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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브랜드기획으로 브랜드의차별화된가치를만들어 드립니다







“ 브랜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브랜드 가치를 창 조 하 는
전 문 브랜딩 컴퍼니 테이콘C & C



브랜딩
디자인패키지

로고 및 심볼 디자인, 홈페이지,

리플렛,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 옥외광고 및 실내디자인

패키지 DESIGN

브랜딩
스토리패키지

슬로건, 카피라이팅

스토리텔링 시즌별 컨셉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개발

브랜드 스토리 테마 발굴

브랜딩
마케팅패키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도기사 배포 등

마케팅 컨텐츠 개발 및

채널 운영 월별 REPORT

Design Story Marketing

디자인패키지+스토리패키지+마케팅패키지+브랜딩 전반 종합 CARE

브랜딩종합패키지



항목 브랜딩 내용

브랜딩 정립 브랜드 설립 배경 및 핵심 스토리텔링 구축

브랜딩 디자인 디자인 identity 개발에 따른 디자인 매뉴얼 수립

브랜딩 언어 브랜딩 고유 색깔과 가치가 담긴 언어 개발

브랜딩 마케팅 브랜딩 전략에 맞는 마케팅 채널 및 운영 진행

브랜딩 구축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언어와 이미지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여론관리 지속 진행

테이콘브랜딩시스템
TAKON Branding Nation



단계 세부 내용

분석합니다 브랜딩 수립 및 확장 VISION에 맞는 소비 키워드 추출

말을 바꿉니다
[소비자의 언어]에서 [브랜딩 언어]로 단어 교체 및 슬로건 개발

*브랜드만의 고유한 언어체계 수립

얼굴을 만듭니다 고유한 브랜드 디자인 및 컬러, 패턴의 개발

목소리를 만듭니다 톤앤매너 수립 (브랜드의 화자)

대화를 시작합니다 목표 타겟이 유입될 수 있는 마케팅과 채널 운영의 시작

테이콘브랜딩시스템
TAKON Branding Nation



단계 세부 내용

시장조사 경쟁력 있는 호텔 정체성 수립을 위해 세밀한 시장조사

네이밍 제안 호텔의 감각과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 슬로건 기획개발

CI / BI 로고 디자인 기획/제작

마케팅 설계 홍보방향 구체화 및 마케팅 채널 설계

실행 일정 수립 사전 런칭 마케팅 진행 및 LIVE / 언론보도 등 PR

마케팅 실행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채널

컨텐츠 업로드 및 홍보채널 가동

런칭 프로모션 사전 예약 접수 및 런칭 프로모션 기획/진행

테이콘브랜딩단계별세부진행내용
TAKON Branding Nation





크리비아_의류

∎ Company
크리비아

의류기업 크리비아의 신제품 런칭 마케팅 및 상세페이지, 브랜딩 기획 총괄 진행
홍보영상 제작, 제품 심볼 및 네이밍 기획, 슬로건 기획, 컨셉 기획, 상세페이지 제작, 크라우드 펀딩 진행

∎ Info.
올바른 신제품 라인 출시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및 종합 마케팅 기획 운영 진행

Reference



CJ라이온 코리아_온라인 브랜딩

∎ Company
CJ라이온 코리아

CJ라이온 코리아의 주방세제 및 세제라인 신제품 출시
온라인 마케팅 총괄 진행

∎ Info.
신제품 출시 온라인 마케팅 총괄 진행

Reference



키블랭크 _ 청담동 모듈팟

∎
Company
키블랭크

∎ Product Title
청담동 모듈팟

서울 핵심 소비지역 청담동에 위치한 문화체험 모듈형 카페
내부 인테리어 기획 및 운영 매뉴얼 전체 사업 기획 및 홍보/마케팅 진행

∎ Develop Period
2017년 ~ 현재 진행 중

∎ Info.
카페 비즈니스 사업 기획

Reference



부산지방경찰청 _ 캠페인 마케팅

∎ Company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의 교통 안전 캠페인 시리즈 기획 및 제작
초등학교, 고등학교, 경찰관내, 택시조합 등 교통교육 영상 진행

