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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at CONTENTS & Digital Marketing



유콘은 오프라인마케팅에서 시작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마케팅, 상품기획 및 신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경험한,

평균 12년차 마케팅경력의 핵심멤버가 모여 만든 “NO1.디지털마케팅 & 콘텐츠 솔루션컴퍼니” 입니다.

클라이언트 목적과 문제해결에 적합한 전략설계 및 운영역량보유 

-  광고상품세일즈가 아닌 꼭 필요한 맞춤마케팅Tool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  3개의 Service Unit별 우수하고 다양한 레퍼런스 250여개 보유 

-  비용대비효과, 기획대비운영, 소통측면 고객만족도 90%, 계약연장률 88%

영상콘텐츠, 브랜드콘텐츠, SNS콘텐츠 등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전문 역량보유

-  동영상, 이미지(포토,카드뉴스), 웹툰 등 차별화된 SNS/바이럴 콘텐츠기획 

-  브랜드/상품 상세페이지 기획, 브랜드 로고부터 상품패키징 원스톱 컨셉팅

-  광고홍보영상(실사, 모션, 3D 등), 유튜브영상 및 채널마케팅 기획

KPI & 데이터 분석 역량 보유 

-  인지, 선호, 유입, 전환, DAU, UV/PV 등 사업목적별 KPI 지표

-  가설>테스트>리뷰>반영>DOING 로직의 애자일 드라이빙 추구 

-  담당 PL 매칭을 통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자체 PB운영을 통한 사업기획 전문역량 보유 및 컨설팅 지원 

-  자체 교육여행BIZ, 전문인플루언서 서비스 운영 등 사업기획 역량

-  정부지원사업, B2G 사업 수행 사례 다수 보유 

-  사례기반 정기적인 내부 스킬업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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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획.제작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애니메이션, 3D, 실사 등) 

* 기획부터 촬영, 연출, 편집 one-stop 진행

* 현장 라이브 중계, 온라인 강의 등 

* 기업 유튜브영상 기획제작

* 1인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기획 

* 유튜브 영상광고 및 마케팅 등

* 채널개설부터 영상기획, 운영 one-stop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CI & BI)

*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브랜드 스토리, 캐릭터 등 

* 퍼스널 브랜딩 및 기업 브랜딩

* 웹툰,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등 

* 광고디자인(웹/앱/옥외 등)

* 웹/편집 디자인(상세페이지, 카달록, 출판물 등)

* SNS 채널기획 및 운영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 SNS 분석 및 채널전략 수립

* 카드뉴스, 배너, 이벤트 진행

 * SNS 스폰서 광고

* 기자단, 체험단 운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 키워드매칭포스트노출 등

* 서포터즈 운영

* 기타 바이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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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unit

영상

브랜딩

인플루언서

디자인

유튜브 SNS



홈페이지 구축 상품패키지캐릭터브랜드 어플리케이션BIㆍCI 광고디자인

“브랜드는 고유명사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브랜드의 이야기가 있고 브랜드의 의미, 특징, 개성과 브랜드의 색깔이 있습니다. 

 왜 어떤 브랜드는 뜻을 갖고 태어나서 의미없이 소멸하고 어떤 브랜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까요? 

BRANDingㆍDesign Creative

BRAND IDENTITYㆍApplication

BRAND Communication

BRANDㆍDESIGN

Ability

* 브랜드 콘텐츠 최적화 설계                                                                                      * 브랜드 아이덴티티 &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 브랜드 상세페이지 기획 (플롯구성, 스토리, 카피, 이미지, gif, 영상세팅 등)          * 브랜드 홈채널 최적화 세팅 (웹페이지, 사이트, 랜딩페이지 등)

* 브랜드 스토어 (자사몰 구축 컨설팅, 구축기획)                                                       * 그 외 업체별 맞춤형 브랜드콘텐츠패키지,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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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ㆍARㆍVR라이브 방송촬영편집유튜브 영상영상기획 유튜브 채널운영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입니다.”
미디어는 개인의 연결을 넘어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소비의 중심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콘텐츠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직관성과 리얼리티 기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ㆍ유튜브

Ability

* 영상 기획.제작 (타이포, 일러스트애니, 3D, 실사 등)

ㆍ영상 촬영.편집

ㆍ유튜브 영상

ㆍ유튜브 채널 기획 및 운영

ㆍ라이브 방송 및 라이브커머스

ㆍARㆍVR 

Total Video CONTENTS

YOUTUBE(영상 & 채널세팅 & 운영)

Live broadcast(Youtub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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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LIVE



“가치있는 경험을 팔아라.”
소비자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고민하지말고, 어떤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SNS ContentsㆍMarketing

