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서. 2022.

I. About Company

▶ 핵심 경쟁력
CUBICPLUS는 ”광고,홍보 / 브랜드관리 / 이벤트”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광고 대행사로서
25년 이상 국내는 물론 글로벌 노하우&네트워킹으로 국내외 수많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창출 하여 왔습니다.

1) Major 종합광고대행사

2) TOP / Leading 브랜드

3) 주요 30여개 국가

Quality Service

Know-how

글로벌 실전 경험

20년 업력 / 25년 Major 대행사
경험 구성원이 제공하는 SVC

60여 개 국내 TOP 브랜드
광고/홍보/ 브랜딩/
마케팅 이벤트 경험

중화권/일본/동남아시아
미국/유럽/중동 등

I. About Company
사업영역

신문/잡지

전략/ 컨셉

브랜드

Name/ 슬로건

Logo/ BI/ CI
POP/ 카달록

광고

ATL PR

디지털/온라인

홍보

BTL Event

옥외/특수

(*이벤트)

Sports / 방송

TV/Cable/위성

IMC 글로벌 통합 캠페인

Local Adaptation

Online PR

II. Experience
Client Know –how (1)

LG 계열사 25개 브랜드

II. Experience
Client Know –how (2)

Public 10개 브랜드

II. Experience
Client Know –how (3)

M-Class

25개 국내 Leading Brand

III. 사업영역

브랜드 개발/관리 Service 영역
전략/ 컨셉

1.

브랜드

Name/ 슬로건
Logo/ BI/ CI

POP/ 카달록

글로벌 진출을 위한
Total Branding Solution Packaging 제공
(브랜드 전략, 컨셉, Identity & Slogan,
Naming, Logo & Key Visual,
Brand Architecture, Product USP)

브랜드 개발 / 관리
Menu & Process

1) 브랜드 상황 O/T
및 자료 분석

6) Logo
7) Identity (BI & CI)
8) Application / 메뉴얼

2) 전략 수립
3) Target 분석/정의

4) 컨셉 / 컨셉 Statement
5) 네이밍 / Slogan /
key Claim

9) Key Visual
10) USP Visual
11) POP / Catalog
/광고 / 집기

※ 기타
-브랜드 Portfolio
(Hierarchy & Architecture)
-브랜드 차별화 핵심 Key Word 개발
- Product USP 정립 / Naming / ICON 개발
- Product Package Design
- Local adaptation
(영어/일어/중국어 기본, 그 외 협의 진행 가능)

브랜드 개발/관리 사례

Brand Renewal 사례
2019~2020년

■ 브랜드 Renewal 전략
- 전략서 (경쟁/포지셔닝/타겟팅)
- 컨셉 & 컨셉 Statement
- 슬로건 & BI

■ 브랜드 Package 제작
-

Key Visual
홈페이지 Key Visual
지면 광고 / 카달로고
Poster / 배너 / 트럭 / Shop identity

■ 브랜딩 & 마컴/이벤트/PR
- USP Naming / USP ICON
- PPL / 영국 헤롯 백화점 Showcase
- 미국 26개 도시 런칭 현장 Event

브랜드 개발/관리 사례

*대한민국 구석구석 / kore Something more /
Korea Sparkling / Korea be inspired / Imagine your Korea

■ 브랜드 전략
한국관광공사 국내/해외 Brand 개발

2006~07년/11~12년/14~17년/19년~20년.

- 전략서 (경쟁/포지셔닝/타겟팅)
- 컨셉 & 컨셉 Statement
- 슬로건 & BI

■ 브랜딩 Package 제작
-

Key Visual
홈페이지 Key Visual
지면 광고(잡지/신문)
Poster / 배너 /
Global 14개국 광고 집행
/ Local Adaptation

Others (사례)

- MZ Repositioning
Brand Refresh 전략
- Brand Showcase &
Euro Art Collabo.

- Brand Naming
- Brand Positioning
- Brand Trend 분석

- 해외 Brand 전략
- Brand Campaign
Logo / Slogan /
Key Visual

-중국 Brand 전략
- Online Branding
기획 / Material

- Brand 전략
- Brand Campaign
Slogan & Key visual
- POP Materials

- A/M/S/E/G 시리즈
브랜드 런칭 전략
- Branding Material

-중국 Brand 운영 전략
(온라인 & Offline)
-중국 SNS 브랜드운영
- 중국 Local 브랜드 광고
- 중국 옥외 / POP 브랜딩

- 중국 분유 Branding
Key Visual / 온라인,
SNS 브랜드 전략
및 운영

- KTO 국내관광
Branding 개념 설정
- Naming / Slogan
Key Visual

-해외 Brand 전략,
Brand Campaign
Logo / Slogan /
Key Visual

광고 Service 영역
신문/잡지

2.

