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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컴의 스토리가 
브랜드 마케팅의 
히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브랜드 컨설팅

LG전자 휘센

브랜드 네임 개발

네이버 & 한게임 NHN
사명 개발

SK주식회사 엔진오일 ZIC
브랜드 네임 개발

안철수연구소 안랩 
사명 개발

현대 기아자동차 롤링힐스

브랜드 네임 개발

CJ 제일제당 쁘띠첼

브랜드 네임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대학명 개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브랜드 네임 개발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사명 개발



Work Scope

4
Brand Visual Identity

Design System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개발
+ 로고 및 심벌 디자인 시스템

+ 제품 패키지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 스토어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 디지털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3
Brand Naming

& Slogan

브랜드 네임 및 슬로건 개발
+ 기업 회사명 네이밍

+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 브랜드 슬로건

2
Brand System

Consulting

브랜드 시스템 컨설팅
+ 기업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와의 보증 역할 규정

+ 모 브랜드 및 하위 브랜드간의 브랜드 역할 시스템 정립

+ 하위 브랜드간의 명명체계 규칙 정립

1
Brand Identity

Consulting

브랜드 아이덴티티 컨설팅
+ 브랜드 컨셉 및 포지셔닝 정립

+ 브랜드 플랫폼(비전, 미션, 개성, 철학 설정) 확립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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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컴은 
브랜딩 솔루션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있게 
문제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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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Angle

브랜딩컴은 
주어진 문제를 한 방향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Creative

Strategic Product & Servic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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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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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soned Insighter
브랜딩컴의 처음과 

두 명의 브랜딩 대표 디렉터들과 함께 합니다

2 Top Directors System
46 Wise Years

TOP X 2 View System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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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 Directors System
브랜딩컴의 주요 프로젝트는 한국 브랜딩 업계를 대표하는 2명의 디렉터가 직접 총괄, 관할 합니다.
2명의 디렉터하에서 이성과 감성, 전략과 크리에이티브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최적의 브랜딩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PAUL PARK
Strategic & Creative Director / CEO

학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현 브랜딩컴 공동대표

현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 자문위원

현 이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자문위원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브랜드 선정 자문위원

전 교육과학기술부 브랜드 선정 자문위원

전 브랜딩코리아 설립 / 대표

전 디자인중심 광고실 팀장

전 인피니트 브랜딩팀

출강경력

전 중앙일보 브랜드 네이밍 과정 강사

전 한국경제신문 브랜드 네이밍 과정 강사

전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브랜드 담당 강사

현 플랜업 브랜드 네이밍 과정 강사

현 코리아 인터넷 마케팅 담당 강사

현 산업 정책 연구원(IPS) 중급 브랜드 과정

/ 온라인 브랜드 과정 강사

JAE HYUN PARK
Strategic & Creative Director / CBO

학력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 대학원

경력

현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대표 / 브랜딩컴 공동대표

현 연세대학교 브랜드전문가과정 책임교수

현 태권도진흥재단 브랜드전략 자문위원

현 WIPS 브랜드디자인센터 브랜드 자문위원

현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

현 한국연합복권 브랜드전략 자문위원

출강경력

연세대학교/산업정책연구원(IPS) / 한국광고연구원 브랜드전문가 과정

경희대학교 글로벌외식브랜드CEO과정 / LG전자 러닝센터 마케팅 MBA 과정

한국외식아카데미 CEO마케팅과정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외식마케팅 과정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브랜드 마케팅 /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글로벌리더 과정

유통교육원 농산물 마케팅 대학 / 유통교육원 글로벌외식과정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마케터실무대학 / 농업기술연수원 / 농협 / 한국관광공사 / 
서울관광협회 / 보건복지부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다수 출강

2005 / 2007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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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Wise Years
46년간의 차별화된 브랜딩 경험과 마케팅 인사이트를 통해 풍성한 Success Story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렉터 2인의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합산하면 총 46년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딩 경험과 인사이트와

자산들이 녹아 있는 날카로운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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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X 2 View System
프로젝트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수립까지

TOP X 2 View System*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TOP X 2 View System이란

2명의 총괄 디렉터가 프로젝트 착수부터 
최종 보고까지 모든 브랜딩 과정을 

직접 컨트롤하고, 디렉팅하는 브랜딩컴 고유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2명의 총괄 디렉터가 
서로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브랜딩 접근 방안 및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Interview