∎ Info.
교통 캠페인 영상제작

Reference



2018 대학로 페스티벌

∎ SNS Title
2018 웰컴 대학로

온라인 마케팅 활동 – 대학로 상성 뮤지컬, 넌버벌 퍼포먼스, 뮤지컬, 연극 등 41개 작품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스토리텔링 컨텐츠 디자인 개발 및 업로드 진행

∎ SNS Info.
대학로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 확산

∎ 주최/주관
한국관광공사

Referenc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보를 알리고 박람회 참여 디스플레이 전시 및 종합 브랜딩 마케팅 총괄 기획

∎ SNS Info.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소식 및 프로모션

∎ 주최/주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Reference

다양한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3개월만에 팔로워 1,000명 이상
총 노출 1,000,000(100만)회 이상

채널로 성장



성산명가 _ 육고기 브랜드

∎
Company
성산명가

∎ Product Title
브랜드 전체

브랜드 실내외 인테리어 및 브랜딩 디자인 정비 및 임직원 서비스 교육 / 온라인 마케팅
심볼 및 로고 디자인 개발 총괄 브랜딩 책임 진행

∎ Develop Period
2019년 ~ 현재 진행 중

∎ Info.
식당 및 브랜드 디자인

Reference



천호식품 _ 본죽과 ‘진짜배즙’ 제휴판매 진행

∎
Company
천호식품

∎ Product Title
진짜배즙 판매 제휴

천호식품 신사업개발팀에서 PM으로 진행한 전국 1500개 대리점을 보유한 ‘본죽’과 상품 유통 제휴.
1년 이상 장기 진행 건으로 천호식품 - 진짜배즙 100만 팩 이상 판매.

∎ Develop Period
2016년 1월 ~ 2017년 6월(진행중)

∎ Info.
건강식품 브랜드 제휴 시너지

Reference



현대리바트 온오프 통합 IMC캠페인

∎ Client
현대리바트

∎ Campaign Title
친환경가구 사용 캠페인 ‘제로캠페인’

캠페인 활동 - IMC 캠페인 기획/캠페인 캐릭터 개발/디지털 미디어 개발(프로모션Site)/컨텐츠 제작(동영상)/육아, 
인테리어 커뮤니티 온라인 바이럴 진행(SNS채널 운영)/온라인AD진행(구글GDN)/오프라인 프로모션 진행

∎ Campaign Info.
친환경가구 사용 권장

Reference



현대리바트 소셜미디어 SNS 운영

∎ Client
현대리바트

∎ SNS Title
생활에 리바트를 더하
다

SNS 활동 – 블로그,페이스북,오픈캐스트 운영/커뮤니케이션 컨셉 기획/채널 이벤트 운영/생활정보, 인테리어 커뮤
니티 온라인 바이럴/온라인 AD광고 진행/파워블로거 기자단 운영/웹진발행

∎ SNS Campaign Info.
가구 및 생활정보 제공

Reference



호텔프랜차이즈 _ 사업기획

∎ Client
호텔프랜차이즈

호텔 프랜차이즈 전반 사업기획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브랜딩 과정 종합 진행

∎ Campaign Info.
브랜딩 매뉴얼 수립 및 사업기획

Reference



카페 프랜차이즈 _ 사업기획

∎ Client
카페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전반 사업기획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브랜딩 과정 종합 진행
온라인 마케팅 및 오프라인 프로모션 종합 기획 진행

∎ Campaign Info.
브랜딩 매뉴얼 수립 및 사업기획

Reference



브랜딩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

국방부, 신라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등
브랜딩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 진행

Reference



테이콘 브랜딩 아카데미 운영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브랜딩 아카데미 운영

Reference



한식당 3D시뮬레이션 인테리어 구성
(모든 디자인 제작물 진행)



종합 패키지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심볼 개발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개발)



종합 패키지 브랜딩 디자인 개발
(제품 본품 컬러 디자인 개발 및 패키지 개발)



종합 패키지 브랜딩 디자인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상 수상작)



제품기획 및 제품개발 총괄 디자인 진행
(제품기획 및 상품판매 홍보 디자인 전체 진행)



부산시 디자인 굿즈
(부산경제진흥원 및 디자인스토어 협약 상품)



Client

‘학계 전문 컨설팅’ 및 ‘체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기획’으로

브랜드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