SNS Channel PlanningㆍOP

InfluencerㆍViral Marketing

SNSㆍVIRAL

Ability

서포터즈기자단ㆍ체험단SNS채널운영SNS콘텐츠 

(블로그, 인스타, 페북, 틱톡 등)

인플루언서 바이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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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A B C

*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체험단 기획 및 운영

* 각 분야 프리미어급 인플루언서 25,000명 보유

* 소셜 FGI를 통한 제품개선 및 서비스 알파테스트 체험단 기획 운영

* 브랜드 서포터즈 기획 및  운영

* 블로그, 인스타 등 SNS콘텐츠 기획제작

* SNS 채널전략 수립 및 운영

* 인플루언서 및 바이럴마케팅

* 그 외 새로운 체험 및 경험마케팅 기획 웰컴



Organization Chart
유콘의 조직은 사선형(미끄럼틀 구조)을 지향하며 유연하지만 강합니다.   

자율을 강조하며 일의 초점을 알고 넓은 외연확장성을 갖고있습니다. 

TQM
(Total  Quality

Managing)

MP
(Marketing
Planning)

BS
(BIZ

Support)

교육
여행
BIZ

FP
(Financial
Planning)

브랜딩

디자인

영상

유튜브

바이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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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BIZ
Unit 1

BIZ
Unit 2

BIZ
Unit 3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일을 합니다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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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멤버
유콘은 각 분야를 전문리더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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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통합마케팅 -MACK- 
디지털마케팅

-OHBONE- 

브랜드

-PANY- 
SNSㆍVIRAL

-BERRY- 

영상 

-SAM- 

유튜브

-BOBBY- 

디자인 -PAUL- 



주요멤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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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 S전자+C일보+W사 e-Contents

   제휴공동사업 진행(3년) 

* 이러닝, 오디오콘텐츠, 전자책, 앱 등

   W사 디지털콘텐츠사업 기획 및 총괄 

   W사 스토리빔 론칭 마케팅 총괄 

* 언론홍보, SBS PPL, 온라인바이럴,

   GS홈쇼핑 등 광고홍보총괄

* 농심 “쥐머리새우깡”

   위기관리마케팅 TFT팀장 

* 가수 호란+노희경 작가

   <사랑하지않는 자는 모두 유죄>

   북OST 마케팅 기획 및 진행

現 유콘㈜     대표이사

前 W사          혁신팀장

   W사         디지털사업국장
             (e-Contents IMP 대표)

   W사          광고홍보팀장

   W사          마케팅팀장

前 M사           마케팅기획팀장

*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만 에코뮤지엄,

   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강남구청 등

   다수 공공기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구몬학습, 교원,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뉴턴(과학잡지) 등 교육업체 다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 뚜레쥬르, 정관장, BTS, 하이네켄, 청정원,

   한불모터스 등 라이프 외 분야 다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하나로의료재단, 강남루덴스치과 등

   의료분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現 유콘㈜        SNS 총괄팀장

前 베리베리
콘텐츠                      대표

소셜엠씨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이엠넷               광고운영팀 사원

* 2014인천아시아게임 엠블렘 공모전 은상 

* 한국디자인진흥원주최 패키지
   Good Design 선정 

* 한일투자신탁 주최 CI공모전 우수상

*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런칭 캠페인

* 안철수연구소 광고홍보 캠페인

* 엔트리브 게임회사 CI 디자인

* VEROCI 미국자동차용품유통회사 BI 디자인

* 인산협동조합 중앙회 VIP용 선물 BOX

* 삼정펄프 리빙데코 패키지

* 외환은행 나눔재단 소식지 외

* 다수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브랜드 & 디자인 개발 컨설팅

現 유콘㈜        브랜딩 총괄이사

前 이얼싼
중국문화원    디자인홍보팀 실장

울림커뮤니
케이션즈         크리에티브 디렉터

토마토 커뮤
니케이션즈    디자인 실장

* 16 업종 / 70여개 업체
   온/오프라인 광고 전 담당자

* 강남 J성형외과 TFT팀 총괄

* 쇼핑몰 R사 TFT팀 총괄

* 반려동물쇼핑몰 I사 TFT팀 총괄

* 건강 J사 TFT 광고운영 팀원

* 가구 L사 TFT팀 기획/제안 팀원

* E커머스 W사 온라인 광고 TFT팀 팀원

* 여성의류 쇼핑몰 M사 운영 (2년)

現 유콘㈜         BOP 총괄 본부장

前 E사
(온라인광고대행사)     브랜드TFT팀 대리

    P사
(온/오프광고대행사)    운영본부 본부장

    M사
(여성의류쇼핑몰)         대표

Mack BerryPanyOhbone



주요멤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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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 만들기