2명의 총괄 디렉터가 
각 브랜딩 진행단계에서 엄격한 리뷰를 통해

보다 퀄리티와 완성도가 보증된 
전략 결과물을 제안합니다.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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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aming Network
글로벌 네이밍 네트워크(GNN)은 전세계 14개국 18개 주요 도시에 자리한 브랜딩 전문 에이전시 네트워크입니다.
240여 명의 브랜드 크리에이터, 전략 및 컨설팅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5000여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0여 개의 다양한 언어 별 단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 세계 언어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18 240 5000 20000

Office
in 18 major cities

Creatives,
Strategists &
Consultants

Projects
Successfully
Executed

Linguistic
Professionals
World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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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lobal Partners
브랜딩컴의 스토리는 전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8개 스타 브랜딩 회사들과 함께 어우러져 더 강력하게 펼쳐집니다.
브랜딩컴은 전세계 가장 큰 네이밍 네트워크인 GNN(Global Naming Network)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획과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각국 회원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Company Credential Introduction

Labbrand

(Singapore)

Globrands

(Mumbai)

Nombra

(Barcelona)

Catchword

(New York)

Labbrand

(Shanghai)

Catchword

(San Francisco)

Linda Liguori

(Milano)

Admarka

(Geneva)

(Seoul)

Naemes

(Paris)

Nombra

(Madrid)

Global Brands Group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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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Communication을 통해 
브랜드 추천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브랜딩 전문가들의 피드백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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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redential Recent Works

Rece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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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현대중공업

글로벌 신규 'Avikus' 사명 개발

2020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에서 자율운항선박 솔루션 개발을 담당

하는 전문기업의 신규 사명을 개발한 프로젝트 입니다.

AVIKUS는 '바이킹'의 어원이자, '고향을 떠나 바다로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Avviker'에서 유래한 브랜드 네임으로, 
AVIKUS는 바다의 모험가 바이킹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이어받아 자율운항선박솔루션과 플랫폼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가 되기 위하여 힘찬 여정을 떠나는 젊은 
벤처사업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급변하는 
미래의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율운항선박 
솔루션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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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텔레콤

디지털 헬스케어 'care8'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패키지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20

SK텔레콤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의 신규 사명과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한 프로젝트

입니다.

'관심을 갖고 살피고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Care와 
사람을 형상화하며, 무한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가진 숫자 
8이 만나,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활기차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휴먼케어 
서비스 브랜드 네임입니다.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가 갖는 시·공간적 한계점을 뛰어넘어 
소외받는 대상 없이 언제나 인터렉티브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모든 이에게 제공하겠다는 인바이츠 헬스케어만의 
의지와 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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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콜마

글로벌 헬스케어 'GENUINE sciences' 사명 개발

C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20

GENUONE은 '진실, 진짜'를 의미하는 'GENUINE'과 유일, 최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ONE'이 결합되어 선보이는 새로운 글로벌 리딩 CDMO 브랜드 
입니다.

한국 최고의 의약품 개발 기술과 노하우, 최대의 생산 시설과 임상 
허가 능력을 보유, 효과와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최고의 제약품

(GENUINE PRODUCTS)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사가 원하는 제약 솔루션을 원팀(ONE 
TEAM)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글로벌 파트너십

을 상징합니다.

GENUONE의 심벌마크는 'THE LIFE CHORD' 라는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제약기술과 임상 노하우, 전문 인력과 
생산 시설이 만나 하나의 '위대한 화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계의 
높은 음자리표와 같은 존재임을 GENUONE의 첫 이니셜 'G'를 형상화 
시켜 표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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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텔레콤

디지털 헬스케어 'Invites healthcare' 사명 개발

C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20

SK텔레콤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의 신규 사명과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한 프로젝트

입니다. 

최고의 디지털 기술 환경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자연어 'Invites'
를 통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헬스케어로의 열린 초대'라는 
브랜드 컨셉으로 담아냅니다. 

