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딩쉽 상품소개서
BRANDING SHIP
기업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업맞춤형브랜딩 : 브랜드에어울리는색과이야기를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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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로고, 브랜딩이란?

브랜딩의 기대효과

브랜딩의 기대효과 1

소비자의 기억을
브랜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여
확실한 브랜드 구축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잡아

긍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브랜딩의 기대효과 2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만듭니다.

경쟁 브랜드와 차별성을 두어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랜딩의 기대효과 3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방향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보다 확실한 브랜드의 의사전달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딩의 기대효과 4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매출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각인시켜 가치를 높이고
매출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딩이란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자 
대체할 수 없음을 만드는 궁극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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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로고, 브랜딩이란?

네이밍이란?
새로운 상품의 브랜드명 혹은 새로운 기업 명칭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고란?
상표나 브랜드를 표기할 때, 그 이름을 시각 디자인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랜딩이란?
브랜드의 방향성과 컨셉을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가기위한 아이덴티티 확립 과정입니다.

브랜딩을 한 브랜드는 다릅니다.
브랜드 로고부터 네이밍,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일련의 컬러와 스토리를 통해 그 기업만의 색으로 브랜딩을 하고 나아가 기업의 정체성까지 확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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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로고, 브랜딩이란?



·네임

·PPT(5장)

·캐릭터

·슬로건

·네이밍스토리

·브랜드스토리 

3개
브랜드 스토리 및 PPT 시안 2개

15일
영업일 기준

2회스페셜한 상품 구성으로 브랜드의 색과
이야기를 명확하게 담아 제작합니다.

프리미엄

1,000,000원

·네임

·슬로건

·네이밍스토리

·브랜드스토리 
3개

브랜드 스토리 시안 2개

10일
영업일 기준

없음브랜드에 어울리는 네이밍을
기반으로  탄탄한 스토리를 제작합니다.

스탠다드

400,000원

·네임

·슬로건

·네이밍스토리 

3개 7일
영업일 기준

없음한제플래닛의 노하우로
브랜드에 어울리는 네이밍을 제작합니다.

베이직

250,000원

시안개수 작업기간 디자인수정상품구성

네이밍
상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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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상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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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상품 서비스

·로고디자인

·명함디자인

·응용디자인 2종
(소/대봉투, 사원증) 3개 15일

영업일 기준
2회스페셜한 상품 구성으로 차별화되고,

센스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400,000원

·로고디자인

·명함디자인
3개 7일

영업일 기준

2회브랜드에 어울리는 로고는 물론,
다양한 명함디자인까지 제작합니다.

스탠다드

300,000원

·로고디자인 3개 5일
영업일 기준

2회한제플래닛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가치관,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로고를 제작합니다.

베이직

250,000원

시안개수 작업기간 디자인수정상품구성

로고
상품서비스
명함/응용디자인 제작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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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 서비스

협의 협의
영업일 기준

협의
포스터/브로슈어/팜플렛

가격협의

2개 7일
영업일 기준

3회
PPT

30,000원 /장

3개 10일
영업일 기준

3회
캐릭터

500,000원

3개 7일
영업일 기준

3회
명함

50,000원

2개 5일
영업일 기준

없음
브랜드스토리

200,000원

시안개수 작업기간 디자인수정

단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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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특허청 동일상표 존재 시, 무료 재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사진, 일러스트는 저작권 문제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3년의 데이터 보관 관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디자인작업은 원본파일을 포함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용 허가 시, 5% 가격할인을 해드립니다.

공통서비스 및 보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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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패키지 서비스

브랜딩
패키지
서비스
- BRANDING -

선택형 브랜딩 패키지

네이밍, 로고 상품 골라담기 + 브랜드 블로그, 포스트, 인스타그램 운영대행
( 블로그, 포스트, 인스타그램 중 택 1 )

가격협의

맞춤형 브랜딩 패키지

브랜드 블로그, 포스트, 인스타그램 운영대행

가격협의

통합 브랜딩 패키지

네이밍 + 로고 + 브랜딩 패키지 (All inclusion)

가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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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쉽 서비스 절차

STEP 01
브랜딩 의뢰와 미팅

STEP 02
기업 맞춤형 브랜딩 플랜 정립

STEP 03
플랜 보고 및 작업 착수

STEP 04
중간 보고 및 점검

STEP 05
브랜딩 완료 및 효과분석

브랜딩쉽 서비스 절차
Service Procedure

브랜드 정보와 꼼꼼한 시장조사를 종합분석하여
최적의 기업 맞춤형 브랜딩을 제안해드립니다.



THANK YOU
기업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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