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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의

브랜드 개발 가이드라인

PART 
01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C.I], 캐릭터[Character], 

네이밍[Naming], 포장디자인[Package Design],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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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브랜드란 기업, 제품, 서비스에 정체성을 부여(to identify)할 목적으로 사용하

는 이름, 로고, 심벌,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브랜드가 오랜 시간 구축한 아이덴

티티(정체성, 이미지, 동일성)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한

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동일성을 연상

할 수 있는 브랜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브랜드 로고, 네이밍,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컬러, 징글(Jingle) 등의 구체적인 아이덴티티 요소뿐

만 아니라 추상적인 아이덴티티 요소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 또는 그 기업

의 철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C.I)

기업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기업의 모습을 전략적·체계적으로 통일하는 작업

을 C.I라고 한다. 즉, 기업이 전략적 경영으로 기업이미지를 통합하고 환경변화

에 적절히 대응해가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경영환경을 개선을 위한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또한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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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바느질협동조합 B.I 사례

경기도농식품유통사회적경제협동조합 B.I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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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 종류

① 로고타입, 워드마크

로고타입은 텍스트로만 구성된 로고를 말하고,  

로고타입에 상징성을 높여서 이미지화 시킨 것은 

워드마크라고 한다. 로고타입과 워드마크는 글자 

형태의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가독성을 높여 심플하고 

간략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② 심벌, 브랜드 마크

이미지로만 표현한 로고를 심벌 혹은 브랜드 마크라고 

한다. 텍스트 없이 이미지만으로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디자인해야 하고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③ 콤비네이션 마크 / 시그니쳐

콤비네이션 마크는 심벌과 워드마크를 합쳐 사용하는 

경우다. 심벌과 워드마크를 따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하는 경우 심벌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④ 엠블렘마크

엠블럼 마크는 텍스트와 심벌을 도형이나 원에 그려 

넣어 하나의 문양처럼 보이는 로고를 말한다. 보통은 

원형으로 만들며, 텍스트를 사용해 심벌의 특징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C.I / B.I 관점에서 체크할 사항

•C.I / B.I의 존재 이유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소비자와 이해 관계자들과 중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경쟁 기업, 브랜드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C.I / B. I의 개성과 핵심 영역은 무엇인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형의 가치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는 Benefit

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브랜드 개발 가이드라인

공공협동조합 C.I 사례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C.I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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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Character)의 의미

캐릭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이나 특징, 문자, 기호, 활자,  

소설이나 연극의 극중의 인물, 자격 등의 의미를 가진 등장 인물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즉, 소설, 드라마,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

이나 동물의 모습, 역할 등의 특별한 성격을 캐릭터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캐릭터는 사업을 상징하는 도형이나 문자 또는 그 고장을 상징하는 로고 등을 

만들어 홍보할 때에도 사용한다.

캐릭터는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 없이 쉽게 브랜드를 기억하도록 도와 연상  

작용에 있어 다른 매체보다 우위를 선점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런 캐릭터의  

특성을 활용해 기업 자체의 이미지뿐 아니라 제품의 메시지를 압축하고 상징화해 

소비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캐릭터 활용 사례

캐릭터 마케팅은 일부 특정 대상을 벗어나 이제는 식품, 패션, 음악산업, 건설, 

금융, 자동차 등의 보수적인 산업 분야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메리츠화재의 ‘걱정인형’은 TV광고, 

협동조합 꿈찾기운동본부 캐릭터 ‘쿠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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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 만화책, 드라마 PPL, 뮤지컬, 봉제인형, 티셔츠, 학용품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매체를 활용한 성공사례들이 있다.

⊂ 전략 ⊃ 

풍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역발상 기획

타깃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목표 고객에 맞는 역발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캐릭터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 대중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는  

대중과 공감적인 소통을 한다. 캐릭터가 가지는 부드럽고 재미있는 이미지는 기업이 가지는 이전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부드럽게 바꿔주어 우호적인 감정을 지속시킨다.

소통이 생명인 캐릭터 비즈니스 

캐릭터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자극하고 함께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캐릭터는 단순히 예쁘게 표현하는 것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성장시

키듯 캐릭터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브랜딩해야 한다.