심벌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 형태의 라인을 교차

하여, 멈추어 있지 않은 기술의 진보와 살아 숨쉬는 인간의 
심장 박동을 연상시키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근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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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
SK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BI 시스템 개발

2020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Biz Model을 혁신해가는, SK의 
대표 사회적기업의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행복나래의 Symbol Mark는 '사랑과 행복의 씨앗' 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꽃밭과 웅장한 숲을 이루 듯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 
행복나래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나래의 CI는 2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어 '종이비행기' 
버전은 사회적기업에서, 그리고 '하트' 버전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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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한동건설

'PROUNT' 주거 통합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20

한동건설의 자랑스러운 50년의 역사와 풍부한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정적인 주거 및 
오피스 공간을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이니셜 'P'를 4개의 삼각형으로 구조적으로 구성하여 신뢰

할 수 있고 품격 있는 건축물과 공간 창출을 형상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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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GSGM
브랜드 리뉴얼 컨셉 컨설팅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20

체이스컬트 브랜드 컨설팅 및 BI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로,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련된 감성을 BI 디자인에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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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이노베이션

'SK innovation' 사업회사 사명 개발

2019

SK이노베이션의 지주회사 내의 3개의 각 사업회사(SK
종합화학, SK인천석유화학, SK루브리컨츠)의 신규 사명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석유' 또는 '화학'과 같은 비선호 업종명이 직관적으로 표현

된 기존 사명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신규 
사명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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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 C&C
디지털 공유서비스 'WEON'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9

SK주식회사C&C의 통합 공유 인프라 IT 시스템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We(우리)'와 'On(연결성을 드러내는 전치사)'의 결합을 통해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유 인프라와 IT기술의 개념을 
온도감 있는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주로 Mobile 환경에서 사용되는 접근성으로 인해 BI 디자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심벌이 아닌, 로고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작동되고 있다는 직관적인 의미를 
스위치의 이미지로 로고에 접목 시켰으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표현하기 위한 로고디자인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Company Credential Recent Works 22



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야쿠르트

발효홍삼 '발휘' 브랜드 네임 개발

2019

유산균의 명가인 한국야쿠르트가 오랜 시간 연구/개발한 
발효홍삼의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발효 홍삼이 가진 효능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 보자'라는 
간결하고 힘있는 컨셉을 도출 시키고 이를 브랜드 네임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 시켰습니다.

기존 홍삼의 효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 많은 한국인들

에게 유산균 발효 홍삼 '발휘'는 홍삼의 효능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발휘 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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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CSR 브랜드 'TOMOROAD'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과 스토리라인 및 디자인 개발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내일의 기술과 꿈으로 향하는 길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아우디폭스바겐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Tomorrow + Road'의 합성어로 전달하였습니다.

BI 심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자동차를 형상화 시켜, 
미래의 자동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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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주식회사

글로벌 제약 CDMO 'SK phatmteco' 사명 개발

2019

SK주식회사의 새로운 글로벌 제약 홀딩컴퍼니의 신규 사명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제약회사임을  직관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인 
'Pharmaceutical'과 더불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

으로 하는 회사임을 강조하고자 'Technology'를 결합하여 
앞선 기술로 글로벌 제약시장의 미래를 이끌고자 하는 
포부를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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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SK케미칼

신규 지주회사 'SK discovery' 사명 개발

2017

SK케미칼의 신규 지주 회사명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경영진이 담고 싶은 미래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업 
철학을 '발견, 발견하다'를 의미하는 자연어 'discovery'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통찰력과 개척자 정신을 담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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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영종도 'PARADISE' 전체 시설 명칭 개발

2016

파라다이스가 영종도에 오픈한 한국 최초의 IR리조트 '파라

다이스시티'의 5대 대표 시설(메인호텔 / 카지노 / 플라자 / 
엔터테인먼트홀 / 부티크호텔)과 전체 부대시설 명칭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브랜드와 전체 브랜드 네임 간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명칭 시스템을 정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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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HITEJINRO
과일맥주 'Mango Lingo' 브랜드 네임 개발

2016

하이트의 신규 과일 맥주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망고'를 처음으로 향후 열대과일 과즙이 들어간 맥주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방향성을 참고하여 첨가된 과일 이름

의 라임을 활용하여 시리즈로 네임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에 '망고'의 종성 라임을 연계. 활용한 단어, 'Ringo(언어)'
를 조합하여 열대과일의 이미지를 발랄한 어감과 기분 
좋은 이미지로 담아내어 젊고 즐거운 과일맥주 이야기라는 
의미로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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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네이버

모바일 서비스 'Yap'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6

네이버에서 분사한 모바일 금융 전문회사 (주)열두시에서 
런칭한 모바일 서비스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쿠폰, 멤버십, 모바일 월렛 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통합

시키기 위한 브랜드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바일 금융 
메인 소비자의 이미지를 '여우같은' 이미지로 로고 타입에 
표현하였습니다.

