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리굴리 프렌즈’소개

굴리굴리 프렌즈(goolygooly friends)란?

인기 그림책 작가 &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유명한 김현작
가(활동명 : goolygooly)의 풍부한 감수성의 터치로 그려
진 그의 작품에서 태어난 캐릭터들 그것이 바로 „굴리굴
리 프렌즈‟입니다. 

2003년부터 작가의 그림책 작품 속에 등장했던 캐릭터
들을 모아 탄생시킨 „굴리굴리 프렌즈‟는, 마음씨 고은
핑크돼지 „데이지‟와 단짝친구 개구리 „포비‟, 블루 몬스
터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파란신사 „루피‟ , 물을 싫어하는
스노우맦 „시로‟(시로가 안보일 땐 냉장고문을 열어보세
요~), 개구장이 펭귄 „펜지‟,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신
비로운 곰 마루, 말괄량이 노란 토끼 „엘로우‟ 등 개성 강
한 동물 친구들의 아기자기하고 가슴 따뜻한 모험이야
기!!

굴리굴리(goolygooly)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유명백화점 & 겔러리에서의 전시회는 매번 호평이 쏟아
지고, 그로 인해 대형출판사(교원, 프뢰벨,삼성출판사,
몬텐소리등) 및 대기업 TV CF(매일유업, 오리온,빙그레,
네이버,삼성생명등) ,그리고 영국,독일 등의 대형 출판사
로부터 일러스트 의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실력파 작가입니다.



‘굴리굴리 프렌즈’ 사업현황

사업현황

• 2014년부터 당사와 Worldwide 에이전트 계약체결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라이선스사업 진행.  „도쿄 라이선싱쇼 , 도쿄 기프트쇼‟,
„ 홍콩 라이선싱쇼‟ , „영국 브랜드 라이선싱쇼‟ 등 B2B 국제전시회
매년 참가 중.

• 2015년 영국의 대형 출판사 맥밀런사와 계약 체결 후 그림책이
시리즈로 출판. 독일 ,이탈리아,호주등과 출판 에이전트 계약. 

• 작가 전시회: 한국- 롯데 백화점 갤러리에서 매년 3~4회 작가
개인전 및 이벤트 개최. 일본-매년 1~2회 작가초대전 전시참가.

• 대기업과의 주요 콜라보 : 삼성화재, 예스24시, 오리온 닥터유,        
샤니빵,  신라 호텔(키즈라운지 메인캐릭터), 플라자호텔 „올리브영‟,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일동후디스, 네이버(NAVER), 신세계 스타필드
몰, 코엑스,SPC그룹, AK백화점등 다양한 붂야의 대기업들과 콜라보
레이션 진행.

• 출판물: 2016 „굴리굴리프렌즈 컬러링북‟ 출시. 2017년부터
위즈덤하우스(스콜라)에서 그림책 시리즈 출간(향후 붂기별로
그림책 시리즈가 지속적 출시 예정. 그밖에 삼성출판사, 프뢰
벨, 한국몬테소리, 대교, 웅진씽크빅 등기타 다수 콜라보 진행.

• 라이선스현황:  문구류,의류, 봉제인형, 인테리어소품 잡화류,
제과류, 화장품류(한국/대만/홍콩), 쿠션류, 유모차용품류, 
구강케어류, 제지류, 선풍기류, 소품류, 코스메틱엑세사리등등

• 2019년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SPC그룹 대형 F&B 5대 브랜드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31, 파리바게트, 파스구찌, 잠바쥬스) 및
삼립빵과 콜라보 절찬 진행. AK백화점 전점(6개점)과 1월~5월
신년+봄맞이 장기콜라보 진행!!



