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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USINESS AREA

VALUES OF COSTUD

커스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상황이 모두 다르듯, 커스터드의 프로세스도 가변적입니다.
고객사의 규모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고객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커스터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정답은 고객입니다.

Flexible 커스터드는 유연하게 사고합니다.

커스터드는 브랜딩의 다양한 필드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국가기관 등 대형 프로젝트 부터 
스몰비즈니스의 브랜딩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여 커다란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perience 커스터드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강력하게 자리잡으면, 그에 따른 마케팅·홍보 등의 프로세스 또한 강력해집니다.
커스터드는 강력한 브랜드 전략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네이밍 및 디자인을 확립한 후 특허로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다양한 매체 툴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Powerful 커스터드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더 오래 가고
더 가치 있는
브랜딩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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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경험이 모여 고객감동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4배 더 강력한 브랜딩

커스터드 브랜딩은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그룹입니다

브랜드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커스터드 브랜딩은 
강력한 브랜드 전략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네이밍 및 디자인을 확립한 후 특허로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다양한 매체 툴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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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E YEONG

communicare.co.kr

hyangel@naver.com

BRAND
SLOGAN

CONCEPT
STORY

부를수록 들을수록 쌓이는 가치
전략적으로 Verbal Branding

오랫동안 다져온 Total Verbal Strategy이 노하우를 통해 보다 파급력 있고
감성적인 소통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케어(CommuniCare)는 고객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고객사의 고객을 규정하여 남다른 언어의 발견과 창의적 
전략을 통하여 차별화된 비즈니스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mmuniCare

VISION
Vebal이라는 씨앗을 통해 기업, 제품, 서비스 아이덴티(Identity)의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 컨설팅으로 브랜드의 무성한 잎과 줄기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욕구에 맞는 맛있는 브랜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어(CommuniCare)의 세심한 서비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BUSINESS AREA
기업 | B2B | 금융| 교육 | 공공기관 | 의료기기 | 

아파트·문화공간·호텔 식품·건기식·음료 | 패션·건강·생활용품 | 

화장품 | 제약 | 전자 | 골프장

PORTFOLIO

삼성디스플레이의 Display Component
브랜드 개발

페렌나 (Perenna)

상품분류 09
출원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출원일자: 2019. 01. 25

앤디포스의 APF 필름 브랜드 개발

지벤트(ZIVENT)

상품분류 17
출원인: (주)앤디포스
출원일자: 2019. 09. 18

Rich & Co의 The Black VIP 센터명
브랜드 개발

밴타블랙 (Vanta Black)

상품분류 35 36
출원인: 박정환
출원일자: 2018. 11. 22

LG CNS 로봇 서비스 브랜드 개발

오롯(Orott)

상품분류 0942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출원일자: 2018. 06. 01

LG CNS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브랜드 개발

Cityhub

상품분류 09 38 39 42...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출원일자: 2018. 07. 02

LG CNS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브랜드 개발

클라우드엑스퍼 (CloudXper)

상품분류 09 35 36 38...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출원일자: 2019. 02. 28

쿠쿠홈시스(주)의 청정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개발

인스퓨어 (inspure)

상품분류 11
출원인: 쿠쿠홈시스 주식회사
출원일자: 2018. 08. 31

유한킴벌리 헬스케어의 감염예방
의료 통합브랜드

힐더스 (HealDers)

상품분류 10
출원인: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출원일자: 2019. 08. 06

롯데칠성음료(주) DIY 농축주스 
브랜드 개발

페렌나 (Perenna)

상품분류 32
출원인: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출원일자: 2017. 11. 24



PUBLIC RELATIONSHIP
THE PUBLIC CONTENTS

NEW MEDIA CREATE
BUSINESS AREA
PUBLIC RELATIONSHIP - TV CM, Corporation Film, Viral, 유튜브 PR 콘텐츠, 전시 이벤트 영상 제작

THE PUBLIC CONTENTS - WEB DRAMA, 예고편 티저/타이틀, 디지털 극영화, M/V, SNS MEDIA 콘텐츠, 공연 영상 콘텐츠 제작