'지불하다'의 의미인 영어단어 'Pay'를 역순으로 표현한 
네임 'Yap'은 지불결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주는 
서비스라는 개념과 현장에서 결재할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의성어인 '얍'을 호칭하는 브랜드 네임

입니다.

스마트한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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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NH농협

모바일뱅킹 서비스 '콕'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6

NH농협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모바일 서비스 브랜드가 요구하는 심플하고 직관적인 특성과 
금융 서비스 브랜드로서 견지해야 할 대중성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콕(COK)'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만 콕콕 집어서 
하나로 담았다는 컨셉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단위 영농 조합으로 이루어진 농협금융의 의미를   
'조합(Co-op)'과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상징하는 
'Korea'의 이니셜을 결합하여 브랜드 네임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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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경동나비엔

토탈에어솔루션 'AIRONE'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8

경동 나비엔이 야심차게 준비한 토탈 에어 솔루션의 통합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을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환기부터 공기청정, 가습, 제습 및, 냉난방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통합한 차세대 공기 정화 기술 시스템을 표현한 브랜드

입니다.

지금까지 각 개별 제품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 조절, 제어한다는 
가장 본원적인 서비스의 특징을 'One'과 '1'을 의미하는 
브랜드 네임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이상적으로 
미래 기술이 집약된 실내공기 통합제어시스템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의 포부를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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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redential Best Works

Client
Scope
Year

Issue

SK에너지

'SK innovation' 사업회사 사명 개발

2010

대한민국 에너지 사업을 선도해온 SK에너지의 새로운 사명 개발 프
로젝트로,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고 이끄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혁
신적인 비전과 가치를 담았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삼성카드

'숫자카드' 브랜드 아키텍쳐 시스템 컨설팅

2000

삼성카드는 카드 브랜드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새로운 브랜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규 브랜드 개발의 전략적 가
이드 라인이 필요하였습니다. Numeric System을 근간으로 하는 통
합적인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한 브랜드 운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현대자동차그룹

'통합 스포츠 구단' 브랜드 네임 개발 및 브랜드 시스템 컨설팅

2018

전북현대모터스, 기아타이거즈, 현대캐피털 스카이웍스, 울산모비스피

버스 등 축구, 야구, 배구 등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여러 스포츠구단

의 명칭과 비주얼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
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개발하

고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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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브랜드 네임 개발

2011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의 신규 호텔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그
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는 곳 '파르나소스'를 연상시키는 네
임을 통해 설렘과 신비로움, 고급스러움을 전달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다음 카카오

'DAUM' 모바일 브랜드 컨설팅(3개년 연속 수행)
2005 - 2007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연간 브랜드 대행계약을 브랜딩컴과 진
행한 토탈 브랜드 컨설팅 프로젝트로, 브랜드 네이밍, BI 개발 및 브
랜드 시스템 전략을 3여년에 걸쳐 정립하며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LG전자

'휘센' 브랜드 네임 개발

2000

LG전자의 글로벌 에어컨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이전까지 
에어컨 브랜드에서 사용했던 'wind', 'cool', 'super' 등의 직관적인 
키워드에서 벗어나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인 청각적 이미지를 가진 
워드인 'whi-(휘)'를 사용하여 시원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강한 
상징어로 차별화된 네임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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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CJ제일제당

'쁘띠첼' 브랜드 네임 개발

2000

CJ제일제당의 디저트 젤리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프랑스

어 'petit(작다)'와 젤리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찾게 
되는 간식으로서의 작고 귀여운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네이버 & 한게임

'NHN' 사명 개발

2001

네이버와 한게임이 만나 새로운 그룹으로 시작하게 된 사명 개발 프로

젝트로, 국내 최대 검색 포털 기업으로서 미래를 향한 도약과 사람

을 향하는 기업 가치를 'Next Human Network(NHN)'으로 풀어

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LG칼텍스가스

'E1' 사명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04

국내 최초로 대규모 LPG 수입 사업을 추진한 LG칼텍스의 신규 사
명 개발 프로젝트로, 'Energy First, Environment First'라는 메
시지를 네임에 담아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업으로서

