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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istible Creativity
that is ou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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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퀴드브레인스튜디오 설립 

이가희 『밀』 Animation Music Video 기획, 제작완성

『플라스틱플라워』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주최 우수파일럿선정

SICAF 극장용 애니메이션 파일럿 부문 특별상 수상 

(주) 리퀴드브레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LG전자 대외 협력업체 선정

『롤링스타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 파일럿 선정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롤링스타즈』기획, 제작. KBS 2TV 방영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프랭키와 친구들』기획, 제작 

『프랭키와 친구들』 농림수산식품부 제작 지원

『프랭키와 친구들』 부천시 마스코트 선정

『프랭키와 친구들』 KBS 2TV방영

『프랭키와 친구들』 SBA주최 서울 캐릭터 공모전 “대상”수상

(주) 아이코닉스와 사업대행 및 파트너쉽 체결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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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리퀴드브레인 스튜디오는 2000년 9월에 설립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탁월한 기획력과 앞선 기술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유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캐릭터 라이센싱과 자체 캐릭터 브랜드 상품개발 및 유통, 뮤지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스태프들의 열정과 때로는 고집으로, 

더욱 견고하고, 보다 차별화되는 회사를 꿈꿔왔으며, 

현재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어 갑니다.

 ANIMATION 
DIVISION

ANIMATION PROJECT

FRANKY & FRIENDS

ROLLING STARS

TV Series Animation
HD 7’30” x 78 episode

TV Series Animation
HD 23mins x 26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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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DESIGN 
DIVISION

WORK FIELDS

web site & mobile app

motion graphic

character development

branding 

print material

그리드 그래픽스는 리퀴드브레인의 그래픽 디자인 DIVISION으로 

다양한 시각경험을 바탕으로 Creative의 기본이되는 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시각 메세지와 디자인의 기본에 충실하며

전하고자하는 메세지를 올바르고 명확히 전달합니다.

그것들은 때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제품으로 또는 영상메세지로 제공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존보다 차별화되는 Creative와 디자인을 제공하며,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상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집니다.

때론 참신한 아이디어보다 소신 있는 의견을 중시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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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물인 꼬마 곰과 

서양의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한국 고유의 요정인 도깨비와의 만남. 

유난히 음식을 좋아하는 아기곰 프랭키는 도깨비 요정들과 함께 

대자연이 베푸는 갖가지 신선한 식재료와 요리 이야기로 

신나고 모험가득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이 마을에는 피노키오, 산타, 백설공주, 개구리왕자 등 유명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클래식함과 풍성한 이야기를 더합니다.

‘프랭키와 친구들’은 ‘자연’과 ‘요리’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상큼하게 버무려 

어린이에게는 판타지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TV Series Animation 

프랭키와 친구들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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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Series Animation 
23” X 26EP

독재자에 의해 지구에서 야구가 사라진 미래. 어느 날 지구에 외계인들이 찾아와 우주야구대회에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하지만, 지구국왕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만다. 

전쟁에서 이긴 우주인은 우주야구리그(SPC)에서 우승할 시에 지구를 돌려준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드디어 드림팀이 탄생되고,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한 야구영웅들의 활약이 펼쳐진다. 

ANIMATION / 롤링스타즈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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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NUTS 2ND EDITION type : Product & Branding             client : LIQUIDBRAIN studio
agency :                                     date :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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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자연발효 type : Facebook Promotion 
agency : BBDO               

client : AMORE PACIFIC
date :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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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키와 친구들 type : Brand Website
agency :     

client : LIQUIDBRAIN studio
date :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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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 / DUET WITH CIEL type : Facebook Promotion 
agency : DDB Korea / 아이디어풀              

client : Independent Liquor Korea
date :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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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SEM FLAGSHOP type : Brand website 
agency : Humming IMC              

client : HANSSEM
date :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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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FAIR type : Exhibition
agency :                

client : LIQUIDBRAIN studio
date : 201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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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NUTS 1ST EDITION type : Product & Branding             client : LIQUIDBRAIN studio
agency :                                     date : 2013. 05



THEFACESHOP type : Promotion Website
agency : 아이디어 풀

client : (주)더페이스샵
date :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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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M WEBSITE type : Community Website 
agency : 아이디어 풀             

client : SK planet
date :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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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ADE type : Brand Website
agency : DDB KOREA/아이디어 풀

client : 롯데칠성
date :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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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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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Brand Website
agency : DDB KOREA/아이디어 풀

client : 롯데칠성
date : 2011. 11



LG PROJECTOR type : Global site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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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OMM LEADER FILM type : LEADER FILM
agency :     

client : HANCOMM
date : 20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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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NAS MICROSITE type : Microsite & Film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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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LU-RAY WORLD type : Global site & Film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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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UDIO type : Exhibition Film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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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AR AUDIO type : Microsite & PPT                  client : LG electronics
agency :                                     date : 2008. 05



MEDIA MARKETING PLAN type : PT Movie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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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ONLINE AD type : Online AD
agency :             

client : NHN
date : 20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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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CLUB type : Online Commercial Film
agency : 제일기획

client : SAMSUNG electronics
date : 20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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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VPC type : Exhibition Film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07. 01

/  WORKSCOMPANY BRIEF



MA9 MA9 type : Game Promotion Film 
agency :                

client : CJ E&M / AniPark
date : 20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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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EXPRESS DUAL type : Microsite & Film
agency :                

client : LG electronics
date : 20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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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FLOWER type : Music Video                       client : T-Entertainment
agency :                                     date : 2002. 12



MILL MUVIE type : Music Video
agency : 

client : Platinum Ent
date : 20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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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퀴드브레인 스튜디오
Office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3-9번지
청보빌딩 6층 우 121-843
Tel : 070. 8838. 4147 Fax : 02-325-3426
라이센스 문의 : bean_head@naver.com
프로젝트 문의 : sfendy@naver.com

LIQUIDBRAIN studio Inc.
6F, Cheongbo Bldg., 53-9, Seongsan-dong,
Mapo-gu, Seoul, 121-250, Korea
Tel : 82.(0)70. 8838. 4147 Fax : 82.(0)2-325-3426
LICENSE REQUEST : bean_head@naver.com
PROJECT REQUEST : sfend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