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아이코닉스

기업소개

㈜아이코닉스는 2001년 설립 이래, ‘뽀롱뽀롱 뽀로로’을 비롯하여 ‘꼬마버스 타요', 
'치로와 친구들', ‘태극천자문’, ‘제트레인저’ 등 지속적으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습니다. 

아이코닉스는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및 캐릭터, MD, 출판, 영상배급, 뉴미디어 사업 
전문회사입니다.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획력과 노하우, 범세계적 네트워크와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개발과 캐릭터 비즈니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출판, 완구, 음악, 공연, 테마파크, 
라이선스, 뉴미디어 등의 다양한 국내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여 캐릭터 산업 영역을 
확장시켜 왔으며, 전세계에 우수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수출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닉스는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유럽의 메이저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천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자로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코닉스는 콘텐츠의 기획에서부터 사업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된 
개발-비즈니스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를 포괄하는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 각 부문별 선도 회사들의 참여와 사업적 연계를 통해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One Source Multi Channel / Multi Use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화된 Total Entertainment Contents 산업의 이상적인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혁

2001.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설립

     “게으른 고양이 딩가” 사업 대행

2002. “우비소년” 사업 대행

      “요리킹 조리킹” 사업 대행

      “꼬마마법사 레미” MBC-TV 방송

      “요리킹 조리킹” KBS-2TV 방송

2003. “수호요정 미셸” KBS-2TV 방송

      “꼬마마법사 레미 비바” 한국사업 대행 (일본,TO El animation Co.)

      “꼬마마법사 비바체” MBC-TV 방송

      “달빛천사” 한국사업 대행 (일본,ASATSU DK.)

      “뽀로로” EBS 방송

      “뽀로로” 프랑스 수출

2004. 자체 출판 브랜드 “키즈아이콘” 출범



     “하늘을 날고싶어요” 20주 연속 유아부문 베스트셀러 1위 기록

     “수호요정 미셸” 중국, 홍콩 수출

     “뽀로로”, “스피어즈”, “탱구와 율라숑” 인도네시아 수출

     “수호요정 미셸”, “스피어즈”, “요랑아 요랑아” 이태리 수출

     “뽀로로” 에듀테인먼트 비디오 판매량 1위 기록

     “뽀로로” 2004스타프로젝트 선정

     “수호요정 미셸” 미국 수출

     “나롱이” 해외사업 대행

     “ 일어날 시간이야, 뽀로로!” 14주 연속 유아부문 베스트셀러 1위 기록

     “뽀로로” 대만 수출

2005. “뽀로로” 스칸디나비아 3국, 이태리, 인도 수출

      “드래곤 드라이브” 국내사업 개시

      “투모야 이일랜드” 해외사업 대행

     　“뽀로로” 중국 수출

       회사 이전

      “뽀로로” 영국, 싱가폴 외 5객국 수출

      “뽀로로” 멕스코 외 21개국 수출

      “뽀로로 2기” EBS방송

      “뽀로로” 일본수출

      “뽀로로와 노래해요” EBS방송

200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뽀로로” 터키 수출

      창작 애니메이션 “태극천자문” 공동제작 계약체결(일본 TOEI, 한국 KBS)

      창작캐릭터뮤지컬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들” 공연

      해외 그림동화책 “우람이와 삐약이” 번역 출시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G4C 홍보대사 위촉

      동서식품 POST 콘푸라이트 캐릭터 개발

2007. HI Seoul 신규브랜드사업 참여기업 선정

     클럽메드와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

     “초록숲 이야기” 해외사업 대행

     “뽀로로와 이야기해요2” EBS방송

     “루브바흐프 왕국” 해외사업 대행

     “태극천자문” KBS 1TV방송

     창작동화책 “하늘을 날고 싶어요” 일본어판 출시

     “제트레인저” 공동제작계약 체결(온미디어)

     “치로와 친구들” EBS 특집 방송

     대한주택공사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치로와 친구들” EBS 방송

2008. 식품안전의약청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제트레인저” KBS 2TV 방송

      “뽀로로” 태국 수출

      자회사 ‘스튜디오 게일’ 설립

      “제트레인저” 제트건 완구 판매 개시

      동서식품 POST 콘푸라이트 캐릭터 2차 개발



     “치로와 친구들” 영국 수출

     회사 이전

     “뽀로로” 러시아 수출

2009. “치로와 친구들” 덴마크, 이스라엘 외 5개국 수출

     “뽀로로 3기” EBS 방송

     “치로와 친구들” 일본 스페인 수출

     “뽀로로” Disney Asia 수출

     “치로와 친구들” 일본 방송

     자회사 ‘뽀로로 파크’ 설립

     “뽀로로”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

2010. “치로와 친구들” ‘사랑나눔의사회’ 홍보대사로 위촉

     “꼬마버스 타요” EBS 방송

     “명탐정 보보와 커스” 제작

     “똑똑박사 에디”, “치로의 클래식 동요” EBS 방송

     환경부 층간 소음 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사뿐사뿐 콩” 제작

2011. 뽀로로파크 동탄점 오픈

     “미술탐험대” EBS 방송

      뽀로로 키즈카페 파주점 오픈

2012. “뽀로로 4기” EBS 방송

     뽀로로파크 킨텍스점 오픈

     아이코닉스 중국 법인 설립

     뽀로로파크 잠실점 오픈

     뽀로로파크 광주점 오픈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 발효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요리공주 루피” EBS 방송