의 포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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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브랜드 네임 개발

브랜드 슬로건 개발

2006

강원랜드의 4계절 종합 가족 리조트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기존의 
카지노 중심 이미지를 탈피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즐기는 최고의 즐
거움과 휴식이라는 컨셉을 브랜드 네임과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야쿠르트

'코코브루니'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09

한국야쿠르트에서 런칭한 첫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브랜드 개발 프
로젝트로, 초콜렛과 커피를 연상시키는 '코코'와 갈색을 뜻하는 '브
루니'의 결합으로 네임을 완성했으며 깊은 브라운 컬러의 BI를 통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인천공항공사

글로벌 브랜드 슬로건 'Expect Exceptional' 개발

2016

인천공항공사의 슬로건 개발 프로젝트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라는 자신감과 더불어 방문객에게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라임을 살려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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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대한지적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명 개발

C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2

대한지적공사의 신규 사명 및 CI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로, 공간 정
보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기업의 위상과 미래 
지향성을 'Land'와 'X(미래, Expert, Excellence)'이 합성어로 풀어

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코리아테크

'팩토리얼'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7

이영애의 '페이스롤러', 호날두의 '식스패드' 제품으로 유명해진  코리

아테크의 생활 혁신 제품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로, 시대가  요구하

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꿈의 라이프를  현
실화한다는 의지를 연속적인 혁신과 기술의 의미를 가진 수학 기호(!, 
Factorial)로 풀어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하림

'자연실록' 닭고기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패키지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08

하림의 프리미엄 친환경 닭고기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로, 기존의 '무 
항생제'라는 키워드를 '자연'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로 풀어내며 순
수하고 깨끗한 자연의 기록을 담은 프리미엄 닭고기라는 의미를  담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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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CJ건설

'해슬리' 브랜드 네임 개발

2008

여주에 탄생한 CJ건설의 골프클럽 '나인브릿지'의 두 번째 골프리조

트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자연의 풍요로운 햇살과 이슬이 
스며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내며 한국적이지만 영문으로

도 자연스러운 네임을 탄생시켰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기능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대학명 개발

2005

한국기능대학의 네임 변경 프로젝트로, '기능'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

지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부각할 수 
있는 'Polytechnic(종합기술전문학교)'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만도

'풋루스EM'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1

한라만도 그룹의 전기 자전거 브랜드 풋루스EM의 브랜드 네임 및 
BI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자전

거 바퀴에 영감을 받아 굴러가는 바퀴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풀어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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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전라남도

'솔라시도(SolaSeaDo)' 기업도시 브랜드 네임 개발

2012

전라남도 영암과 해남에 위치한 해양스포츠와 레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찬란한 
태양(Solar)과 바다(Sea)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음계와 함께 연
상시킬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현대자동차

'롤링힐스' 브랜드 네임 개발

2005

현대/기아 자동차의 호텔 레지던스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
자연 속의 낮은 구릉지들이 눈앞에서 연속해서 펼쳐 보인다'는 이미

지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현대/기아 자동차의 역동성과 호텔에서의 
휴식과 힐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SK에너지

'ZIC' 브랜드 네임 개발

브랜드 시스템 컨설팅

1995 / 2014

SK의 대표적인 윤활유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21C(21세기)'
를 영문 이니셜로 형상화하여 미래지향성과 시장을 이끌어갈 대표성

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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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KEB외환은행

BI 리뉴얼 개발

2011

외환은행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 모티프 개발 
프로젝트로, Special, Dynamic, Detail 3가지 컨셉을 기업 아이덴

티티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모티프 디자인과 CI 어플리케이션에 담
아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진에어

'플라잉리본' 사명 개발

CI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5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설립한 1318 문화 컨텐츠 기업의 
사명과 CI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에게 컨텐츠를 통한 세계

여행으로 꿈을 심어주는 컨셉을 담아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중외제약

'jw 중외제약' 사명 개발

CI 디자인 개발

2011

중외제약의 사명 리뉴얼 프로젝트로, 중외제약의 영문 이니셜을 활
용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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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청정원

