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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툰 사업분야
1 FLYINGTOON Company business field

만화/일러스트/삽화

웹툰, 어린이만화,
학습만화,

사보·홍보만화

전시

만화, 툰토이 전시
키덜트 전시 등

전시 기획

툰토이

직접 만드는 나만의
플랫폼토이

'툰토이'브랜드

캐릭터

기업·관공서 캐릭터
상품 캐릭터,

이모티콘 캐릭터

교육

만화·캐릭터 교육
툰토이 활용 교육
만화 교구상품 개발

Cartoon Character TOONTOY Education Exhibit



플라잉툰 연혁
1 FLYINGTOON Company history



플라잉툰 연혁
1 FLYINGTOON Company history



만화/일러스트/삽화

웹툰
어린이 만화
학습 만화
사보·홍보 만화



만화, 일러스트, 삽화
2 Cartoon, Illustrator, Artwork

2008~2013 어린이과학동아 “미션키트맨” 연재
2016.10 글로벌능력개발원 홍보 만화
2016.03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캐릭터 개발
2016.01 아이신아 유아용품 툰토이 라이센스
2015~2016 꼬마 도깨비 치우
2010~ 2015  구몬 “별난가족”,“꼬마뱀파이어 키키” 만화연재
2013.11 부천시 어린이 공원 13개소 화장실 일러스트 제작
2013.10 ㈜ 아이엔피 ‘에디슨’ 카카오페이지 캐릭터 제작
2013.07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꾸먼터’ 캐릭터 로고제작
2013.06 부천판타스틱영화제 - 영화 웹툰 패러디전 큐레이터
2013.05 교보문고 E북 ‘크리마’ 캐릭터 제작
2013.05 ‘GS 칼텍스’ 20주년 “환경미술대회” 10m 히스토리 일러스트월 제작’
2013.05  목원대학교 만화특강 강의
2013.04 지구가 쿵 만화 단행본 제작-사파리출판사
2013.03  자신만만과학만화(2권) 어린이만화단행본 제작-주니어 씨앤톡
2012.12 별난가족,꼬마뱀파이어 아이폰 앱스토어 등록-디지털앱북 제작
2012.0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아카데미 중등부 담임
2012.02 한국만화박물관 4층 리뉴얼 ‘만화가의 머릿속’ 구성,일러스트작업
2011.09 부천시 부천역 만화의 거리 일러스트작업
2011~2013 ‘툰토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초중고 만화교재 납품



웹툰 – 사장님은 오덕후
2 Webtoon - My nerdy boss



만화 단행본 – 포트폴리오
2 Comics book– Lim Duck Young

2011 미션키트맨 1,2권 단행본 제작

2013 지구가 쿵 2012 세상에 이런일이

2015 꼬마 뱀파이어 키키 2015 별난가족

2011 만화교과서 수학 2009 특급똥이야기



만화 단행본 – 미션키트맨
2 Comics book– Lim Duck Young

<어린이과학동아 연재>

<2차 캐릭터 부가 상품>

• 동아사이언스의 인기과학잡지 격주 연재작

• 연재 인기만화 1순위

• 연재완료 단행본 2권,과학실험키트 3권 제작

• 초등학교 과학실험 교재 100개 세트 제작.유통 -

동아사이언스

• 페이퍼 토이 제작 판매 – 플라잉툰

• 중국,태국 만화 단행본 수출



연재분 ‘미션키트맨’
2 Mission Kitman



만화
2 Cartoon

별난가족,꼬마뱀파이어 키키 2편을 하나의 앱으로 완성
플라잉툰 앱을 통해 2편의 유료만화 서비스 – 아이폰용 서비스



만화
2 Cartoon

사보,홍보만화 -한국석유공사 2012 전기절약 삽화 - 한국전기안전공사



노동부 – 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 홍보 만화 공정무역도시 부천 홍보 만화