 신다림길협동조합 캐릭터 ‘준’, ‘희’, ‘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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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 의미

브랜드 네이밍이란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 등이 가진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이름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만으로 큰  

자산 가치를 가지며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브랜드 네이밍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익과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연상은  

이익이 되거나 부합한다고 생각될 때 실제 구매를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기억이 용이하고 연상이 잘되는 네이밍 일수록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네이밍의 고려사항

브랜드 네이밍에서 브랜드의 전파력, 브랜드 지속력, 브랜드 확장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화자가 될 것인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경중을 생각

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네이밍이 광고 슬로건,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에  

적절히 활용되어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너지가 배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충북여성기업수출협동조합 Naming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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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디자인 기법 7가지

① 이니셜 활용 기법

키워드나 긴 문장들을 이니셜로 조합하는 형태이다.

예)  제일제당(Cheil Jedang)의 약자를 사용한 CJ그룹, 선

경(Sun Kyong)그룹의 약자를 사용한 SK, Powerful 

Audio, Vast Vision의 약자를 사용한 PAVV, DIOS 

(Deluxe, Intelligent, Optimum, Silent)

② 키워드 합성 기법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새로

운 형태의 신조어 탄생 및 상표등록에 유리하다.

예)  “SWATCH(Swith+Watch), WHISEN(Whirl+Send), 

BRANCOS(Brand+Course+Symbiosis)”

③ 연음 활용 기법

두개 이상의 키워드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여 새

로움과 더불어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기법으로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장

점과 더불어 누구나 쉽고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다.

예) �“키미테, 나드리, 머거본, 마니커” 

④ 압축 활용 기법

긴 이름을 간력하게 압축하여 부르게 하는 기법으로 

한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어적 한계가 있다.

예)  세상을 바꾸는 퀴즈를 줄여서 ‘세바퀴’, 짜장의 왕을 

줄여서 ‘짜왕’

⑤ 키워드 뒤집기

선택한 키워드를 뒤집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굉장

히 독특하고 실용적인다.

예) �‘hello’라는 친숙한 단어를 뒤집은 ‘olleh’, 고급생수 

브랜드 ‘naive’를 뒤집은 ‘evian’

⑥ 좌우대칭 배치

외관상 좌우가 대칭구조를 가짐으로써 비주얼적으

로 임펙트와 차별화를 부여하는 방법은 안정감을 

주고 심미성이 좋다. (예 : NEXEN, AIA, VOV)

⑦ 성유 기법

상품의 이미지나 특성을 음감으로 표현하여 더 쉽

고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예) 트롬(TROMM), 짜요짜요, 뿌셔뿌셔

더케이청년협동조합 Naming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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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의 의미

제품디자인은 말 그대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공업 생산품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결과물 전체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이를 생활에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품 디자인에는 생활가전, 가구, 조명, 자동차, 스마트폰,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제품디자인의 고려사항

① 사용자 맞춤형 트렌드 분석

소비자와 매우 밀접한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기술

의 트렌드를 적용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제품을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 하는 것이 시장을 선도하는 방법이다.

② 사회변화의 흐름을 분석

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 빠르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성별, 나이, 장애유무,  

지역과 문화 등 다양한 차이에 대해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품

디자인을 바라봐야 한다.

기장발효협동조합 패키지디자인 사례
바우푸드조합 패키지디자인 사례

나나르협동조합 패키지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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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렉션 디자인으로 소통

제품의 디지털화는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 새로운 인터렉션이 

추가 될수록 제품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기억하게 한다.

제품디자인 프로세스

①  조사 및 분석 : 각종 Specifications 수립 자료, 조사/제품 Positioning, 시장조사 및 소비자 분석, 

Design Criteria 설정

②  디자인 구상 및 전개 : Design Motif 설정, Image Thumbnail Sketch, Idea Sketch, Sketch 1차 

Presentation, Sketch 적용검토 및 Seiection

③  디자인 표현 : Sketch 수정 및 보안, Basic Rendering, Schematic Rendering, Rendering 품평회의, 

2차 Presentation, Rendering 수정 및 보안

④ 디자인 사양결정 : 디자인 모형도면 작성, 도면 검토회의

⑤ 양산감리 : 디자인 세부사항 확정, 디자인 사방적성, 색상/인쇄사양, 표면처리/기타 Finishing 사양

⊂ 전략 ⊃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은 제품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

들을 주축으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산출해 

내고 그에 따라 제품개발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Value Chain의 전분야 확장

요즘 소비자들은 디자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때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Value Chain 전반에 

결쳐 디자인이 적용될 때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제품디자인

잘 만들어진 제품디자인은 궁극적인 방향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가는 트렌드의 디자인 추구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읽고 기술의 변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사회 전체의 변화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감지해야 한다.