   CSR필름 제작

* 중소기업벤처부 K-Startup Week

   2019 서울편

* 포스코E&C 해피빌더 프로젝트

   CSR필름 제작 

* Kolon FnC 브랜드 UNSIGNED

   프로젝트 영상  제작 외 다수

   영상연출/촬영/편집 진행

現 유콘㈜     미디어영상 2팀 CP     

前 영상전문
제작자 & 
멀티미디어
작가 

한국종합
예술학교

멀티미디어
영상(석사)

Sam

* 와디즈, ITP 

   다수 프로젝트 디자인총괄 및 디자인

* 바디밥스, 머니백, 아이트립 등 

   다수업체 광고, 카드뉴스, 유튜브 썸네일, 

   상세페이지 등 디자인총괄

* 쎌토 Toy상품 디자인,

   농협하나로클럽 등 

   다수 제품디자인 및 편집디자인

* 다수 프로젝트 

  웹툰, 일러스트 작화 

現 유콘㈜                디자인팀장

前 S사              디자인팀장

    E사                디자이너

                     
                      건양대 시각디자인
                      학과(학사)

Paul

* W사 4대 홈쇼핑 제품 런칭  및

   마케팅 담당(3년)

* KAIST 크레이티브랩 참가 1위선정 

* W사 <넛지>, <심리학이 서른살에게

  묻다>등 20여종의 베스트셀러

  마케팅 담당

* 농심, 삼일제약등 기업 홍보 캠페인

   기획 및 진행

現 유콘㈜     마케팅 이사

前 W사            신규사업팀선임마케터

   P사           프로젝트 팀장

   U사           광고홍보 팀장

Bobby



전체 맴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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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Mack

You

Pany Bobby Ohbone

Sam Paul Rami Kui Joon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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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Reference  
브랜딩, 디자인, 영상, 유튜브, SNS콘텐츠, 바이럴 마케팅, 마케팅 전략플래닝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RAND
DESIGN

VIDEO
YOUTUBE

SNS
VIRAL

16

O-G-S-A-R-B

MARKETING Planning AD

VIDEO
YOUTUBE



ⅴ 브랜드 콘텐츠 최적화 설계 

ⅴ 브랜드 아이덴티티 &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ⅴ 브랜드 상세페이지 기획 (플롯구성, 스토리, 카피, 이미지, gif, 영상세팅 등)

ⅴ 브랜드 홈채널 최적화 세팅 (웹페이지, 사이트, 랜딩페이지 등)

ⅴ 브랜드 스토어(자사몰 구축 컨설팅, 구축기획) 

ⅴ 그 외 업체별 맞춤형 브랜드콘텐츠패키지,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진행

BIㆍCI application package

charactor blog 홈피 랜딩 page

스마트스토어

BRAND

DESIGN

BRAND Design BRAND Contnts

BRAND Marketing

DESIGN Creative

Site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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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1



ⅴ 영상기획.제작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애니메이션, 3D, 실사 등) 

ⅴ 기획부터 촬영, 연출, 편집 one-stop 진행

ⅴ 현장 라이브 중계, 온라인 강의 등

ⅴ 기업 유튜브영상 기획제작

ⅴ 1인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기획 

ⅴ 채널개설부터 영상기획, 운영 one-stop

ⅴ 유튜브 영상광고 및 마케팅 등

영상기획 영상촬영 영상편집

라이브방송 온라인강의 유튜브

유튜브마케팅

VIDEO

YOUTUBE

VIDEO Contents 광고홍보영상

행사ㆍ인터뷰 영상

유튜브 영상

LIVE

유튜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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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2

LIVE



SNSㆍ바이럴 Contents

ⅴ SNS 채널전략수립

ⅴ SNS 콘텐츠 포맷기획 및 콘텐츠 제작

ⅴ 카드뉴스, 웹툰, GIF,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 소스 기획 제작

    ㆍSNS 채널 세팅 및 연간 운영

ⅴ SNS 스폰서 광고 

ⅴ 기자단, 체험단, 이벤트기획 운영 등 

ⅴ 블로그, 카페 등 바이럴마케팅 전반  

SNS Contents 

SNS MarketingㆍAD
SNS콘텐츠

Viral Marketing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SNS광고 기자단

체험단

SNS

VIRAL

서포터즈 기타
바이럴마케팅

19

Product 3



MARKETINGㆍAD

ⅴ 마케팅 조사 분석 진단

ⅴ 마케팅 전략수립 

ⅴ 고객경로분석 및 설계 

ⅴ 랜딩전략

ⅴ 광고 분석 및 광고전략

ⅴ 기타 사업전략지원 

SAD 

STRATEGY Planning 
SAD

(조사.분석.진단)
전략수립 고객경로설계

랜딩전략 광고분석 광고전략

기타전략지원

MARKETING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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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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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럼 늘 깨어있고 새처럼 마음껏 노래하라

Logic 



Marketing
마케팅은 단순 노출에서부터 다수타깃그룹의 복잡한 유입, 랜딩설계까지 다양합니다. 

