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eative Group

다양한 창작자들과 K-콘텐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회사소개

회사명

통로이미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집

설립일

1995년 5월

직원수

68명

사업영역

디지털 이미지컨텐츠 개발 및 구독 플랫폼 서비스

소재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1-8

사이트

http://www.tongro.co.kr
https://www.clipartkorea.co.kr
https://www.imagetoday.co.kr
https://www.imagekorea.co.kr

창조적인 콘텐츠와 기술 플랫폼으로
K-콘텐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통로이미지는 시각적 언어인 디지털 이미지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이미지
개발과 혁신적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경쟁력을 키우며 이미지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1995년 설립 이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3년부터 멤버십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한국 최대 이미지 사이트
클립아트코리아와 이미지투데이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통로이미지는 창작집단을 통한 프리미엄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100만 건의 IP(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국내 지식재산권 최다 보유한 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이미지
블록체인 기술을 준비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다양한 창작자들과 K-콘텐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표이사 이 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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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이미지 서비스 플랫폼 분야 1위
지식 재산권 100만개 보유
이미지 콘텐츠 산업 국내 매출 1위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사
지속 성장 26년
열정과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이미지 콘텐츠 사업에서

전문가 집단

크리에이티브 연구소, 디지털 연구소 및 마케팅을 위한 전문 인력

프로덕션

100만 건의 IP(지식재산권) 보유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 최대 규모의 기획촬영, 그래픽 합성, 일러스트, 웹디자인 및 3D소스
해외 로케이션 촬영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
효과적인 아티스트 관리 시스템
뉴스보다 빠른 이슈 대응 콘텐츠
프리미엄의 차별화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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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스토리

‘한 우물 정신’으로 26년을 이어온 이미지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2000

2005

2013

2019

정통 라이브러리

회원제 사이트

통로이미지 디지털 연구소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 저작물 721,000여건 등록

이미지코리아 사이트 오픈

이미지투데이 사이트오픈

벤처기업 확인 인증

바이트 댄스(ByteDance) 그룹 Tuchong

www.imagetoday.co.kr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중국 독점 컨텐츠 공급 계약

www.imagekorea.co.kr

1995

2002

2012

2014

2018

2020

국내 최초 포토 시디롬 “Vol.1

저작권이 인증된 정품 클립아트

통로이미지 주식회사로

창작연구소 설립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인증

작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포토라이브러리 1000” 출시

다운로드 사이트 클립아트코리아 오픈

상호 변경 및 법인 전환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투데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

동영상 음원 서비스 론칭

저작물 72,000여건 2차 등록

www.clipar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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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스토리 디테일

미국 Beateworks, 독일 ImageShop 업무협력 계약

2020. 10

통로이미지(주) 창립 25주년

2020. 07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 저작물 72,000여건 2차 등록

2020. 02

작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 저작물 721,000여건 등록

2019. 11

바이트 댄스(ByteDance) 그룹 Tuchong 중국 독점 컨텐츠 공급 계약

2019. 03

클립아트코리아 모바일 서비스 오픈

06

Corbis 사이트 GoldWave2 판매 개시

04

캐나다 Hemera사의 클립아트, 오브젝트 포토 이미지 제품 국내 총판 계약

2018. 04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인증

01

Corbis 사이트 GOLDWAVE 판매 개시

0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클립아트 이미지 콘텐츠 제공 계약

2018 .01

이미지투데이 동영상 음원 서비스 론칭

2009. 01

골드웨이브 출시 Launching GoldWave

2018 .01

API 수출 서비스 론칭

2008. 06

통로이미지스톡 사옥이전

2017. 03

프리미엄 싱글 서비스 런칭

2007. 03

골드픽스 출시 Launching GoldPix

2017. 02

500px 수입 계약

2017. 02

Bluejean Images 수입 계약

2016. 08

Panthermedia 수입 계약

2016. 05

Cepic 참가

2016. 02

Yestone 수출 공급 계약

2016. 01

Videoblocks, Motion Elements 동영상 공급

2015. 12

IDS 콜렉션 인수

2015. 04

Stockfood 수출 공급 계약

2015. 02

Gaopin Images 수출 공급 계약

2014. 04

디지털 창작 연구소 설립

2014. 03

이미지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투데이 클린사이트 지정

2013. 11

ISO9001 인증

2013. 03

기업신용평가 AA획득

2013. 02

디지털 기술연구소 설립및 벤처기업 인증

2012. 01

"통로이미지(주)"로 상호변경 및 법인전환

2011. 08

Gettyimages China, Panoramastock 수출계약

06

Everett Collection, Hemis, National Maritime Museum 수입계약

03

Fotolia 수출 계약

02

Clipartkorea 사운드 파일 공급 및 판매 개시

01

Clipartkorea 교육기관용 팩 출시

06

미국 PictureArts Corporation 업무협력 계약

Imagetoday 동영상 싱글 판매 개시

2010. 12

Gettyimages &#8211; Thinkstock 수출계약

2003. 12
11

2002. 09
07

<"통로이미지스톡"> 상호변경 및 회사이전
저작권이 인증된 정품클립아트 다운로드 사이트
Clipartkorea.co.kr Open

영국 Juice Images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체결

01

정부조달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선정(클립아일랜드)

