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웬콘텐츠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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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웬콘텐츠 운영 채널

14
20170615 기준

개

총 14개 페이스북 채널 운영 중
기타 플랫폼 비포함



코스웬콘텐츠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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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웬콘텐츠 운영 채널 총 구독자

총 150만명 채널 구독자 보유

명1,527,030
기타 플랫폼 비포함



코스웬콘텐츠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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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760
2019년 페이스북 캐릭터 채널 구독자수

명

기타 플랫폼 비포함

527,090명 428,225명 79,874명 64,819명 286,752명



코스웬콘텐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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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주소

직원수

전화번호

기업대표채널



코스웬콘텐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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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웬콘텐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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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특화 캐릭터 사례

9

곰을 뜻하는 쿠마와
사람을 뜻하는 현지 사투리 몬

일본 현지에서 헬로키티 이후
가장 성공한 캐릭터 상품이라는 평가

쿠마몬 상품 매출

고속철도 종착역으로 지정

쿠마몬의 효과

규수 시칸센의 중간 경유지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구마모토 현은
쿠마몬을 통해 고속철도 종착역을 구마모토로 변경

그 결과,
전년 대비 관광객 2배 상승

• 전년도(1,280억엔) 10% 증가
• 11년간 누계 매출 총액 5,100억엔 돌파

2018년
1,409억 엔

약 1조 4,279억 원

2012년
300억 엔

약 3,200억 원

부산에도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지역 캐릭터



사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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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USAN TO THE WORD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특유의

소셜 캐릭터 성장
다양한 융합 콘텐츠 개발

부산 대표 글로컬 콘텐츠 기업GLOCAL

소셜 미디어

다양한 융합 콘텐츠 개발
부산 대표 글로벌 콘텐츠 기업

캐릭터
상품

테마
관광

관광
기념품

소셜
캐릭터

캐릭터



소셜미디어

11

잘합니다

2



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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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

고용노동부 주관 소셜미디어 전문교육 12명 정규 채용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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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쟁력

다양한 SNS채널 운영 부산감성 특화
캐릭터 SNS채널 보유

부산시 지역구별
SNS채널 보유 테마 별 SNS채널 보유

보유채널

일일 콘텐츠 제작수

연간 콘텐츠 제작수

페이스북 총 구독자

14개

10개

3,000개

1,527,030명

2,500,000명
콘텐츠 평균 노출수

부산 최대 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기업

자체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으로 부산 기반 채널 중 최대 구독자 확보



콘텐츠 도달률

14

전체팔로워수 명

월간게시물도달

명하루평균게시물도달

명

( 2019. 9월통계기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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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2015 대한민국 SNS 대상 : 기업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SNS분야 시상식 ‘대한민국 SNS대상’ 에서 대상 수상
헤럴드경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자사에서 운영중인 다수 페이스북 페이지 중 ‘부산언니’는 ‘친근한 옆집 언니’의 컨셉으로
팬들과 소통하여 다수의 팬을 확보한 점과 SNS 컨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음

부산언니

친근한
옆집언니 컨셉

전문적
SNS컨설팅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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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인증 획득 : 소셜콘텐츠 및 캐릭터 제작

자사의 핵심 경쟁력인 소셜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감 상승



소셜미디어 교육

17

전문화된 콘텐츠 강연 및 교육 진행



부산 캐릭터를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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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캐릭터
부 산 언 니 패 밀 리



소셜캐릭터 : 소셜미디어 + 캐릭터

21

521,552
535,764

412,516
433,913

78,078
78,496

62,375
63,718

282,275
283,686

부산의생활방식과도시문화를남녀별, 취향별로콘텐츠화하여
약4년간,  각각의캐릭터에맞는로컬콘텐츠제작→총구독자약140만명보유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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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언니 캐릭터 설정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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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빠 캐릭터 설정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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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모 캐릭터 설정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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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재 캐릭터 설정



소셜캐릭터가 제공하는 콘텐츠 : 부산언니

26

여자들이 좋아하는 뷰티 콘텐츠



소셜캐릭터가 제공하는 콘텐츠 : 부산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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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 아이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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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행 정보 계절별 여행 정보지역별 여행정보 계절별 여행정보

소셜캐릭터가 제공하는 콘텐츠 : 부산언니



소셜캐릭터와의 실시간 소통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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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소통 댓글 소통

구독자들과의 유기적 소통



활동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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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부산일보

[소셜캐릭터 업체 ‘코스웬콘텐츠’] 부산 참맛
속속들이 전달하는 그날까지…

2016.09.13 국제뉴스

서병수 부산시장, 페이스북 '부산언니'로
추석인사

2016.10.18 국제신문

할로윈데이와 전통시장이 만나면

2016.03.23 부산일보

부산 동구-코스웬콘텐츠, 이바구길 관광활성화
'맞손’

2015.10.08 헤럴드경제

[제5회 대한민국 SNS 대상-기업부문]
SNS 컨설팅 대상 - 코스웬콘텐츠

2016.06.13 부산일보

부산진구, 중소상공인 위한 ‘무료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2016.11.24 국제신문

겨울여행 부산으로 오세요



소셜캐릭터 상품
시제품 총 6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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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언니 패밀리 캐릭터 상품 개발

국제시장 내 609
글로벌복합문화센터 전시

(2016년 12월~)

캘린더

감천문화마을 기녑품샵 판매
(2017년 1월 입점)

부산언니 자체상품 개발 6종(2016년 12월)

USB 동전지갑 봉제인형 얼굴쿠션 드로잉노트

부산언니 상품 전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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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캐릭터 콘텐츠 개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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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캐릭터 콘텐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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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타기관 협업 사례



38

부산광역시
재활용분리배출캠페인모델

기관및기업간협력사례



지역특화캐릭터 콘텐츠 개발사업 인프라

39

코스웬콘텐츠㈜ · 코레일 업무협약

코레일과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시장개척위한인프라구축

40

다양한기관/기업과의협약을통해다양한상품개발하여소셜캐릭터 OSMU 콘텐츠활용한시장개척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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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초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참가부산대표캐릭터로서부산홍보진행



2018년 부산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42

국내캐릭터최초
일본쿠마몬탄생제초청

[ 부산관광홍보대사활동 ] 
부산공익캠페익 ,  프로모션
부산관광기념품굿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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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두주자가되려합니다.

콘텐츠유통의선線을만드는데

사람들에게선善을베풀자는경영이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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