금산진핻협동조합 패키지디자인 사례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패키지디자인 사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브랜드 개발 노하우

PART 
02

01. B.I. _ Brand Identity 17

02. C.I. _ Corporation Identity 67

03. 캐릭터 _ Character 99

04. 네이밍 _ Naming 109

05. 포장디자인 _ Package Design 117

06. 제품디자인 _ Product Design 155





브랜드란 기업, 제품, 서비스에 

정체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

하는 이름, 로고, 심벌, 디자인

B.I.
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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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과정

부산지방 토속어인 ‘단디’와 결합하여 향토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전주 비빔밥, 부산 동래 산성 막걸리, 한산 소곡주, 계룡산 산채 비빔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들은 많이 있지만, 부산 경남 지방을 대표하는 건강한 음료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천연발효주스 속 920억 개의 유산균과 신선한 지역의 과일채소를 융합한 브랜드 개발로  

현대인의 생활에 부합되어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로 친근함을 강조

•천연발효 음료의 특성을 강조하여 브랜드명이 쉽게 인지가 가능하게 표현

•과즙 + 유산균 음료의 가장 큰 특성인 건강함을 오렌지 컬러로 강조

• 타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를 주기 위한 고급 이미지 구축

1. 건강한 사람들 협동조합

건강한사람들 협동조합은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농산물 가공업체, 유아용과자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농산물발효식품 제조업체가 모여 면역력에 좋은 발효식품을 개발 유통

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산 경남지역의 협동조합입니다.

수행업체 : 디자인 레몬트리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브랜드 B.I 개발 _ 한글 타입 브랜드 B.I 개발 _ 영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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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향 

타입의 제품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니즈에 맞게 업

체들도 맛/향 타입의 다양화, 탄산 강도를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사람들 협동조합은 신규 BI를 응용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믿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이루어 

냈다.

•�온라인 : 코로나19 극복 내 몸의 면역력 높이기 

프로젝트 ‘단디920 면역력 높이기 운동’으로 크

라우드 펀딩 등 고객들에게 제품홍보와 건강개선 

•�오프라인 : 학교/기업 급식으로 연계되어 매출 

상승과 브랜드 홍보에 효과를 이루어 냄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글로벌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음료류(생수 

포함) 시장 규모는 약 6,903억 달러로 2013년 

6,976억 달러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다소 정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2023년에는 약 

8,63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음료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건강 기능성’, ‘맞춤형 제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음료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유산균음료와 

과채음료로 따로 나와있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유산균음료-개

인 체질상의 / 과채음료-당성분 과다함유) 건강한

사람들 협동조합의 개발 상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브랜드 적용 사진 _ 패키지 디자인 ‘단디.920’ 파우치

천연발효주스 속 

920억개의 유산균과 

신선한 지역의 

과일채소를 

융합한 브랜드 

단디.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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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_ 한글 타입(가로형) 브랜드 B.I 개발 _ 영문 타입(세로형)

2. 경기도농식품유통사회적경제협동조합

경기도 사회적경제 농식품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회적경제 농식품 유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 재료를 활용하여 반찬류, 

빵류, 쿠키류 등 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수행업체 : (주)디자인더원

브랜드 개발 과정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인지도 상승 및 제품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및 핵심 역량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브랜드 확장을 위한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였

다. ‘나눔’과 ‘공유’라는 경영철학과 슬로건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을 통하여 소비

자에게 인지도 및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매출액 증대를 이루고자 한다.

특히 경쟁업체의 브랜드 전략분석, 제품 및 브랜드 전략 등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 도출 및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타 브랜드와 차별화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스토리가 담긴 문구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시안 개발 시에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지역 중심 미래지향성

과 역동성, 생명의 근원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시안을 디자인하였다.

최종 디자인의 경우 한글 자금 ‘ㅁ, ㄷ’을 활용하여 쇼핑카트로 변형 및 집을 결합하여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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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반찬류, 빵류, 쿠키류 등 경기도 사회적 경제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 및 시장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함. 기존 

대형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던 농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시장에 신선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물론 ‘나눔’과 공

유의 이미지를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호의적인 연상을 심어 줄 수 있

도록 디자인되었다. 

