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0-63호]

“2020 제조/콘텐츠 비즈매칭 데이” 참가 제조사 선정 서면심사 결과 공고
“2020 제조/콘텐츠 비즈매칭 데이”의 참가 제조사 선정의 서면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결과 : 총 20개사
□ 추후 매칭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기업 모집기간 동안 제조사 간략 소개내용 공개
○ 선정기업 대상 별도 문자 및 메일 안내
○ 선정리스트는 아래 붙임 리스트 참조

2. 향후 추진일정
□ 콘텐츠 기업 모집 : 8월 6일까지(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조)
□ 비즈매칭 데이 개최
○ 참가대상 : 선정기업(제조사 및 콘텐츠사)
○ 개최일시 : 2020년 08월 19일(수)

* 시간은 추후 별도 안내

○ 개최장소 : 시흥창업센터 1층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76)

3. 문의처
□ 운영사무국 : * admin@goldark.kr / ☎02-2038-4100, 070-4211-8927

[붙임] 제조사 리스트
NO.

회사명

제품명

기업소개

매칭희망 콘텐츠

1

세비앙㈜

아동용 캐릭터 샤워기

샤워기 전문 제조사

샤워기 결합 용이한 실리콘 고무 표현 가능 콘텐츠,
아동용 및 어덜트키드를 위한 콘텐츠 매칭 희망

2

우리하루

우리하루 힙스백 허리쿠션

헬스케어 제품 연구 개발 및 판매업체

아동이 좋아할만한 캐릭터(허리쿠션에 적용예전)

3

소닉더치코리아

소닉 콜드브루 커피머신

음악 관련 캐릭터 매칭 희망

4

(주)구니스

스마트팔레트

소닉사운드웨이브를 이용한 콜드브루
커피머신 제조 및 유통사
스마트기기용 디지털 미술교육 디바이스 등
Io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웹툰 IP,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업체 희망

5

센티자인

콘텐츠 모티브 컨셉 향수

콘텐츠IP를 활용한 향수, 패브릭 미스트 제조

캐릭터, 애니메이션, 웹툰 등

6

㈜디알지코리아

유니크 or 올스타

7

웨이블레이에듀㈜

소프트엠볼플레이-곤충시리즈

8

핸썸스튜디오

캐릭터 피규어, 아트토이, FRP조형물

고반발 골프공 제조 및 아이디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업체
유아교육용 교구 및 콘텐츠 개발 /
교육기관에 제품 공급
캐릭터 기반의 키덕트 문화콘텐츠를 기획,
개발, 제작

9

더마밀

퍼퓸드라이오일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전문기업

캐릭터 활용한 제품 개발하여 신제품 라인업 추가
예정
인기제품 <소프트엠볼> 캐릭터로 관내 콘텐츠사
캐릭터 검토 예정
캐릭터 기반 입체상품 제작 희망하는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 기업
2030 타겟 감각적 일러스트 및 퍼퓸화장품과 어우러질
콘텐츠 희망

10

㈜클로스업

실리콘 캐릭터 컵커버

캐릭터 피규어 디자인 및 관련 상품 전문
제작

귀여움이 특징인 국산 캐릭터

11

㈜인코코스메틱

포인트 메이크업

색조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귀엽고 강한 컬러의 강렬함이 있는 이미지, 과일 과즙
및 새콤달콤한 캐릭터 이미지 매칭 희망

12

프라임하우스

술깨라떼

원두커피 전문 제조업체

숙취해소 관련 재미있고 개성있는 캐릭터 매칭 희망

13

㈜와이피

Whooly holics Nature Dog Food

영.유아용품 유통 및 판매 및 생활용품,
반려견 사료 및 간식 개발 및 판매업체

동영상 콘텐츠를 위한 애니메이션 / ㈜와이피
컨셉으로 동영상, 웹툰 제작 업체 의망

14

㈜스텍업

블록보틀 H

다용도 커스터마이징 일상생활용품 개발업체

캐릭터(애니메이션 포함), 이모티콘

15

미지인터네셔널

미쓰나미 콜로이드 실버 살균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비누 제조 및 판매업체

어린이 캐릭터 및 콘텐츠

16

일그램

고체샴푸

고체비누 및 샴푸 제조업체

테두리가 있는 모양이나 형체의 캐릭터 희망

17

㈜엔비베베

엔비베베 캐릭터 키즈 페이스워시

어린이화장품 전문브랜드

남녀구분 없는 어린이캐릭터, 애니/방송콘텐츠 IP
캐릭터, 중국에 상표권,지재권 보유 캐릭터 등

18

이모션웨이브㈜

RIMA AI Drum

19

목덕방

벽걸이형 캣타워

20

㈜디자인랩

선물용 포장지

음악인공지능 기술 RIMA를 이용한
자동연주악기 서비스
원목을 사용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및 관련
제품 판매업체
선물용포장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선물포장전문기업

(재)시흥산업진흥원장

애니메이션, 키즈캐릭터, 크리에이터, 인디뮤지션 등
영상 제작
캐릭터의 활용도가 다양한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