광고

TV/Cable/위성
디지털/온라인
옥외/특수

25년 이상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광고 전략 수립 및 광고 집행의 노하우
글로벌/국내 광고 캠페인 컨셉 수립에서
Target에 맞는 최적합한 Creative 제작 및 Media Mix까지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로 성공적인 캠페인 전개

광고 Service
Menu & Process

1) 브랜드 상황 O/T
및 자료 분석

2) 광고 전략 및
Creative 컨셉 수립

3) 광고 제작

광고주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광고 목표 협의
및 니즈와 정보 수집

해당 업종과 경쟁사의 현황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비주얼 및 카피를 고려하여
창의적 크리에이티브 제작

4) 광고 매체 전략
및 Mix 선정
목표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 미디어 전략과 적합한
광고채널 선택

5) 광고 매체 집행
광고매체 집행 및 결과보고

TV 광고

TV/영상광고 특징
광고 커버리지가 가장 높은 매체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합
강력한 Creative로 메시지 전달 임팩트가 높음

효과는 높지만 비싼 광고비로 중소기업
브랜드의 예산 관점에서 진입 한계가 있음
 필수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 효율적인

영상 매체 대안 선정 필요 (케이블/온라인등)

LG전자 / 하이트맥주/해태제과/한국관광공사/서울시/신세계면세점/aT센터등 30개 이상 브랜드
국내/해외 100편 이상의 광고 제작 및 집행 경험

신문/잡지 광고

(의료전문지)

(식품전문지)

신문/잡지광고특징
전통적 매체는 아직 소비자와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채널

커버리지가 높아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합
강력한 Creative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가능

다량의 정보전달 및 판촉

(중국 /글로벌 해외 집행 사례 -대한항공/서울시/ 관광공사/백산수)

온라인 동영상 광고

(유튜브 / 중국 동영상 사이트 Youku등)

광고소재노출

동영상광고 특징
동영상광고
- 각 채널 별 상황에 맞는 동영상 집행
- 타겟 대상으로 맞춤형 실행으로 비용 대비
효율적

비디오 포슽 페이지 랜딩

- 클릭시/채널유입시/구매전환시 과금
- 유투브, 중국등 지역에 맞는 최적화 미디어 진행

(유튜부 인스트림 광고)
광고를 건너 띌 수 있음

(중국 웨이신 콘텐츠 운영/ LG전자, 대한항공)

온라인 컨텐츠 광고

L o g o type_Colors_ 컬 러

규정색상

온라인 컨텐츠광고특징

p a n t o ne 207 C

사례와 같이 기본색상 범위안의 컬러를 사용하여
브랜드를 인지도 향상

영문+중문 병기 타사 로고사례들 또한
One color tone으로 이미지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국가별 대표

소셜 네트웨크 사이트 내에서 노출 가능한 광고
Data 마케팅을 통한 정밀 Target 메시지 또한 가능
원하는 메시지에 대한 충분한 Story Telling 가능

(중국 마펑우 / 파라다이스 시티)

이민호활용

K 70
White

티켓프로모션

온라인 검색 광고
(중국 바이두 키워드 광고/ 메일유업 사례)

온라인검색광고 특징
포탈사이트 및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시 결과 노출

높은 구매전환율
제목, 키워드 등 전략적 선택

온라인 배너광고
(중국 “바이두 & 마펑우” 등 포탈 사이트 광고 대한항공/신세계면세점)

온라인디스플레이광고 특징
배너 등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노출형 광고
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고객과 관련된
Theme /카테고리 섹션에 광고
다양한 그래픽/효과/비주얼적 크리에이티브 구현

각종 관심사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타겟팅 가능

성별,연령,지역 등 광고노출 대상을 선택하여
노출 가능

Influencer / 왕홍

(파워블로거(웨이보)를 활용한 마케팅)

인플루언서마케팅 특징
SNS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마케팅
팔로어 대상 브랜드와 제품 홍보, 정보전달

등으로 영향력 확대
인플루언서의 컨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 가능
실구매전환율이 높아 제품 매출 향상에 기여

중국 북경, 1982년3월26일
모델, 배우, 전직 요리사
밀라노 패션위크의 첫 중국모델
2013년 호남위성 ’아빠 어디가 ’
출연
• 2015년 강소위성 요리프로그램
’성주가도’ 출연
• Weibo팔로워수 2317만
•
•
•
•

브랜드 특수 라벨

핸드폰 플래쉬를 비추면 고객맞춤형 문자나 로고가 나타남

정품인증 라벨
특수 잉크 인쇄
- 휴대폰 플래쉬로 비추면 ‘正品’ 혹은
맞춤형 문자나 로고가 나타남

- 습기나 물에 반응하여 라벨색이 분홍색으로 변함
특수지 인쇄
- 홀리그램이나 은광색등 위변조 어려운 재질에
고객 맞춤형 문자나 로고 라벨 제작
고객맞춤형 라벨 제작
- 원하는 문구 혹은 로고 등을 변형가능한 사이즈로

입김이나 물을 뿌리면 습기에 반응하여 라벨 색깔이 변함

인쇄하여 정품인증은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연계 가능

홀로그램지

은무지, 은광지

유포지

홍보 Service 영역

3.

