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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THINKLOOP VISION

소비자의 Needs를 정확히 판단하여,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Requirements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안정적인 마케팅 결과를 제공합니다.

Results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키워드 설정과

회원사의 요구를 반영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References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 향상으로

파트너와 상생가능한 마케팅을 지향합니다

Representative

연령층

성별

지역

플랫폼

CONSUMER
소비자



VISION
THINKLOOP VISION

년

조회수

20,305건

2018.10.월간

2018.10. 일간 주간

전체 피이웃 서로이웃 기타

10월 11월 12월 1월
‘17년 ‘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월간

20,306

10,153

마케팅 시작

조회수

48,649건

2018.10.월간

2018.10. 일간 주간

전체 피이웃 서로이웃 기타

10월 11월 12월 1월
‘17년 ‘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월간

48,650

24,325

마케팅 시작

O온라인 트레픽 사례
ONLINE TRAFFIC

<사례1>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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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기당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중심 상품군 시행

VISION
THINKLOOP VISION

Q분기별 프로모션 진행에 대한 매출 상승
Quarterly Revenue Graph

분기별 다른 컨셉 및 타겟층을 공략하여 온라인 전용 상품군을 세팅



컨셉에 부합하는 로고 및 브랜딩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브랜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 그 위에 로고를 입혀 타겟 시장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딩을 기획합니다.
B브랜딩 전략

BRANDING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한

브랜드 컨셉 도출

컨셉에 입각한 로고 설정

및 브랜드 타겟 설정

로고/브랜드 완성 및 타겟 유저에 대한

마케팅 방향성 설계

컨 셉

설계진행브랜딩로고NEEDS

마케팅
BRANDING MARKETING _ 브랜딩 마케팅



C경쟁우위 전략
COMPETITIVE ADVANTAGE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브랜드를 밴치마크하여,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설계해 드립니다.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산정부터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가성비로 구매를 하는 시대를 넘어

가심비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브랜딩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합니다. 

차별화 전략에서는 브랜드의 핵심 포인트를 스토리텔링하여, 소비자가 직접 와닿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저렴한 투입원가
공정기술의 개선

브랜드
마케팅 능력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COST ADVANTAGE

DIFFERENTIATION ADVANTAGE

마케팅
BRANDING MARKETING _ 브랜딩 마케팅



브랜드가 제공하는 것에 따라,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지, 판매에 중점을 두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M마케팅 전략

MARKETING

타겟에 맞는 채널을 선별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 키고 서비스 및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고효율저비용

마케팅
BRANDING MARKETING _ 브랜딩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타겟을 분석하여 단순 한가지 채널의 마케팅이 아니라 다중채널 마케팅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 시킬 수 있어, 브랜드 가치 상승 및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타겟을

설정해 캠페인을 진행해드립니다.

마케팅
SNS MARKETING _ SNS 마케팅

< 월 트레픽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YOUTUBEMORE...

INSTARAM

FACEBOOK

< 매출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디자인형 이벤트형 영상송출형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 디자인형 / 이벤트형 / 영상 3가지로 나눠 진행합니다. 디자인형의 경우 캐릭터 / 소품 / 일러스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컨셉 및

상품 마케팅을 할 때 활용되며, 이벤트형의 경우 온/오프라인에 발송되는 시안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영상의 경우 소셜 마케팅과 함께 다양한 채널로 송출됩니다.

마케팅
CONTENTS MARKETING _ 컨텐츠 마케팅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기존 사진과 텍스트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뛰어넘어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클라이언트

예산 및 컨셉에 맞춰 최적화된 영상제작을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 컨셉을 도출하고 컨셉에 따른 촬영

스케쥴과 구성을 진행합니다.

시간 조율을 통해, 예정된 시간 안에

촬영을 진행하고 컨셉에 부응하는 소품

들을 이용해 브랜드 가치 및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여 표현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를 통해서, 영상에

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여 고객에게 정확

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의도에 맞춰, 적절한 편집과 배경

음악 등 음성 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킵니다.

영상제작 의뢰 기획 및 구성 촬영 진행 편집 및 후반작업

1 2 3 4

마케팅
VIDEO PRODUCTION _ 영상 제작



탄탄한 기획력과 몸에 맞는 옷처럼 잘 맞는 디자인으로 제작합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컨셉으로 웹사이트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웹 및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넣고 이용자가 보기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단순히 천편 일률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고객과 소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세요.

일반형 홈페이지

한페이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Interest 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디자인을 고민합니다.

단순히, 강한 임펙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로 당신의

비지니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랜딩형 홈페이지

마케팅
WEBSITE PRODUCTION _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관련된 모든 인쇄물의 디자인 및 제작 대행 뿐만 아니라,

개업 전 BI/CI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를 설정하고 대표 블로그, 광고용 전단, 외부 전광판 디자인 등 각종 디자인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브랜딩을 위한 컨셉 / BI 등을

제작해 드립니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쇄물들을 

제작, 인쇄 가능합니다.

이벤트 및 브랜드를 홍보

할 수 있는 디자인 제작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컨셉 제작 각종 홍보 인쇄물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디자인
외부 사인물

(배너, 현수막, 판넬 등)

홍보 및 안내에 필요한

외부 사인물들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케팅
OFFLINE MARKETING _ 오프라인 마케팅



포트폴리오
CONCEPT DESIGN _ 컨셉디자인

 브랜딩을 통한 고객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컬러 선정 및 로고를 선택하여 통일성을 구축하였으며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10.24 Contents&Color

휴내과의원

여성의원이라는 특성에 맞는 컨셉을 통해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한 컬러와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디자인을 통해 프로모션 및 컨텐츠 제작에 있어 친숙한 느낌을 담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10.22 Logo&Color

하나여성의원

지역 특이성을 고려하고, 기존에 지니고 있던 차분한 이미지에서 나아가 과감함을 강조할 수 있는 강렬한 컬러를

선택하였으며, 강한 컬러 대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라운드 형태의 레이아웃을 기본 디자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02.20 Contents Design

우리베스트내과의원



포트폴리오
CONTENTS PRODUCTION _ 컨텐츠 제작

CardNews_서울베스트

CardNews_우리베스트

CardNews_하나여성의원



포트폴리오
CONTENTS PRODUCTION _ 컨텐츠 제작

CardNews_현대식당

CardNews_아이폰장인

CardNews_휴내과의원



포트폴리오
WEB PRODUCTION _ 웹사이트 제작



포트폴리오
BlLOG PRODUCTION _ 블로그 제작



포트폴리오
VIDEO PRODUCTION _ 영상 제작



포트폴리오
CONTENTS _ 기타 컨텐츠



·마케팅 방향성 설정

·사진촬영을 통한 컨텐츠 방향 설정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대표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광고 컨텐츠 제작, 키워드 설정 

·병원 대표 상담 채널 설정 

·복지몰 입점 (입점과 관련된 프로그램 설정)

·병원 광고 가이드 전달

·타켓 키워드 설정

·단위지역 마케팅 시작

·초기 세팅 완료된 자료들 배포

계약

마케팅 상담
및 미팅

업체 세팅
작업

광고
시작

중간
보고

결과
보고

피드백

결과보고 및 제안
DEBRIEFING & PROPO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