만화
2 Cartoon

2013 GS 칼텍스 20주년 ‘환경미술대회’ 히스토리월 일러스트



일러스트
2 Illustration

2013.11 부천시 공원 화장실 13개소 만화, 일러스트 작업



일러스트, 삽화
2 Illustration, Artwork

2017 글로벌능력개발원 소개 책자



일러스트, 삽화
2 Illustration

2012 만화가의 머릿속 일러스트 제작 - 한국만화박물관



일러스트, 캐릭터 상품화
2 Illustration, license

2016 아이신아 툰토이 라이센스



캐릭터

기업·관공서 캐릭터
상품 캐릭터,
이모티콘 캐릭터



캐릭터
3 Character

2017 별난가족 이모티콘 제작



캐릭터
3 Character

2017 툰토이 이모티콘 제작



캐릭터
3 Character

미션키트맨 캐릭터 개발



캐릭터
3 Character

2016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 캐릭터 2013 이퍼브 크레마 캐릭터 개발



캐릭터
3 Character

2013 ㈜ 아이엔피 에디슨맘 캐릭터 개발



캐릭터 , 일러스트
3 Character

2013 BICOF 지도 제작 2012 PISAF 지도 제작



캐릭터
3 Character

2013 꾸먼터
캐릭터

2013 타이거골프
캐릭터 개발

몽C 캐릭터 개발



캐릭터
3 Character

2013 블록토끼 교구재 캐릭터 개발 - 한국만화박물관



캐릭터 , 일러스트
3 Character

2013 블록토끼 교구재 캐릭터 체험지 제작 - 한국만화박물관



툰토이

직접 만드는 나만의
플랫폼토이
'툰토이'브랜드

홈페이지, 쇼핑몰
www.toontoy.co.kr



툰토이
4 TOONTOY

만화의 말풍선 모양을 모티브로
사람의 형태로 만든 인형입니다. 

/ 툰토이란?



툰토이
4 TOONTOY

툰토이는 만화가가 직접 만든 DIY 인형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형태의 캐릭터 컬러링 인형입니다.

/ 툰토이란?



툰토이
4 TOONTOY

2009년 피규어 아티스트 coolrain
만화가 flyingtoon의 손에서 탄생한 입체캔버스

툰토이 + 아티스트 ← 아트토이
툰토이 + 만화주인공 ← 만화 캐릭터 상품
툰토이 + 시민참여 ← 우리도 아티스트

툰토이 입체캔버스

툰토이 입체캔버스는 직접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DIY(Do-It-Yourself) 토이입니다.

만화에 말풍선을 모티브로 딴 물방울 모양의 인간형
캐릭터 토이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

/ 툰토이란?



툰토이
4 TOONTOY

툰토이는 만화 ‘말풍선’을 모티브로 의인화한 플랫폼 토이입니다.
직접 자신만의 다양한 표정과 캐릭터를 그려넣어 자신만의

캐릭터 토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툰토이는 취미, 교육, 전시용으로 좋습니다.



툰토이
4 TOONTOY



툰토이
4 TOONTOY / 툰토이 상품군 – 툰토이 DIY 인형, 핸드폰고리

자신만의 캐릭터를 직접
입체캔버스 인형에 그려서
만드는 컬러링 토이

· 체험시간 : 약 30분

● 툰토이 DIY 인형 상품군

툰토이 라이트
8,000원/가격저렴,체험용

툰토이 라이트(살구)
8,000원/가격저렴,체험용

툰토이 베이직
12,000원/간단한 팔 동작 가능

● 툰토이 핸드폰고리

툰토이 핸드폰고리 대
2,500원

툰토이 핸드폰고리 소
2,000원

저렴한 가격의 나만의 캐릭터
그리기 체험도 하고
핸드폰 고리로 활용해보세요!

· 체험시간 : 약 20분



자신만의 캐릭터를
고무자석에 그려보고
자석처럼 쓸 수 있는
고무자석 액세서리

· 체험시간 : 약 10분

● 툰토이 고무자석

툰토이 고무자석
800원

툰토이 고무자석 말
풍선

1,000원

툰토이 고무자석 마니
1,000원

ㅍ ㅍ ㅍ

툰토이
4 TOONTOY / 툰토이 상품군 – 고무자석, 부채

● 툰토이 부채

나만의 캐릭터 부채 만들기!
여름철 핫 아이템!

· 체험시간 : 약 20분

툰토이 부채
1,000원

ㅍ

툰토이 부채 원형
1,500원

ㅍ



만화가들이 만든 초중고 만화·캐릭터
수업을 위한 24P 워크북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CA활동 교재로 좋습니다.