캐릭터 소개 1



캐릭터 소개 2





라이선싱 상품 – 봉제인형



라이선싱 상품 - 문구류



라이선싱 상품 - 문구류



라이선싱 상품 – 문구류( 패스포트 케이스)



라이선싱 상품 - 잡화류



라이선싱 상품 - 잡화류



라이선싱 상품 – 스마트폰 케이스



라이선싱 상품 – 의류



라이선싱 상품 – 의류



라이선싱 상품 – 패브릭



라이선싱 상품 – 패브릭



라이선싱 상품 – 패브릭



라이선싱 상품 – 피규어 세트



라이선싱 상품 - 잡화류



라이선싱 콜라보레이션 상품 – Yes24 



라이선싱 상품 – 기타 텀블러 등



오리온 „닥터유‟ 과자 시리즈

라이선싱 상품 – 오리온 ‘닥터유’시리스 패키지 및 기타 패키지



콜라보레이션 – No.1 온라인서점‘Yes24’틴케이스 및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콜라보레이션- ‘복음자리(천연잼 No.1)’ x 굴리굴리 프렌즈 키즈간식 출시 (2018.05)



콜라보레이션 :‘일동 후디스’하이봉 × ‘굴리굴리 프렌즈’어린이 간식 (2018. 09)  



라이선스 상품 : 동아제약 어린이용 ‚가그린‛(2019년 2월 출시)

어릮이 구강 케어 „가그릮 어릮이용‟ 패키지 이미지



라이선스 상품 : 미래생활건강 잘풀리는집‚굴리굴리프렌즈 물티슈‛ (2019년 1월)



콜라보레이션 – 올리브영(약700개매장) ‘웨이크메이크’×’굴리굴리 프렌즈’



콜라보레이션 –올리브영(약700개매장) ‘웨이크메이크’×’굴리굴리 프렌즈’

▼립스틱

◀쿠션팩트

▲컨실러

여행용 파우치▶



콜라보레이션 – ‘올리브영’ 웨이크메이크×굴리굴리 프렌즈 :매장 풍경



‘신라 호텔’ x ‘굴리굴리프렌즈’ 호텔내 첫 키즈라운지 캐릭터로 발탁!!



‘신라 호텔’ x ‘굴리굴리프렌즈’ 호텔내 첫 키즈라운지 캐릭터로 발탁



NO.1 포털 ‘네이버(NAVER)’ x ‘굴리굴리프렌즈’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 기념 메인 검색창

* 모바일 버전 네이버 메인화면 *PC버전 네이버 메인화면



롯데 아울렛 ‘토이저러스’ x ‘굴리굴리프렌즈’ AR포토존

*AR 포토존 : 핸드폰으로 어플을 실행하면 „3D 굴리굴리 친구들‟이 나와 춤을 춥니다!! *롯데마트 앱 첫 화면도 „굴리굴리 프렌즈 „!!



콜라보레이션- ‘스타필드몰’ 고양점 오픈 기념한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2017. 8.20~9.30



콜라보레이션- 스타필드 고양콜라보레이션- ‘스타필드몰’ 고양점 오픈 기념한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2017. 8.20~9.30



콜라보레이션- ‘스타필드몰’ 고양점 오픈 기념한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2017. 8.20~9.30



콜라보레이션- ‘스타필드몰’ 고양점 오픈 기념한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2017. 8.20~9.30



콜라보레이션- ARPOP x 굴리굴리 AR 팝업카드 출시 (2018.05)



더 플라자(플라자호텔) x 굴리굴리프렌즈 ‘어린이날’ 프리미엄 객실 패키지등 (2018.05)



더 플라자(플라자호텔) x 굴리굴리프렌즈 ‘어린이날’ 프리미엄 객실 패키지 (2018.05)



‘롯데갤러리’ 전시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2018)



코엑스(COEX) ×굴리굴리 ‘Coex Winter Festival’(2018년 12월)



AK백화점(6개전점) ×굴리굴리 프렌즈 (2018년 12월 20일~ 2019년 2월 )



AK백화점(6개전점) ×굴리굴리 프렌즈 (2018년 12월 20일~ 2019년 4월 )



AK백화점 갤러리 수원점 ‘굴리굴리 작가 특별 전시전’ (2019년 1월 4일~2월 28일)



AK백화점 갤러리 수원점 ‘굴리굴리 작가 특별 전시전’ (2019년 1월 4일~2월 28일)



SPC 그룹 6개사 : 2019년 Lucky new year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SPC그룹 6개사: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파리바게트,파스쿠치,잠바쥬스,삼립빵



SPC 그룹 6개 사 2019년 Lucky new year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굴리굴리 프렌즈’ × 던킨도너츠(Dunkin Donuts) :강남 본점 매장 인테리어



