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주)씨지픽셀스튜디오

대 표 자
(한글) 박동주

(영문) CGPIXEL STUDIO INC. (영문) Dongju Park

주 소
 본사 :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725호

 공장 : OEM

사업자등록번호 621-81-96165 설립연도 2012년

종업원수 4 홈페이지 www.cgpixel.org

전년도 수출액 2,000,000 전년도 매출액 98,000,000

업 태 서비스 업 종 방송업, 무역업

주력영업제품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상품 주요수출국가 미국, 일본

인증 및 

지재권 현황

(한국)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 KC 시험인증 

(중국) 저작권, 디자인권 등록 / 상표권 출원중

(기타) 일본, 홍콩, 대만 등 상표권 등록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중국) 아이치이, 유쿠,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등 

애니메이션 서비스 중

(기타) 미국, 동남아시아 등 콘텐츠 서비스 중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콩콩랜드 (Kong Kong Land)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대표 박동주 cgpixelstudio@gmail.com 070-7005-2 010-9127-9932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페리 캐릭터 신발 
(KKL-Perry)

제품규격 (18 × 14 × 10c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박스 포장 본제품 1점

소비자가격 40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20 USD

제품

상세내역

콩콩랜드 브랜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신발제품과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융합된 

프로젝트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40개국

에서 애니메이션 서비스 중입니다. 동물요정이 신발 캐릭터로 변신하여 아동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의 신발 캐릭터가 동일한 디자인의 신

발 제품으로 개발/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이치이, 유쿠,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창홍 플랫폼에서 애니

메이션 서비스 중이고 상하이미디어그룹의 자회사 Toonmax Media

와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 제품정보



- 재질 : 합성피혁, EVA, 고무

- 용도 : 캐릭터 신발 (캐쥬얼)

- 특징 : 

- LED장착 : 걸을 때 반짝이는 조명 구현 
- 사이즈  : 150, 160, 170, 180mm 
- 디자인 : 아기 독수리 모양 디자인
- 안전성 : 바닥 고무 장착을 통한 미끄럼 방지
- 편안함 : 가벼움 및 편리한 벨크로 장착
- 재료 : 합성피혁 몸통, TPU 앞코 부위, Injeced Phylon 미드솔, 고무 바닥

- 주요타겟층 : 미취학아동 (2~6세)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95,000,000

- 주요판매채널 : 아마존 등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한국)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 KC 시험인증 

(중국) 저작권, 디자인권 등록 / 상표권 출원중

(기타) 일본, 홍콩, 대만 등 상표권 등록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