· 5주차 수업 과정
① 만화란?
② 표정 그리기 / 얼굴 그리기
③ 나는요~ / 캐릭터 만들기
④ 만화 그리기
⑤ 나만의 명함 만들기

● 툰토이 워크북

툰토이
4 TOONTOY / 툰토이 상품군 - 워크북

툰토이 워크북
5,000원

ㅍ



교육 Education

만화,캐릭터 교육
툰토이 활용 교육
만화 교구상품 개발



교육
5 Education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창의개발 수업 및 방과후학교, 한국만화박물관, 대학교 만화 캐릭터
수업 등 교육기관에서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져 있는 창의력을 스스로 찾을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5 Education

2017, 2016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만화 교육



교육
5 Education

2016 코트라 임직원교육 툰토이 나만의 캐릭터 그리기 강의



교육
5 Education

2015 부일중학교 1학년 전교생 만화강연



교육
5 Education

2015 국립중앙도서관 올웹툰전 웹툰 캐릭터 그리기 강연



교육
5 Education

2015 롯데백화점 전국 문화센터 담당자 “캐릭터 힐링” 툰토이 강연



교육
5 Education

2015.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웹툰 아카데미



교육
5 Education

2015. 대전문화산업진흥원 - 웹툰 전문가 양성 전문가 강의



전시 / 이벤트

만화, 툰토이 전시
키덜트 전시 등
전시 기획
이벤트 기획, 진행



전시 / 이벤트
6 Exhibit / Event

1. 툰토이 프렌즈전
만화와 토이의 콜라보레이션이
아트 작품으로!
입체캔버스 툰토이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전시 및 체험
인기 만화가, 피규어 아티스트
와 함께합니다.

2. 브릭아트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당당한 취
미를 넘어 아트까지 온 블록의
세계, 멋진 브릭 일러스트 작품,
블록 창작작품들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3. 키덜트 토이전

삶의 바쁜 일상에 만화와 토이
로 취미를 향유, 키덜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키덜트 토이 전
시.

아트토이, 브릭, 프라모델 등
키덜트 인기 종합 전시 및 판매.
다양한 아티스트 작품 전시,
체험존이 가득한 ‘키덜트 토이
전’



전시 / 이벤트
6 Exhibit / Event | 툰토이 프렌즈전 / 수원 AK몰



툰토이
6 TOONTOY

2009년 한국만화100주년 기념 - 툰토이 전시
이찬우, 강인애, C+TOY, GFX, AFUN, iron_plate, 나병훈, 박영진, 김재현, 염철균, 임덕영

/ 만화가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툰토이
6 TOONTOY / 웹툰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2010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웹툰 캐릭터 툰토이 기획전시”
이찬우, 강인애, C+TOY, GFX, AFUN, iron_plate, seman10cm, 나병훈,

박영진, 김재현, 염철균, 최종훈, 와루, 임덕영



툰토이
6 TOONTOY / 툰토이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WEIRD
TRH

WEIRD ME
TRH

Angry animal
PPASSU

Red Explosion
PPASSU

4BD–BOGTAE 4BD–KAZE PARK4BD–1000DAY



2015 AK& 툰토이 프랜즈전 – 작품 및 참여작가 사진



2015 AK& 툰토이 프랜즈전 – 툰토이 작품사진 및 사진촬영



2010 툰토이 캐릭터 라이프전



2010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09 한국만화100주년 기념전시-국립현대미술관



전시 / 이벤트
6 Exhibit / Event

키덜트 토이전



전시 / 이벤트
6 Exhibit / Event

키덜트 토이전



2015 한국만화박물관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대형 현수막,알림판,배너,포토존 등 이미지 효과 및 홍보를 극대화



2015 한국만화박물관 ‘키덜트 토이전’ - 브릭아트존

2015 한국만화박물관 ‘키덜트 토이전’ - 아트토이존



2015 한국만화박물관 ‘키덜트 토이전’ - 프라모델존

2015 한국만화박물관 ‘키덜트 토이전’ – 만화가 소장전



201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대형 캐릭터 시트지 출력, 아티스트 작품, 포토존



201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페이퍼토이, 툰토이, 힐링아트토이, 팝아트



201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브릭아트, 툰토이 그리기, 블록 만들기, 페이퍼토이 체험존



2016 문화공장오산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2016 문화공장오산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미술관 유리벽 캐릭터 시트 부착, 각 전시존 구성



201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2016 문화공장오산 ‘키덜트 토이전’ 전시 조성

각 전시존 및 작가 싸인회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