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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회사개요

2015년3월 한국일보내버티컬서비스시작 http://hankookilbo.com/v/vam.aspx

2017년1월 한국일보독립팀승격

2017년6월19일 ㈜동그람이출범준비TF발족 한국일보+네이버출자조인트벤처

2017년8월24일 네이버동물공감판운영시작 https://goo.gl/ws9AeC

2017년10월 서울시수의사회와포괄적협력MOU

2017년12월 서울시동물복지위원회위원위촉(김영신대표)

주요연혁

동그람이
동물그리고사람이야기
한국일보와네이버가함께만든동물콘텐츠조인트벤처
네이버동물공감주제판운영과콘텐츠제작및큐레이션서비스

http://hankookilbo.com/v/vam.aspx
https://goo.gl/ws9AeC


회사개요

㈜동그람이
대표이사

콘텐츠 컨버전스팀

영상콘텐츠
제작

제휴사업
/마케팅

콘텐츠 기획팀

플랫폼
총괄관리

콘텐츠
제작

자문단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문화연구소

필진

전문가 필진

웹툰 작가진

㈜동그람이조직도

홍보팀

네로
마리

야옹냐옹

동물을사랑하는콘텐츠전문가들과동물들이

함께만드는동물, 그리고사람이야기
만드는사람이다르다?! 구성원의대다수가반려인으로이뤄진 ‘동그람이’
저마다의반려동물을사랑하는마음으로사람과동물이함께행복할수있도록
가치있는콘텐츠를제작하고반려문화확산에기여합니다

ABOUT US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동물과사람이함께행복하게사는세상을만듭니다

우리는언제나생각합니다
동물과사람, 지구에공존하는생명체로서
어떻게더잘지낼수있을까?

‘지식과감동’을만들고
널리나눕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내
동물버티컬운영
(2015년3월~)

단체 / 정치권
/ 전문가그룹연계

동그람이페이스북
구독자18만명

국내최대플랫폼직접연계
네이버동물공감판

총괄운영

1 2 3 4전문성 네트워크 SNS 파급 네이버연계

철학과역량
회사개요



사업개요
주요사업

-네이버동물공감판운영
-한국일보동물버티컬운영
-페이스북커뮤니티 ‘동그람이’ 운영
-동영상채널(네이버TV, 유튜브등)운영
-디지털사이니지채널 (예정)

-기획콘텐츠생산및유통
-동영상/ 오디오콘텐츠생산및유통
-반려문화정착캠페인등

-캣콘서트 ‘하앍&꾹꾹’ 개최 (2018년6월)
-서울시x동그람이동물웹툰공모전
-지자체반려문화교실운영 (성남시, 안양시등)

1 콘텐츠플랫폼운영

2 콘텐츠생산

3 오프라인/문화산업



콘텐츠플랫폼운영
주요사업

네이버동물공감주제판총괄

반려인을위한팁/ 전문지식/ 해외반려문화소개/ 업계소식
/ 입양, 펫티켓, 동물복지등캠페인콘텐츠/ 참여형콘텐츠

페이스북동그람이
페이스북구독자18만명
콘텐츠및이슈확산의
주요한통로역할

한국일보
한국일보내동물버티컬
운영계속
동물복지, 유기견입양등
이슈레이징및캠페인중심

네이버동물공감판오픈(2017.8.24)
2019년05월현재설정자(구독자) 300만명



콘텐츠생산_전문콘텐츠
주요사업

알렉스의
‘독(DOG)학다식’

이학범의
‘동물은’

나응식 외
‘대신물어봐드립니다’
‘냐옹신‘ 나응식수의사
그레이스동물병원원장
<고양이를부탁해> 출연중

이학범수의사
데일리벳발행인

이용한의
‘생각하는고양이’
이용한고양이작가
<당신에게고양이> <고양이별>
<공존을위한길고양이안내서> 등

이형주의
‘동물복지이야기’
이형주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한송아에디터
동그람이

개와함께하는일상
‘개쌈마이웨이’

임헌명의
‘스타Bugs’
임헌명과장
국립생태원동물관리연구부

Alex Lee (이기우)
반려동물교육전문가
스카이하운즈코리아대표

정확한반려정보
‘냥사전/멍사전’

김보아에디터/정진욱에디터
동그람이

※그밖에다수의전문가칼럼연재중

동물전문가생산콘텐츠로정확하고다양한정보제공및높은신뢰도보유

세계의반려문화
‘글로벌반려통신’
아시아/미주/유럽각지의
반려문화통신원



콘텐츠생산_영상/오디오
주요사업

영상콘텐츠+오디오클립

-영상전문인력과스튜디오등시스템을갖춰제작역량확보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등다양한채널에서비스중
-유기견인식개선을위한연중기획<견생2회차>
-정확한반려정보를제공하는교육영상<동반학교> 시리즈
-정보성콘텐츠와흥미유발및참여형콘텐츠의적절한구성