NEW MEDIA CREATE - 멀티미디어 콘텐츠, 3D 디지털 입체 영상,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제작

UI·UX 기획/제작, 360 VR HMD 콘텐츠 기획/제작

KIM UK JOONG

경쟁력 있는 브랜드, THE STORY가 모든것을 도와드립니다.
THE STORY는 A New Way Of Communic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동 노력의 영역에서 보다 앞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의뢰를 하는 것은 고객이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더 많이 기대하는 것은 저희일것입니다.
 THE STORY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가능성, 그 든든한 약속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storycomm.co.kr

storyfilm0204@gmail.com

현대카드 MUSIC it tracks Vol. 1
갤럭시 익스프레스 'Oh Yeah! 오예!' 편

PORTFOLIO

숙취해소제 울트라신 CF_ㅈ신차려 편뉴스킨 CF_김자인 편

경기도 미래산업정책 홍보영상 삼양바이오팜 홍보영상 tvN 울지않는 새 Teaser 30s

tvN 오나의귀신님 Teaser_로맨스 편 30s 한국수력원자력 행사영상WCG 2020 Making Video



PARK SO HYUN

BRAND
REGISTRATION

sarangip.com

mailbox@sarangip.com

성장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함께 만듭니다.
사랑특허는 기업의 특허 파트너로서 기업의 미래에 함께합니다. 
특허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챙기겠습니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CORE VALUES
CARENESS

철저히 기업 입장에서, 지식 재산권 확보와 관리를 챙깁니다.

OUTSTANDING

전문가 이상의 탁월함을 가지고, 명확하고 분명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INSIGHT

전략 컨설턴트로서, 산업 전체 동향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중국 특화

해외 국제등록에 매운 많은 경험과 상표 디자인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ERVICE
IP 컨설팅 - IP 포트폴리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 등록전략 | 회피전략 | 조사분석 | 기술가치평가

IP 등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국내 및 해외 등록 | 엄선된 해외 네트워크

IP 분쟁 - 정보제공 | 이의신청 | 등록무효·취소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양도협상 | 사용금지요청 | 자문 | 감정 | 침해소송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 수출바우처 | RIPC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서울기술보호지원단 | 경기기술보호지원단 | 하남 IP 닥터

시스템 - 비대면 미팅 시스템 | 자체 개발 케이스 관리 시스템 | 고객사 케이스 스터디

CLIENT



www.wepas.com

webmaster@wepas.com

TRENDY WEBSITE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ONLINE MARKETING 웹파스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중심에서 폭넓은 최상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최신 기술 접목과 디자인 트랜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웹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 기준 디지털 에이전시 분야 10위 안에 랭크된 20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된 웹제작 전문 회사로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사업 번창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웹서비스 분야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최선을 다해 이끌어줄 능력 있는 웹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JUNG BYOUNG HO

WEB BUSINESS PARTNERS -WEPAS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전문성이
바탕으로 한 웹서비스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웹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웹파스는 고객과 함께 최선을 다해 
능력 있는 웹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BUSINESS AREA
홈페이지 제작 - 최적의 마케팅 수단 홈페이지, 이익창출을 극대화 시켜드립니다.

쇼핑몰 제작 - 귀사의 쇼핑몰 매출! 웹파스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솔루션개발 - 인터넷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웹기반 프로그램 기술로 구현해드립니다.

호스팅 -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하자/유지보수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PORTFOLIO



PORTFOLIO

CORPORATE IDENTITY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TYPOGRAPHY

JUNG SEUNG HO

tibranding.com

jsh@tibranding.com

퀄리티가 차이를 만듭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명확한 아이덴티티 전략과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티브랜딩은 체계적인 브랜드이미지를 기획하고 완성합니다. 

기업 또는 제품의 이미지는 일관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수 있습니다.

티브랜딩은 브랜드이미지를 마케팅 접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Directors Portfolio

POSCO ICT Integrated Solution

Business Identity Design

SAMSUNG SDI Visual Identity Design AIR BUSAN Visual Ident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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