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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s

전세계 180 개국 이상에서 43억명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국전 연령 전타겟에 시청빈도 1위의미디어 그룹.

2020년기준 매출액 2,529억달러(290조) / 자산총액 527억달러(60조)

https://www.viacomcbs.com/
https://www.viacomcbs.com/


파라마운트 픽처스의다양한영화 IP (보유IP :1,000여편)를 통한프로모션

-고전 명작 / 공상과학영화 / 호러영화 / 애니메이션 / 드라마등 글로벌 IP 보유및 향후런칭 예정 IP의 활용가능



IP Introduce

- PARAMOUNT PICTURES

- EMILY IN PARIS

- STAR TREK

- BAYWATCH 

- BEVERLY HILLS COP 

- CLUELESS 

- FLASHDANCE 

- FOOTLOOSE 

- FORREST GUMP 

- GALAXY QUEST 

- GREASE 

- MEAN GIRLS 

- MISSION: IMPOSSIBLE 

- PARANORMAL ACTIVITY 

- RUMBLE 

- THE GODFATHER 

- THE NAKED GUN 

- TOP GUN / TOP GUN: MAVERICK 

- WORLD WAR Z

- SOUTH PARK

.



에밀리, 파리에 가다(Emily in Paris)는 넷플릭스에서 2020년 10월부터 방영된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릴리콜린스(Lily Collins)가

주인공 에밀리 쿠퍼 역을 맡았다. 2021년 12월 시즌 2 개봉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릴리콜린스는 2400만의 인스카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출연하기도 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



탑건(TOP GUN)은 1986년 월드와이드(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영화이며 토니스콧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기도 하다 . 제작비 1,500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서만 1억 8천만, 전세계에서 3억 5,6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초대박 영화로 이후로 그 흥행을 넘어선 항공영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탑건:메버릭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탑건 / 탑건메버릭 - 2022.5.27 개봉예정

2022년 5월 개봉예정



티파니에서 아침을(Br akfast at  iffany’s) 은 1961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코미디 영화,

오드리헵번, 조지페퍼드 주연 / 블레이크에드워즈 감독.

트루먼 카포티가 쓴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이자 매력적인

사교계 여성인 홀리 골라이틀리(Holly Golightly) 역을 맡았다. 주제가 “Moon Riv r”가 유명하다.

2012년 이 영화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문화적, 역사적,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국립영화 등기부에 선정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스타 트렉(Star Trek)은미국에서 제작된 SF장르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프랜차이즈이다. 1966년 TV 시리

즈가 원작자인 진 로덴베리에 의해 처음 제작된 이래, 수많은 텔리비전드라마 후속작 및 파생작과 영화, 

수십 개의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 수백 편의 소설과 라스베거스의 테마물 등이 만들어졌다. 

스타 트렉의 에피소드는 주로 인간 관계와 모험, 정치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재를 중심으로 이끌어지며

가상의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소개되었다.

스타트렉



마리오 푸조의 소설 대부(The God Father) 원작으로 프랜시스코폴라가 감독한 3부작 영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족이며, 거대 범죄조직의 핵심인 콜레오네 가문의 3대에 걸친 행보를 그리고 있다.

원작자 마리오 푸조 본인이 직접 각색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 클래식 시대의 종결 이후 뉴 할리우드 시대

가 빚어낸 범죄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며, 트롤로지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또한 범죄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이며,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범죄 및 느와르장르의 작품들은 크건 작건 거의 모조

리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



미션임파서블

미션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은 드라마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시리즈로 시리즈 전편의 주연은

톰크루즈이다. 작중 1, 2, 3편에서 에단헌트(Ethan Hunt)는 그저 뛰어난 현장 요원, 4편, 5편, 6편에서는

업계의 전설로 통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시리즈 작품들의 전세계 흥행 합산은 36억 달러의 흥행 시리즈이다.

- 시리즈7 - 2022.9.30일 개봉



레슬링몬스터에 대한 애니메이션영화 "Rumble"

2022년 2월개봉예정



퀸카로 살아남는 법

린제이로한주연, 티나페이 각본의 헐리우드 틴에이저 영화. 원제는 Mean Girls

원작은 로잘란드 와이즈먼이 쓴 Queen Bees and Wannabes라는 10대를 위한 자기 개

발서. 린제이로한을 최고의 틴 아이돌 스타 자리에 올려놓은 영화로 레이첼맥아담스, 아

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할리우드 탑 배우들이 풋풋한 신인 시절 조연급으로 출연했다.

1700만 달러의 저예산 틴에이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세계

에서 제작비의 7배가 넘는 1억 2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특히 북미권에서는 반응이 좋아서 8600만 달러라는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 미국 10월 3일은 MEANGIRL’s DAY



클루리스(Clueless)는 1995년 개봉한 미국의 성장,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에이미해커링 감독과 각본을 맡았다. 

1990년대 미국 베버리힐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며, 감독은 제인오스틴의 소설 《엠마》를 어느 정도 원작

개봉 후 미국 내 에서 56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냈으며, 비평적으로도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주인공 셰어 역을 맡은 얼리샤실버스톤을 스타덤에 올린 작품으로 유명하며, 배우 브리트니머피의 데뷔작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화의 성공 이후 스핀오프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양한 서적이 나왔다. 또한, 음악과 뮤직 비디오 등

여러 창작물들에서도 차용할 정도로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십대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클루리스 - 하이틴코미디의정석 / 10대들의패션과문화센세이션



월드워Z

전세계이상기류… 거대한습격이시작된다! – 브래드피트주연 / 마크포스터감독

의문의항공기습격, 국가별입국전면통제, 국경선을둘러싼높은벽,

세계곳곳에서원인을알수없는이변이일어나기시작한다.

그리고정체불명존재들의무차별적공격으로도시는순식간에아수라장으로 변한다.

- 포스트아포칼립스좀비액션호러영화이다. 맥스브룩스의소설《세계대전 Z》를원작



그리스(Grease)는 동명의 뮤지컬을 바탕으로1978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이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턴-존이 주연을 맡아 당시 10대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아낸 영화

플래시댄스. N. Flashdance, 1983 

1983.09.21. 개봉 / 뮤지컬. 국가: 미국

< 국내 뮤지컬로 장기 상영중인 명작 영화 IP >



사우스 파크(South Park)는 미국의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맷스톤과 트레이파커가 제작하여

코미디센트럴에서 방영되고 있다. 상스러운 언어와 넓은 범위의 화제를 풍자하는 어둡고 특이한

유머로 유명해졌다. 주요 이야기는 네 명의 소년, 스탠마시, 카일 브로플로프스키, 에릭카트만, 

케니맥코믹을 중심으로 다뤄지며, 사우스파크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특이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사우스 파크는 4개의 에미상, 피바디상을 수여 받은 것을 포함해 수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2004년 다큐멘터리 "가장 위대한 만화 100선"에서 3위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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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패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사례



• Sweaters featured familiar American icons a Paramount Pictures logo as seen here

collection

파라마운트 패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사례



collection

Collaboration

파라마운트 패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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