'카레여왕' 브랜드 네임 개발

2009

청정원에서 런칭한 프리미엄 카레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유
럽 고급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100% 우리 쌀 첨가를 통해 
차별화된 카레의 맛을 마치 여왕처럼 즐길 수 있다는 컨셉으로 풀어

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의왕시

' 레솔레파크' 브랜드 네임 개발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개발

2018

의왕시에 위치한 '왕송호수공원'의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로, 철
도 박물관이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왕송호수를 
'Rail(철도) + Sol(해) + Lake(호수)'의 의미를 담아 더 즐겁고 생동

감 있는 음계의 이름으로서 풀어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브랜드 네임 개발

브랜드 슬로건 개발

2012

태권도진흥재단이 무주에 건립한 태권도 종합 리조트 네임 개발 프
로젝트로, 태권도를 통해 심신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체인지'라는 컨
셉을 바탕으로 메인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 명칭 시스템 및 
슬로건을 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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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야쿠르트

'티클라우드CC' 브랜드 네임 개발

2010

한국야쿠르트의 프리미엄 골프 리조트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구름 위에서의 티샷'이라는 컨셉을 담아 리조트를 방문할 고객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빙그레

'매운콩 라면' 브랜드 네임 개발

2002

빙그레가 매운맛 라면 시장에 진입하고자 야심 차게 내놓았던 브랜

드로, '콩'기름으로 면을 튀겨 뒷맛이 고소하고 건강한 매운 맛을 전
달하고자 직관적인 워드를 결합시켜 신라면과의 차별화된 컨셉을 
전달했습니다.

Client
Scope
Year

Issue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테마파크 브랜드 네임 개발

2014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 브랜드 네임 개발 프로젝트로, '경마'가 주는 
경쾌하고 활력 있는 이미지와 함께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테
마파크로서의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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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 산업별 실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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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 innovation' 사명 개발

SK주식회사

'SK인천정유' 사명 정립 컨설팅

한화그룹 브랜드 전략 컨설팅,
글로벌 금융 통합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SK이노베이션 
'SK energy' 사명 정립 컨설팅

SK주식회사

엔진오일 'ZIC' 브랜드 네임 개발

교보생명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 정립 컨설팅

SK이노베이션 
'SK lubricants' 사명 개발

한화투자증권 HTS 브랜드 
'부메랑'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국증권전산

코스콤 브랜드 시스템 컨설팅

LG칼텍스가스

'E1' 사명 개발

대한투자증권 PB 서비스 브랜드 
'클래스원'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우리투자증권  통합 서비스 브랜드

'원'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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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에너지

외환은행 Visual Communication Motif 
및 CI 어플리케이션 개발

극동도시가스 
'예스코' 사명 개발

GS자산운용 투자상품

'골드스코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다음- LG화재 
'다이렉트원' 사명 개발

SK E&S 
'코원에너지서비스' 사명 개발

금융미디어 기업 
'골드파로스' 사명 개발

KDB대우증권 PB 서비스 
'케사르 클래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SK에너지 매연저감장치

'에코닉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삼성카드 
'숫자카드' 브랜드 시스템 컨설팅

IBK캐피탈 대출상품

'휴우론'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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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폴리텍대학 대학명 개발

CJ 교육전문기업 
'CJ EDUCATIONS' 사명 개발

튼튼영어 영어전집

'잉글리C' 브랜드 네임 개발

(주)정교 원격교육연수원

'티처원'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두산동아 수능 마무리 문제집 
'수능샤워'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두산동아 수능 참고서

'나와! 수능'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웅진 세계 창작 동화 
'앙뜨북'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웅진 세계 명작 동화

'토토리세계명작'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초· 중등 온라인 교육

'지니어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상그룹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

'더체인지' 사명 개발

이루넷 영어전문학원

'스와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에듀케이션즈 유아동 학습 프로그램

'나는생각' 네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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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건강

아워홈 급식 서비스 
'행복한 맛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북엇국 전문점 프랜차이즈

'듬북담북'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전라남도 천일염 
'천혜보금'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하림 프리미엄 친환경 닭고기

'자연실록'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하림 블랙라벨 닭고기

'천년옛닭'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청정원 프리미엄 웰빙햄

'우리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제일제당 
'쁘띠첼' 브랜드 네임 개발

담양한과 브랜드 전략 컨설팅

속초웰빙저염젓갈 
'바다해�속삭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빙그레 
'매운콩 라면'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담양한과 수출용 일상한과