필요한 마케팅이 있는 경우, 니즈와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통합전략마케팅

(Full logic by UCONE)

SAD

Search Analysis Diagnosis

Strategy Planning Smart Operation

O-G-S-A-B-R Monitoring Review

Insight Report

Data Analysis

Planning Execution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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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5

※ 이 로직은 유콘에서 단순도식화한 로직이며, 구체적인 맞춤형솔루션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 노출방식 : 광고 / 채널바이럴, 프로모션

＊ 랜딩방식 : 타깃별 경로설계 (UX/UI, 콘텐츠)

＊ 유입방식 : 광고 / 채널 바이럴, 프로모션

＊ 전환방식 : 타깃별 경로설계 (UX/UI, 콘텐츠)

＊ Product Quality (구매, 사용만족도)

＊ Product UX

＊ Brand Marketing (브랜드취향.선호)

＊ CS

디지털마케팅 기본전략 플로우

(Logic by UCONE)

노출 랜딩

Marketing ZONE Brand ZONE

유입 전환 유지
(선호) (추천) (팬)

재구매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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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6

※ 이 로직은 유콘에서 단순도식화한 로직이며, 구체적인 맞춤형솔루션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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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프로세스
유콘은 각 분야의 전문담당자가 1:1 맞춤형 상담으로 효과적인 마케팅기획 및 실행을 도와드립니다. 

전문PL
1:1맞춤상담

접수, 상담

요구사항분석
(RFP Format)

SAD

맞춤제안기획
(최대 3step)

PLANNING

협의ㆍ확정
(최종견적)

OK

실행
(Interaction)

excution

결과분석
(MMR)

report



0303

All That CONTENTS & Digital Marketing



걸어온 길
유콘은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IoT 과학융합교구 및

교육브랜드 <쎌토>

국내독점마케팅유통

파트너 계약

『미생』 윤태호 작가

+ <쎌토> 

콜라보레이션 작업

“봉투로봇“

(2017 부천국제만화축제

공식캐릭터로 선정)

2017.6

법인설립

2018 방과후학교 

수도권 23개교

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파견

2018 세대융합창업

지원캠퍼스 당선

(경쟁률 7: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세컨찬스

사업화지원 선정

<쎌토>

페이퍼로봇지도사

민간자격증 획득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성동초, 자유초 등

총 30여개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특허제품 및

VR 체험관 등 유.초등

대상기업 온라인마케팅

기획 및 진행

손가락색칠펜<핑펜>,

<실감콘텐츠 탐(ITP)>,

<키즈체크> 등 

신용보증기금

STARTUP4.0

프로그램 선정

마케팅 고객사

월 30개사 운영 中

단비뷰, 아만다 브랜드

상표권 등록 및

서비스 운영중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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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2017.7

2017.9

2018.3

2018.3

2018.8

2019.3

2019.5 2019.10



Mission 

Vision
Core
Value

Strategy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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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마케팅 기술로 나와 우리,

기업과 세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지구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덤을 보유한 IT기반 

콘텐츠크리에이티브 & 디지털마케팅 아시아 NO.1 컴퍼니

애인처럼

고객사랑

통합마케팅로직 

100 달성

즐거운 일 즐거운 회사

문화만들기

2020 인도진출

경쟁력있는

IT 서비스기반 구축

전직원분야전문가되기

(강연.책쓰기)

인플루언서 아시아 NO.1

성공보다

성장우선

직장보다

직업소명

이번생은

여기행복

해봄생각

보다쉬워

Mission

Vision

Core Value

Strategy Objective

Vision



유콘이 일하는 방식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전부다.  (자신과의 약속이든, 고객과의 약속이든)

좋은 과정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마라. 

신뢰에도 타이밍이 있다.  (고득점을 노려라. 더하기+곱하기 : 누적효과)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

일은 계획, 실행, 리뷰(측정) 3단계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일을 할 때는 기한과 구체적인 결과물을 정해서 일해라. 

쉽게보다는 제대로, 어려운 일을 쉽게 잘 한다는 말을 듣게 일하자.

부정적인 언어는 되도록 사용하지않는다. (말하는 대로 된다)

논쟁하지않는다. 팩트를 가지고 선택하게한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자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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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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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콘과 함께 한 파트너사

※ 이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Partner



감사합니다
유콘은 매일매일

진화합니다.

유콘은 함께 할 파트너를
늘 기다립니다.

대표연락처 info@youcone.me

tel 032-255-1600

www.youcone.m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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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