     뽀로로 키즈카페 청주점 오픈

     “뽀로로” 통일부 홍보대사로 위촉

     “똑똑박사 에디 2기” EBS 방송

     “pororo’s English Show” EBS 방송

2013. 창작 캐릭터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 슈퍼버스의 탄생” 공연

      자회사 ‘플레이스원’ 설립

      “타요의 씽씽극장” EBS 방송

      ‘(주)아이코닉스’로 상호 변경

2014. 아이코닉스 판교 사옥 이전

     “뽀로로 5기”, “타요 3기” EBS 방송

      뽀로로 도서관 남양주점 오픈

      타요 플레이타운 남양주점 오픈

      “꼬마버스 타요” 이벤트 버스 운행

      뽀로로 도서관 부산점 오픈

      뽀로로 파크 북경점 오픔

      뽀로로 플레이스쿨 문화센터 수업 런칭

      그라미스의 서커스쇼 KBS 방영

      유튜브 자사브랜드 월 5000만 View 돌파

      뽀로로 파크 중국 2호점(중경) 오픈



    코엑스몰 라운지P Open

    뽀로로 ‘캐릭터 룸’ 계약 체결(한화리조트)

    뽀로로 ‘워커힐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진행

2015. 제66회 샷포르눈축제 뽀로로/타요 설상 설치

     “뽀로로와 노래해요” 시즌3 EBS 방영

     “에듀 뽀로로 카카오스토리” 오픈

     타요 ‘빕스’ 프로모션 진행

     명동역 뽀로로 캐릭터 존 오픈

     그라미 ‘광명 스피돔’ 프로모션 진행

     말레이시아 One City Mall 뽀로로 OKBB 아동의류 런칭

     “타요의씽씽극장” 시즌2 EBS 방영

     자회사 모린(주) 설립

     “타요 체험전” 오픈

     아이코닉스 공식 Facebook 오픈

     일본 디즈니 주니어 정규 편성 시작(뽀로로 3기)

     미국 아마존 뽀로로 제품 런칭

     KtOllehTV 뽀로로TV 앱 론칭

     “깊무가소” 전시회 개최

     “뽀로로 몰” 리뉴얼 오픈

     뽀로로 카카오톡 3D 사운드 애니스티콘 출시

     명동역 타요 버스 승차대 설치

     브라질 지상파tvCultura, 유료채녈 TV Ra-Tim Bum 방영 시작

     싱가포르 뽀로로 파크 오픈

2016. “꼬마버스 타요의 에이스 구출작전” 극장판 개봉

     “타요더리틀버스” 타요 의류 브랜드 런칭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6 EBS 반영

     “플라워링 하트” 시즌 1 EBS 반영

     태국 아쿠아파크그랜드 오픈

     타요 의류 및 타요음료 카페 복합 매장 오픈

     뽀로로 ‘아이스바 만들기’ 신상품 TV-CF 런칭

     플라워링 페스티벌 개최

     스톤에이지 ‘2016 우수 국산 캐릭터상품 개발 지원사원’ 선정

     미국 HULU 꼬마버스 타요 극장판 ‘에이스 구출작전’ 런칭

     “꼬마버스 타요” 4차 시리즈 EBS 반영

     대만 YOYOTV 뽀로로 4기 런칭

     뽀로로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아쿠아필드’ 프로모션 진행

     넷플릭스 ‘뽀롱뽀롱 구출작전’ 서비스 시작

     베트남 공중판 VTV7 타요 방영 시작

2017. 카카오페이지 코믹스 런칭(플라워링 하트)

     KBO X 뽀로로 라이선스 계약체결

     명동 ‘뽀로로 시계탑’ 설치

     아이코닉스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발대식

     KT olleh TV HVR 서비스 광고 모델 신규계약 체결

     플라워링하트 시즌 2 EBS 방영



     뽀롱뽀롱 뽀로로 NEW1 EBS 방영

     경주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 MOU 체결

     “스톤에이지:전설의 펙을 찾아서” KBS 2TV 방영

     정관장 홍이장군 캐릭터 리뉴얼 및 애니메이션 제작

     아마존 비디오 서비스 런칭

     CJ 헬로비전 뽀로로TV 런칭

     스톤에이지 완구 13종 출시

     브랜드샵 “타요더리틀버스” 신세계 고양점 외 주요 백화점 10개점 운영

     아이코닉스 X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기업선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이해교육 MCN 홍보영상 제작

     2017 서울 일러스트레이션페어 W 참가

2018. 띠띠보띠띠뽀 시즌 1 EBS 방영

     “띠띠뽀띠띠뽀” 메인완구 3종 출시

     유튜브 자사 콘텐츠 영상 월간 조회수 3억 View 돌파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1.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이해

2. 애니메이션 기획 과정 중 스토리 개발 체험

3.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 디자인 개발 체험

4. 캐릭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확인

기업 

소개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