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나라는1994년에 설립된 캐릭터 전문회사로  

서울시 해치, KB금융그룹, 신한은행 신이한이, 삼성생명 비추미, 

삼성에버랜드, 삼성화재, LG전자, 오리온 제과, MBC,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윈회 ,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의 공공기관과 기업의 브랜드 등의 

캐릭터 개발과 프로모션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기획에서부터 개발, 머천다이징, 영상, 웹,  

조형물, 전시 및 홍보관 등의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까지  

캐릭터를 활용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Character Communication Partner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나라는 연매출 51억원(2014년 기준)의 캐릭터 브랜드 전문회사로 파트너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이 & 나눔이 

신한은행 
신이 & 한이 

삼성생명 
비추미(해리,달리,별리) 

삼성에버랜드 푸드컬쳐사업부 
더 토토망 

LG전자 
엘지베어,휘니 GUI 애니메이션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별곰이 & 달곰이 

S-Oil 
클린앤스마일 

국민대학교 
용두리 

MBC 드라마 
주몽 

해태제과 
홈런볼 

전남 장성 길똥클럼 
홍길동 

오리온 
고래밥 

한국장학재단 
희망이 & 드림이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아루미 

교보생명 
이야기꽃 

KB금융그룹 
별비와 깨비 



캐릭터 

개발 

기획력 

캐릭터 

디자인 

노하우 

다각적인 

프로모션 

노하우 

체계적인 

아이덴티티 

관리능력 

Character Communication Partner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 브랜드를 

기획, 개발, 런칭, 프로모션 

네러티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프로모션 전략과 

다양한 매체 경험 보유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성공적인 캐릭터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속 관리 



KB 금융그룹의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 개선 전략을 위한 캐릭터 ‘별비’와 ‘깨비’ 개발 

KB 금융그룹 



KB 금융그룹 캐릭터 ‘별비’와 ‘깨비’ 카카오톡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개발 및 런칭 

KB 금융그룹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치’ 캐릭터 개발 

서울시 해치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스토리와 그림동화, 해치송과 뮤직비디오, 각종 응용 시스템, 코스프레와 증정품 제작 

서울시 해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내친구 해치 제작, 다양한 컨텐츠로의 활용 

서울시 해치 



고객과의 친근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신한은행 캐릭터 ‘신한패밀리’ 개발 

신한은행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한 캐릭터 스토리텔링, 만화 및 탄생애니메이션 개발  

캐릭터 탄생 스토리 카툰 캐릭터 홍보 애니메이션 

신한은행 



다양한 상품 및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을 통한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신한은행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SUNNY BANK를 위한 캐릭터 ‘써니’ 개발 

SUNNY BANK(신한은행) 



‘써니 뱅크’ 서비스 선포식 프로모션 이벤트 및 모바일 앱 적용 사례 

SUNNY BANK(신한은행) 



50여 개의 경쟁사 중 선정된 삼성생명 캐릭터.  비추미(해리,달리,별리). 지속적인 리뉴얼로 관리 

삼성생명 



금융권 캐릭터 인지도 1위(2003년 갤럽조사) 여성, 2~30대의 높은 선호도, 고객을 우선시하는 이미지로 평가됨 



캐릭터 탄생에서부터 웹, 모바일, 영상, 상품, 조형물, 홍보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아이템 기획과 개발까지  

전방위적인 대고객 커뮤니케이션과 매니지먼트 경험 노하우 

삼성생명 



별곰이, 달곰이의 치유의 숲 이야기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동작 및 앰블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사인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사인 



메디키즈로 변신한 별곰이, 달곰이와 초미립자 비행선 닥터피쉬. 로비 전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적용 사례. 어린이병원 소개 리플렛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도네이션 월 



해님 왕자 아루미(생명의 태양, 7개의 머릿결은 행운을 상징)와 시그니춰, 응용동작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봉제인형 



삼성전자 

삼성 유아용 태블릿 ‘갤럭시 탭3 키즈’ UI 캐릭터 개발 



아이들의 친근한 안전 지킴이 삼성화재 ‘해피스쿨’ 캐릭터 

삼성화재 



창작이와 나눔이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한 메시지 전달. 

한국저작권위원회 



희망이와 드림이의 상품 및 프로모션 

한국장학재단 



미국  뉴스위크, 월스트리트저널, KBIS(생활가전 전시)에서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호평 받음  

LG 전자 수출용 인터렉티브 제품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3D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개발 

LG전자 



다양한 캐릭터, 제품군으로 확대, 웰빙 콘텐츠 추가 

LG전자 



MBC ESPN 날려라 홈런왕 

고최동원 감독님의 유작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소년 야구 육성 프로그램 



MBC ESPN 날려라 홈런왕 

캐릭터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국내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 



다이렉트보험 더케이 손해보험 캐릭터 링키&링카. 광고 이미지 

더케이손해보험 



어린이 영어 교육 콘텐츠 Zippy and His Friends 캐릭터 리뉴얼 

미국, 일본, 홍콩, 한국 등 세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월드패밀리 



주몽 캐릭터 개발, TV 애니메이션 ‘한자왕 주몽’과 라이선싱 등으로 부가가치 확대 

MBC 한자왕 주몽 



해태 홈런볼 제품 패키지 및 프로모션을 위한 캐릭터 리뉴얼 

해태 홈런볼 



캐릭터 비즈니스 산업의 이해 

포스트 콘푸라이트 광고 이미지와 캐릭터 

포스트 콘푸라이트 



캐릭터 비즈니스 산업의 이해 

포스트 콘푸라이트 기본 제품과 1/3라이트 

포스트 콘푸라이트 



오리온의 베트남용 고래밥 Marine Boy 패키지와 캐릭터 

오리온 



오리온의 베트남용 고래밥 Marine Boy 패키지와 캐릭터 

오리온 



오리온의 중국용 고래밥好多魚 패키지와 캐릭터 

오리온 



오리온의 러시아용 쵸코보이 리뉴얼 캐릭터 

오리온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이야기꽃 캐릭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