캐릭터, 글로벌 브랜드 [뽀로로]” 



“TV시리즈, 뮤지컬 … 완구에서 보험까지” 
200여 종의 다양한 콘텐츠 / 1500여 종의 상품 구성- 

“2010년 약4,500만개 / 6000억 상품판매”    
 대한민국 3~7세 아동 1인당 - 년간 18개 상품구입(22만원 지출) 



“전세계 110개국 방영” 
 2005년 프랑스 국영방송 TF1 시청점유율 최고기록-51.7% 

* SBS 광복60주년 특집기획[봉쥬르 뽀로로] ‘05.10 







TV Show 
DTV 

Feature Film 
VOD Service 

Books 

Toys / Fancy 

Fashion / Fabric 

Kids Cafe 
Event / Theater Education 

Theme Park 

Contents Business 

Merchandising Business 

Life Styling Business 

Furniture 

Character  Brand 
Shop Franchise 

Game 

Music  
Mobile Service 

Musical 
Home Video 

F&B 

“국내 Biz. Portfolio 다각화, 검증을 통한 해외 진출” 



“의식 있는 브랜드” 

기업가는 인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고유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문화경제학자  존 러스킨 - 



OCON ANIMATION STUDIOS 

감사합니다! 

ihkim@o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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