캐나다 Fancy collection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체결

06

클립아일랜드22000 II 멀티미디어 컨텐츠부문
"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 수상“(정통부장관)

영국 Mike Watson Images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체결
06

아일랜드 Stockbyte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말레이시아 Creative Image House 판매 계약

Science photo 외 11개 해외 브랜드 국내 공급 계약 체결

2006. 08

영국 Nature Picture Library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미국 Photographer’s Choice & National Geographic

01

클립아일랜드22000 II 멀티미디어 컨텐츠부문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수상"

디스트리뷰터쉽 계약 체결
푸드아이콘, 비네이쳐 컬렉션 출시Launching Foodicon and Benature

2000. 08

한글과 컴퓨터(주)와 이미지 공급계약

마이크로소프트(미국) 이미지공급 계약.

1999. 12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모대상 수상

이미지코리아 경영혁신우수기업선정 (한국경제신문)

1999. 07

일본 Kn corp사에 일러스트 클립아트 라이센스 수출 및 현지 판매개시

네이버 브랜드 지식샵 파트너 계약

1999. 03

종합 그림 꾸러미 <클립아일랜드22000>출시

독일 Mauritius 판매자 계약

1998. 06

캐나다 아즈텍미디어사와 저작권 제휴계약

06

영국 Alamy 이미지 공급자 선정

1997. 11

삼성전자(주)와 훈민정음에 일러스트 공급계약

03

미국 PictureArts 공급계약

1996. 05

Sampler Photo-CD, Photo 2000 엘렉스 컴퓨터(주)와

2006. 05

2005. 09

매킨토시 전기종 번들 공급

홍콩 Argusphoto 공급계약
2005. 02

미국 Foto seach 수출계약

1996. 02

국내 최초 일러스트 소재 Royalty Free CD-ROM Illust 500-1출시

01

(주) 한컴 컨텐츠 공급계약

1995. 09

국내 최초 Photo CD-ROM (Vol.1 포토라이브러리 1000) 발표

2004. 09
08

"통로이미지스톡" 충무로 극동빌딩 옆 (구 그라피카) 회사이전
미국 Superstock, 스위스 Zapaimages 업무협력 계약
영국 DigitalVision, Bananastock, 일본 DEX 업무협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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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통로이미지는 생산, 기술, 판매 및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orkflow
3개의 주요 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
페셔널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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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플랫폼

수출분야

바이트 댄스(ByteDance) 그룹
10년 연속 랭키닷컴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이미지업계

국내 최초로 합성.편집 소스를 개발하여 이미지 콘텐츠

400만 컷 이상의 국내, 해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최정상에 자리매김한 클립아트코리아는 포토, 일러스트,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이미지투데이는 일러스트, 포토,

이미지코리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톡 프로덕션에서

합 성.편집, 웹템플릿, 폰트, PPT, 사운드 등 독보적인

디자인소스, 3D PNG 등 매년 고객 분들께 다양하고

생산 된 광고용 기획촬영이미지 및 해외 역사, 문화, 지역

퀄리티 의 700만여 컷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출판용 에디토리얼 이미지를 제공

www.clipartkorea.co.kr

www.imagetoday.co.kr

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이미지 전문 라이브러리 사이트
입니다.
www.imagekorea.co.kr

Tuchong 중국 독점 컨텐츠 공급 계약
Aflo
Agefotostock
Alamy
Amana
Depositphotos
ImageNavi(Datacraft)
Motion Elements
Pixta
Payless
Pond5
Shutterstock
Stockfood
TPG
Tu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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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출 성장스토리
- 2020년 전년 대비 17% 매출 성장
- 클립아트코리아 , 이미지투데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매출 지속 성장
- 회원사 전년대비 12% 증가
- 뉴스처럼 빠른 이슈 대응 콘텐츠 개발로
고성장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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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트래픽

페이지뷰

방문자수

08

콘텐츠 제작

콘텐츠 성장스토리
- 2020년 전년대비 12% 증가
- 통로 사진 영상사업부, 그래픽 창작연구실
설립으로 하이퀼리티 이미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창작자들과 함께 작가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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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콘텐츠 제작 현황
- 2020년 933,215 콘텐츠 제작
- 연간 80,000개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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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인증

정부로부터 인증된 저작권
사진, 미술, 편집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인증된 838,267개 콘텐츠

11

회원사

12

글로벌 파트너

13

photo

composite

illustration

3D

The Creative Group

www.tongro.co.kr
www.clipartkorea.co.kr
www.image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