홍보

(국내/해외)

ATL PR
Online PR

국내 및 글로벌 전송네트워크를 통한
180여개 국가의 언론매체에 메시지 홍보
다양한 PR 캠페인 최대 네트워크에
30여 만개 이상의 매체, 200여 만명 이상의 언론인에게 전송

홍보 Service
Menu & Process

1) 브랜드 상황 O/T
및 자료 분석
광고주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PR 목표 협의
및 니즈 파악

2) 커뮤니케이션 전략
하에 메시지 컨텐츠 수집
해당 업종과 경쟁사의 언론 노
출 현황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 전략 및 메시지 작성

5) 보도자료 배포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도달하도록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Press Release 진행

3) 보도자료 작성
4) 필요시 현지 언어 번역
언론 형태, 성격에 적합하게 게
재를 위한 최적화된 보도자를
작성하며 현지 언어로 번역

6) 모니터링 및 분석
집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서 작성

PR Category

언론 카테고리별 홍보
금융: Yahoo! Finance, CNNMoney, MarketWatch,
Asia Insurance Review 등

관광: National Geographic, Go Asia Plus Business,
Traveler 등
기술: Tech Crunc, CNET, Wired, Technode,
Engadget 등

일반: Reuters, Asia One, Morningstar, Sina.com 등

Press Kit

보도자료 작성 예시

Press Release 결과

Press Release 예시

DailyBulletin

결과 분석

결과 분석 예시

언론 PR 파트너

북미
AP - Regionwide
Business Wire NX -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 Regionwide
Postmedia - Canada
Notimex - Mexico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MTI – Hungary Novum – Netherlands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NTB – Norway
ANA (Athens News Agency) – Greece
PAP – Poland
Anadolu Agency – Turkey
Press Association – United Kingdom, Ireland
ANSA – Italy
Ritzaus – Denmark
AWP - Switzerland Baltic
STA – Slovenia
News Agency – Estonia, Latvia, Lithuania
STT – Finland
CTK – Czech Republic
TASR – Slovakia
CNA – Cyprus
TT – Sweden
유럽
DGAP – Germany
vwd – Germany
IBERONEWS – Spain, Portugal
Interfax – Belarus, Czech Republic, Hungary, Georgia, Poland, Russia,
Slovakia, Slovenia, Ukraine
아주/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 Regionwide
Notimex – Regionwide
Agencia Estado – Brazil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FANA (Federation of Arab News Agencies) – Regionwide
ME Newswire – Regionwide
APA – Egypt
APS – Algeria
Bahrain News Agency
KUNA – Kuwait
PNA – Palestine News Agency
ITWeb – South Africa
Qatar News Agency
Lebanon National News
SANA – Syria
MAP – Morocco
SAPA – South Africa
MGM – Israel National
SPA – Saudi Arabia
Iraqi News Agency
TAP – Tunisia
Oman News Agency
WAM – UA
PETRA – Jordan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 Regionwide
Indo-Asian News Service - Regionwide
BERNAMA – Malaysia, Singapore
cBox - Australia, New Zealand
CNA (Central News Agency) – Taiwan
Interfax – China,
Kazakhstan
Jiji Press – Japan
Korea Newswire – Korea Thai Business News

IMC 통합 캠페인 Service 영역

4.

IMC
캠페인

ATL PR
Online PR
BTL Event

Sports / 방송

국내/글로벌
IMC Campaign Solution 제공

“광고, PR, 프로모션, 이벤트, DM 등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메시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지속 Build-up &
광고주의 매출 향상 기여

IMC Campaign (관광청)

TVC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Online AD

Viral

체험 유도

상상 코리아 투어 진랭을 통해
컨텐츠 생성 및 관광 자산 체험 유도

유입

확산

PR

TVC

Alliance CH.

모바일
프로그램

모바일 기능 강화 및 광고 집행

User voice로 확산

재유입

Visit Korea Site에 유입

Print

•

Online / PR

OOH

이벤트 Service 영역

5.

이벤트

BTL Event

Sports / 방송

LG 전자 시그니쳐
Global 이벤트
(사례, 2017~2018)

LG Signature 신제품 Global Launching Event
LG전자 Signature 신제품 브랜드 파워구축을 위한
Global 광고 및 소비자 체험 이벤트 캠페인 진행.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호주)

2020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Global 이벤트
(사례, 2020 )

한류활용 글로벌 참여형 이벤트 “아이쿵챌린지”
글로벌 11개국 대상 한국 관광 홍보를 위한 글로벌 언택트 캠페인
2020년 12월5일 2회 진행
1회 12:00~13:40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영국, 프랑스)
2회 16:30~18:10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국내 5개 거점 도시 릴레이 라이브 참여 진행( 부산, 목포,강릉, 전주,안동)

“ 함께 달리겠습니다 ”
Thank You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5길 39 (신사동, 대강빌딩 5층)
T : 02-6956-1677
www.cubic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