'아름다과' 브랜드 네임 개발

동원 F&B 차음료 
'좋은차 이야기'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ompany Credential Others / 산업별 실적 모음 47



식품 / 건강

제주 광어 패밀리 브랜드 
'아이해브'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유한양행 건강기능식품 
'Tru+h 트루스' 브랜드 네임 개발

청정원 유기농제품 패밀리 브랜드 
'오푸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 프레시안 
'주부 초밥왕'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상웰라이프 홍삼 건강기능식품

'홍의보감' 브랜드 개발

제일냉동

'모닝웰' 사명 개발

롯데제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아이작'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국야쿠르트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코코브루니'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상사료

'대상팜스코' 사명 개발

풀무원 푸드서비스 전문 브랜드 
'바른선'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이디야 커피 원두스틱

'비니스트25' 브랜드 네임 개발

CJ프레시웨이 푸드서비스 전용 카페

'모닝해즈'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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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건강

마니커 프리미엄 친환경 닭고기 
'닭터의 자연'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일동후디스 트루맘 프리미엄 분유 
'트루맘 뉴클래스' 개발

일동후디스 분유 
'트루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서울대학교 리얼 초콜릿

'슈아드렌'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화리조트 케이터링 서비스 
'푸디스트'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국 야쿠르트 
'한진생 홍삼정'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상 청정원 
'맛있는 밥&엔'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임실군 치즈 공동 브랜드 
'임실N치즈'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화덕피자 전문점 
'핏제리아'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트루나스 동결건조식품 
'트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림수산 
'선&선' 브랜드 네임 개발 및 컨설팅

빙그레 아이스크림 
'투게더 클래스' 개발

한국야쿠르트 프리미엄 원두커피

'산타페 일러스트' 개발

한국SB식품

'골드스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웅진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다채움 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상 청정원 칼로리 조절식품 
'칼로리 도우미'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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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중외제약 렌즈케어 패밀리 브랜드

'프렌즈'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주)중외 'JW생명과학' 사명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L하우스', 'S하우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FCB 파미셀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JW중외제약' 사명 개발

FCB 파미셀 성체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베링거인겔하임 다리 케어 전문제품

'엘리스탁스' Key Visual Design 개발

JW 중외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FCB 파미셀 글로벌 줄기세포은행

'투웰브'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인피니트 헬스케어

글로벌 브랜드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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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가전

만도맵앤소프트

'엠앤소프트' 사명 개발

LG전자

'휘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국DTS
'다이모스' 사명 개발

신도리코

'芯都' 중국 사명 개발

대한지적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명 및 디자인 개발

삼성전자-도와(TOWA) 합작 반도체 장비 회사

'세크론' 사명 개발

린나이코리아 음식물잔반처리기

'비움'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시큐아이 CI 개발

KT파워텔 DBDM서비스

'듀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만도 마이스터 온라인 자동차 부품몰 
'오토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KT파워텔 DBDM 스마트폰

'더블 V'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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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텔레매틱스 네비게이션 브랜드 
'티툴'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다음 모바일 앱 
'스토리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헬스커넥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 홈쇼핑 화장품 냉장고

'프라움'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국토해양부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온나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삼성전자 버블샷 3
'Auto Dispense/Speed Dry' 세탁기능명칭 개발

안철수연구소

'안랩' 사명 개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스페이스엔'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삼성전자 청소기 
'Motion Sync' 개발

TG삼보 올인원 컴퓨터

'루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부동산 민원서비스 시스템

'일사편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삼성전자 스마트튀김오븐 
'웰빙튀김' 튀김기능명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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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가전

모바일 프린팅 서비스

'프린트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솔 그룹 전자 부품, 소재 기업

'한솔테크닉스' 사명 개발

통합화재감시 서비스 기업 현대인프라코어

'하이코어' 사명 및 CI 개발

안전행정부 통합납부시스템

'간단e납부'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LG전자 모니터 플래트론 글로벌 기술 통합 브랜드

'포르테매니저'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굿플 헬스케어기기

'顾普乐' 중국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모바일 앱 랭킹 서비스

'캘커타 랭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다음 모바일 커뮤니티

'캠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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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우미건설 아파트 
'린'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두산 위브 아파트