생명사상과 자연주의의 가치를 전달하고 경기도 농식품과 나아가 지구를 살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식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기존 대형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던 농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시장에 신선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물론 ‘나눔’

과 공유의 이미지를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호의적인 연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 전략과 핵심 역량 확보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는 물론 향후 

매출과 고용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B.I ‘모두-쿱’ 적용의 예

ÁÁÀº ˚Í¸¸ ´ã˚í Ã

Tel  (031) 422-5499

ÁÁÀº ˚Í¸¸ ´ã˚í Ã Tel  (031) 422-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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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행복한 웰빙 식문화를 지향하는 정신이 담겨있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브랜드 전략

과 네이밍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이고 신뢰적인 문장 선택으로 브랜드 이미지 전략

으로 시안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린 칼라를 메인으로 시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레드칼라가 브랜드로 결정되어 그린에 대한 이미

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나눔’과 ‘공유’라는 경영철학에 부합하며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인지도 상승 및 

제품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특

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동시에 협력에 함께의 이미지를 강조하

고 친환경,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및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

갈 것입니다. 

‘나눔’과 ‘공유’라는 경영철학에 부합하며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인지도 상승 및 제품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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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B.I 개발 / 심벌+국문+한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브랜드 네임,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및 상표출원을 목적으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다. 

응용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담은 브랜드 매뉴얼 제작하고 경남도예협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의 개별적인 브랜드를 단일 공동브랜드로 집약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제고

하였다. 이로 인해 브랜드의 인지도 및 신뢰성을 높여 경남도예협동조합 제품의 매출 상승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도예, 다도를 젊은 층에도 어필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해석, 중국을 주 판

매 시장으로 하는 특성에 맞춘 한자를 활용한 네이밍으로 정갈하고 특색 있는 캘리그래피 

타입 워드마크 개발하였다. 단순화된 다완 속 찻물이 출렁이는 이미지와 분위기를 중의적으

로 표현한 심벌과 함께 담다와 한자(애)의 조합형으로 동일 브랜드를 여러 제품군에 사용해 

좋은 품질의 브랜드라는 인식 형성이 이번 브랜드 개발에 주된 목적이다.

3. 경남도예협동조합 

경남도예협동조합은 전통과 도예, 다도를 젊은 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 이미지  

생성 및 대중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인 조합으로 다경상사, 설도예, 예인도예, 무무요, 

청욱요와 함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함께 상생을 모토로 모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명 : 마코

단순화된 다완 속 찻물이 출렁이는 이미지와 분위

기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심벌. 정갈하고 특색 있

는 캘리그래피 타입 워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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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개별 기업이 자기상표 개발 시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투입 비용의 부담감은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브

랜드 개발은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 공유하고 품

질, 디자인 등 공동관리를 통해 상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표 개발 방법으로 이번 브랜드 디자인이 

공동 개발로 이루어졌다. 공동브랜드는 제품이 성공 시 다른 제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아이디어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마케팅 비용의 절감 효과 또한 커서 이런 소

상공인들이 기업형 조합으로 공동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졌으

면 하는 바람이다.

캘리그래피 타입의 워드마크를 선호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무에 제품을 패키징하여 최종적으로 화인(火

印)을 찍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제작한 담다애 공동브랜드는 지속 사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적 브랜

드 이미지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정확한 브랜드 이미지 제공으로 서비스 질 상승 및 유관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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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브랜드 확립으로 신규·충성 고객의 발굴 및 유지 가속화를 통한 수익창출 기대 속에서 공동

브랜드 지속 사용 시 추후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을 상승시켜 협동조합 소속 제품 매출 상

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디자인 상표권 출원으로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두었

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브랜드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공동브랜드의 대표적 실패 이유는 브랜드 개발 후 지속적 홍보, 품질관리, 차별화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되지만 생산자 이탈이나 사업 행태의 체계적 시스템 형성 부족 현상을 겪게 되

면서 브랜드의 홍보나 마케팅의 부재로 남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가 실추되는 이슈가 

발생된다. 많은 실패의 이유가 있지만 조합이라는 공동체의 화합 부족이나 조합 내 이권 다

툼 등은 브랜드 운영의 미흡으로 비전문적 조합 형태로 흘러간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를 

공동체인 만큼 힘을 모으고 많은 대화로 해결책을 이끌어 가야 함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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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다도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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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전 브랜드 B.I 개발 후/국문형으로 골드바 콘셉트의 레트로 이미지

브랜드 개발 과정

모든 분식 외식업이 비슷한 양상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높은 접근성 때문에 

프랜차이즈 떡볶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1.1%가 프랜차이

즈 떡볶이 전문점에 방문한 경험이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 떡볶이 시장은 이미 성행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꼽을 때면 반드시 포

함되는 먹거리가 바로 ‘떡볶이’다. 그도 그럴 것이 떡볶이는 단지 하나의 음식이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이다.