영상콘텐츠 오디오클립
-2018년8월13일서비스시작
-매주화요일 ‘펫로스상담소‘ 금요일 ‘위키리플‘ 연재
-동물전문가참여로 꼭필요하고정확한정보제공
-재미, 감동이있는클립으로전체이용자에게큰호응
-종료된연재를포함, 연재물마다일간클립차트1위기록중



콘텐츠생산_웹툰
주요사업

동물웹툰+캐릭터사업

<동그람이> 동물웹툰
반려생활을다룬기성/신인작가웹툰절찬연재중

캐릭터사업
동그람이연재작<단발냥네깜수씨>를활용한상품시범제작

-올드독, 도대체, soon, 싕싕등반려인유명작가와동그람이
발굴작가수리조아, 웹툰공모전당선작가의동물웹툰연재
기성/신인작가 웹툰절찬연재중

-회차당수만회조회를기록하며큰사랑을받고있음

동물웹툰연재 2차저작물확장(출판, 이모티콘, 굿즈등)

-크라우드펀딩을통한웹툰출판 (2019년, 노견일기)
-인기동물웹툰의메신저이모티콘출시 (제작중)
-적극적인2차저작물사업을통해웹툰작가수익증대도모



오프라인·문화사업
주요사업

서울시동물그리고사람이야기웹툰공모전

-반려문화확산을위해서울시와동그람이는전국민대상웹툰공모전을공동으로주최
-300편이넘는응모작중심사위원예선을통과한본선진출작을네티즌평가를합산하여수상작선정
-수상작은네이버동물공감의웹툰연재기회를부여, 신인웹툰작가가활동할수있는토대마련
-서울시와MOU를체결, 추후웹툰공모전이외에도다양한시민행사를개최하기로함

서울시장표창과상금수여

서울시청로비에서진행된본선진출작전시와현장평가

2018년수상작마당냥반점/ 섬고양이문열이/  빠삐용의감자농장/  &(AND)



오프라인·문화사업
주요사업

캣토크콘서트 ‘하앍&꾹꾹’ 개최

-2018년6월29일본격캣토크콘서트 ‘하앍&꾹꾹‘ 개최
-1,000명이넘는신청자중150명을선정하여초대하여다양한볼거리즐길거리제공
-나응식&조광민수의사, 진중권교수등동물관련전문가들의강연과공연
-2019<서울캣쇼> 내 ‘하앍&꾹꾹’ 세미나개최다양한형태의오프라인행사로발전

캣토크콘서트‘하앍&꾹꾹’ 2018년6월29일19시30분슈피겐홀/ 150여명참석 / 사회: 개그맨노우진/ 1부: 나응식&조광민수의사/ 공연:싱어송라이터홍단아/ 2부: 진중권교수



오프라인·문화사업
주요사업

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
-2018년성남시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 2019년안양시 (예정)
-온오프라인홍보진행, 특히네이버동물공감을활용한홍보로이틀만에접수마감
-‘나옹신’ 나응식수의사를비롯한고양이전문수의사들이기초교육을제공하는고양이반
-반려동물문화연구소의전문트레이너들이기초이론부터생활까지알려주는강아지반
- 향후지자체/공공기관과반려문화확산과정착을위한교육프로그램확대진행

▼동그람이교육프로그램의특장점 ▼네이버동물공감을활용한홍보 ▼소모임을활용한밀착소통교육

전문성과활용성, 콘텐츠가있는
반려문화교실운영



이슈확산및마케팅효과극대화

동그람이효과
종합

㈜동그람이를통한이슈/콘텐츠확산개념도



플랫폼과콘텐츠역량을갖춘동물포털· · · · · · · ·



CONTACT
INFO

정안빌딩5F
㈜동그람이

시청역10번출구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버스
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 정류장
471, 701, 704, 750A, 750B, 751, 752, 7021, 7024
서소문(KAL빌딩)정류장
101, 172, 472, 603

서소문버스정류장

연락처
유선전화 02-724-2791~2
팩스 02-724-2793
제휴·협업 animalandhuman@naver.com

광고문의 ㈜애드이앤씨 070-8842-8222 / 010-5301-9989 

3019989@naver.com  

주소
[04516] 서울시중구서소문로95 정안빌딩5F



(주)동그람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5F / Tel. 02-724-2791~2 / Fax. 02-724-2793 / E-mail: animalandhu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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