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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 주식회사 

전화:  02-562-9795 

이메일:  wish@hushwish.com 

사이트:  www.hushwish.com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대행사 

허쉬위쉬 브랜드이모티콘 소개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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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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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쉬 위 쉬  주식회사 (hushwish)  회사명 

설립일 

주     소 

사업분야 

이메일 

홈페이지 

200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22, 화이나트빌딩 5~6층 

디지털 콘텐츠 개발,  캐릭터 개발,  광고 애니메이션 

wish@hushwish.com 

www.hushwish.com 

최선을 다한 후 조용히 소망하다.(진인사대천명) 

2014 .07 

2014. 04 

2014. 04 

서울특별시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 업무 제휴 

기술사업우수평가 벤처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4 .03 

2013. 03 

2010. 09 

카카오 디지털아이템 이모티콘 업무제휴 

특허청 산업재산권 서비스표 등록 

회사 연혁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2016 .03 네이버 TV 채널 제휴 (캠페인, 모션그래픽영상) 

허쉬위쉬 소개 (일반) 

2016 .04 허쉬위쉬 법인전환, 확장이전 

일반 정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영상  

모션그래픽 등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 개발합니다. 

안목 높은 국내외 대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독보적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회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허쉬위쉬는  
디지털 스토리텔러와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Character Design 및 
Animation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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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의 기업 브랜드 이모티콘을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허쉬위쉬 

카카오톡 브랜드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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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코 X 태연, 신영 https://blog.naver.com/cusp/221241232807 
전속 모델 태연, 신영씨의 스튜디오 촬영 후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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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usp/221180157672 KODA 캐릭터 개발 + 브랜드이모티콘 
2개월 가량 기관 캐릭터 개발을 진행하였고 응용형 제작 시 이모티콘 활용을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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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X 워너원  http://blog.naver.com/cusp/221091936994 
모델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이며 오프라인 쿠폰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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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usp/221082266874 캐시비 이모티콘 
광고주의 요청으로 기존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리터칭 및 보완을 거친 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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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X 허쉬위쉬 피지앤피비 https://blog.naver.com/cusp/221125716903 
애니팡 게임회사 선데이토즈와 허쉬위쉬의  캐릭터 라이선스 방식 콜라보로 진행된 이모티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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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모티콘 
광고주의 요청으로 기존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리터칭 및 보완을 거친 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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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로브스키 블랙 에디션 
이모티콘 용도의 신규 캐릭터 디자인 후 애니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캐릭터 시안 

https://blog.naver.com/cusp/22126894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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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usp/221013698245 좋은순면 이모티콘 
기존 캐릭터가 이모티콘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고 리디자인을 거친 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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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usp/220889569697 신협중앙회 X 차인표 
모델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이며 애니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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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usp/220887771576 투다리 X 임창정 
모델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이며 애니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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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usp/221013650191 롯데카드 X 로카랩,권혁수 
브랜드 공식캐릭터와 전속 모델을 함께 사용한 방식입니다. (현재는 카카오 정책상 해당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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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제작 사례 모음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공공기관 이모티콘을 제작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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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의 모든 캐릭터는 고객사의  브랜드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라이선스가 가능합니다. 

 

허쉬위쉬 

라이선스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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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 라이선스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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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패밀리 

허쉬위쉬 라이선스 캐릭터 

http://www.hushwi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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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 라이선스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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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 라이선스 캐릭터 

날쌘돼지 스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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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위쉬 주식회사 

전화:  02-562-9795 

이메일:  wish@hushwish.com 

사이트:  www.hushwi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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