‘굴리굴리 프렌즈’ × 던킨도너츠 (Dunkin Donuts)



‘굴리굴리 프렌즈’ × 던킨도너츠 (Dunkin Donuts)



‘굴리굴리 프렌즈’ × 베스킨 라빈스(Baskin Robbins31)



‘굴리굴리 프렌즈’ × 베스킨 라빈스 [서초 우성점]



‘굴리굴리 프렌즈’ × 베스킨 라빈스



‘굴리굴리 프렌즈’ × 파리바게트 (Paris Baguette)



‘굴리굴리 프렌즈’ × 파리바게트 (Paris Baguette)



‘굴리굴리 프렌즈’ × 카페 파스쿠찌 (Caffe Pascucci)



‘굴리굴리 프렌즈’ × 카페 파스쿠찌(Caffe Pascucci)



‘굴리굴리 프렌즈’ × 카페 파스쿠찌(Caffe Pascucci)



‘굴리굴리 프렌즈’ × 잠바주스



‘굴리굴리 프렌즈’ × 잠바주스



‘굴리굴리 프렌즈’ × 삼립빵



‘삼성화재’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캠페인 캐릭터 발탁 (CF동영상)

Video Link : 
https://www.facebook.com/100000003370411
/videos/vb.100000003370411/9293958204038
55/?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100000003370411/videos/vb.100000003370411/929395820403855/?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100000003370411/videos/vb.100000003370411/929395820403855/?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100000003370411/videos/vb.100000003370411/929395820403855/?type=2&theater


Global H&B Store‘Watsons’×’굴리굴리 프렌즈’콜라보레이션 (2018년12월~2020년)



라이선싱 상품 - 출판

위즈덤하우스 (스콜라) 

3권/1세트 출시

“굴리굴리 프렌즈” 

Baby Learning Book 

한빛애듀

“굴리굴리프렌즈와 함께하는

색칠하기 / 미로찾기” 



라이선싱 상품 - 출판

한빛미디어

2016년 11월

“굴리굴리 프렌즈” 컬러링북 출시

(성인용)

2017년 2월

2차 컬러링북 출시 (태교용)



기타 출판물 : 그림책 출판



굴리굴리프렌즈 라이선스 사업 ‘주요 전개 현황’

출판

• 성인타켓 : 컬러링북출시(한빛라이프)

• 유아타켓 : 인지책출시(위즈덤하우스)

• 영국의맥밀런사출판진행중

• 그림책출시예정(2018년하반기)

작가 콜라보

• 오리온닥터유시리즈패키지

• 삼성화재–CF 동영상

• 빙그레바나나우유 패키지

• 예스24 등

• 갤러리 전시회진행

올리브영 콜라보

상품화

케이비젼

프로모션
SNS 마케팅
드라마 PPL

• PB브랜드웨이크메이크 *굴리굴리프렌즈

• 2017년3월1일~

• 올리브영전국매장700여개

• 오프라인마케팅(동영상/ 체험단등)

• 봉제인형

• 문구류

• 유아의류

• 신발류

• 기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709363155994


Gooly Gooly Calendar (2014년 ~ )

2014년부터 매년 12월에 굴리굴리 캘릮더 아트북을 리미티드 에디션 출간 중.



Gooly Gooly Calendar (2014년 ~ )

2014년부터 매년 12월에 굴리굴리 캘릮더 아트북을 리미티드 에디션 출간 중.



Gooly Gooly Calendar (2014년 ~ )

2014년부터 매년 12월에 굴리굴리 캘릮더 아트북을 리미티드 에디션 출간 중.



Illustraions



Illustraions



Illustraions



Illustraions



Illustraions



*라이선스 문의 (Contact us)

㈜케이비젼 마케팅팀 : 박 미나이사, 윤 소영과장
Tel :02-3285-9008, / URL: www.k-vision.com
E-mail: japansophia@hotmail.com, kvisionmaster@gmail.com

Thank you!

http://www.k-vision.com/
http://www.k-vision.com/
http://www.k-vision.com/
mailto:japansophia@hotmail.com
mailto:kvisionmaste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