'트레지움'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미파슨스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 사명 개발

신원종합개발 아파트

'아침도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현대 기아자동차 호텔 레지던스

'롤링힐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베스트하우스 최고급 주거 브랜드

'컬리넌'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풍림건설 주상복합

'스페이스본'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청계천 비즈니스 센터

'센터원'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미글로벌 건설사업관리서비스

'마에스트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성원건설 백화점

'LIOL'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동양고속건설 아파트

'파라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우건설 천안신도시

'헤르메카'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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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제주 해비치 리조트 
하위 시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강원랜드 종합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경남기업 베트남 하노이 레지던스

'칼리다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롯데건설 서해안리조트

'골든스카이'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강화 조선온실 미로공원

'온새미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강화약쑥특구 약쑥테마공간

'아르미애월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건설 골프클럽

'해슬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인천 하얏트리젠시 호텔 엔터테인먼트 Bar 
'비(Vy)'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테마파크 
'태권도원'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한국마사회 테마파크

'렛츠런파크' 브랜드 네임 개발

강원랜드 카지노 VIP전용 클럽

'써미타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레저 / 관광

한국야쿠르트 골프CC
'티클라우드CC'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부산 성지곡 동물원

'더파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용인시 해솔리아 컨트리클럽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명리조트 VVIP 콘도

'소노펠리체'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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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패션

뉴빛 글로벌 휴대폰 케이스 브랜드 
'CZYZ'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제일모직 갤럭시 프리미엄 라인

'갤럭시 수젤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듀오백코리아 사명 개발

한국화장품 한방발효화장품

'효움'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정우성 패션 브랜드

'비하인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동서산업 프리미엄 위생도기

'아일릿'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변정수 패션 브랜드 
'엘라호야'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엘리트학생복

'The Fresh Look' 슬로건 개발 

파루 내츄럴 케어 제품

'엔 에이트'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도 천연 화장품

'레오롬'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다음 커뮤니케이션 멀티포인트카드

'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린나이코리아 주방가전 패밀리 브랜드

'쎄인트웰'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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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패션

BMCG 버티컬 강화 유리

'글라픽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플랫슈즈 전문 브랜드 
'바바라' BI 리뉴얼

파크랜드 감성패션웨어

'제이브룩스'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대명광학주식회사 프리미엄 안경 렌즈 
'휴렌'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질 바이 질스튜어트 
BI 및 모티프 디자인 개발

예지미인

'예지천사' 유아용품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CJ GLS 글로벌 브랜드 슬로건 및 
Visual Motif 개발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 BI 개발

엔프라니 기능성 화장품

 '래스티안' 브랜드 개발

패션 와이셔츠

'MAIUSCOLO'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쌍방울 감성내의

'이끌림'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시스코 고품격 화상기반 생활문화 서비스

'마스터벨'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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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패션

한화그룹 물류전문기업

'웰로스' 사명 개발

스포츠마스크 전문 브랜드

'나루마스크' CI 리뉴얼

한성에프아이 
어덜트캐주얼 올포유 브랜드 컨설팅

현대카드 
'프리비아' 서비스 브랜드 개발

대상그룹 환경전문기업

'그린스코 ' 사명 개발

세풍제지

'페이퍼코리아' 사명 개발

Company Credential Others / 산업별 실적 모음 58



방송 / 인터넷 / 게임

네이버 & 한게임

'NHN' 사명 개발

EA스포츠코리아

'피파온라인3' 네이밍 정립

지상파DMB 플랫폼

'유원미디어' 사명 개발

KBS 무료지상파디지털서비스

'코리아뷰'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다음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전략 및 시스템 컨설팅

네오위즈게임즈 온라인 슈팅 게임

'바이퍼 서클' 네임 개발

위메이트 글로벌 온라인 게임

'크림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중앙일보 자회사 IS플러스

'제이콘텐트리' 사명 개발

게임파크홀딩스 글로벌 휴대용 게임 기기 
'카누'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예당온라인

'와이디 온라인' 사명 개발

GSP 인터랙티브 글로벌 게임 포털

'요잇'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인프라웨어 글로벌 모바일 게임 포털 
'지미닛'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인프라웨어 자회사

'엔젤스톤' 사명 개발

온네트 온라인 골프 게임

'위닝펏'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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