허름하고 낡은 시설과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위생 상태에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찾는 사람들

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떡볶이가 

최근 들어 점점 프리미엄화,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위생, 규격화된 

포장을 앞세워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4. 난나르협동조합 - 골떡

빛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 난나르의 이름을 시각화하여 가운데 원형을 사람에 비유

하여 사람들이 모여 그게 하나의 빛이 되며 화살표 형태의 발산은 하나의 화살표(방향)이 

되어 다시 한번 협동, 결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소 촌스럽지만 재밌고, 

엉뚱하지만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브랜드 골떡은 난나르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네임입니다.

수행업체명 : 세이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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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기존 노

점상 떡볶이 가게보다 맛이나 서비스가 우월해서 찾아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때문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브랜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집중 주거구역) 하기로 한다.

업체가 다양한 만큼 타깃 고객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다. ‘죠스’의 경우 고대 앞에서 시작해 한양대, 논현동, 

홍대 순서로 가게를 열면서 주로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매운맛’ 떡볶이로 승부를 걸었다. 메뉴는 떡볶이와 

어묵 순대 튀김 네 가지로 단출하다. 특히 홍대점은 오후 4~5시만 되면 인근에서 몰려온 젊은 여성들이나 

이들 손에 끌려온 20대 남성들로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선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32)씨는 “솔직히 매운

맛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남성들은 3~4개만 집어먹어도 이마에 땀이 맺힌다”가고 말했다. 반면 유명 치킨

업체인 BBQ가 시작한 ‘올리브’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낀 상가를 주로 공략하고 있다. 메뉴도 ‘엄마가 아

이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맛의 떡볶이를 내놓고 있고, 간식용 강정탕수육 등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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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팔고 있다. ‘아딸’ 역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떡기볶기’라고 하는 

업체는 치즈와 들깨, 해물을 테마로 한 떡볶이 메뉴를 개발했다.

지난 2~3년 정부가 떡볶이를 ‘한식 세계화’ 아이템으로 선정해 경기도 용인에 ‘떡볶이 연구

소’를 열고, ‘떡볶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한 것도 이 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은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일괄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떡볶이 브랜드보다는 우리의 향수를 생각나게 

할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위트 있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

니다. 다소 촌스럽지만 재밌고, 엉뚱하지만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브랜드를 만들

고자 합니다. 복고, 위트가 콘셉트이며 소비자에게 기존에 없던 즐거움을 복고풍에 녹여서 

다소 촌스러운 재미를 경험하도록 제공한다. 골떡은 먹거리와 즐기는 외식문화의 선두주자

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 이번 브랜드 개발의 주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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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일괄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떡볶이 브랜드보다는 우리의 향수를 생각나게 할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위트 있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에 맞는 시안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뉴트로 디자인은 연령대의 제한 없이 모두가 눈여겨볼 만한 콘셉트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 진

출에 따른 매출 상승과, 기존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떡볶이는 대중화입니다. 이

번 브랜드 개발로 대중에게 깊숙이 들어갈 것이며,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하여 대중적인 홍보 즉 버스 광고

나 지하철 광고 버스 정류장 광고 등은 가장 큰 대중적인 홍보라는 생각입니다. 

손님을 금처럼 생각하고 음식 또한 금만큼 만들 것이기에 콘셉트의 골드 바입니다. 레트로 감성으로 과거

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Fun 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로 기획한 만큼 소비

자들이 가장 쉽게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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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한글 + 영문 조합 타입(심벌형) 브랜드 B.I. _ Logo 콘셉트

5. 더케이청년협동조합 

거창지역 청년들의 힘을 모아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 

조합의 가치 및 조합의 사업 방향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합으로 지역 내 청년들

의 힘을 모아 함께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로 삼고 있는 모임

수행업체 : 디자인윤곽

브랜드 개발 과정

더케이청년협동조합의 공통제품 브랜드의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조합의 가치 및 조합의 발

전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젊은 농부라는 슬로건으로 기존의 느리고 일률

적인 농식품의 개발과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스마트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하나의 브

랜드를 개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역제품의 생산 

및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의 개발을 추구하였다.

더케이청년협동조합은 자연과 여러 개의 업체들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형태 추구

하므로 개개인의 사업 가치를 협동조합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취합하여 제품 개발의 다양성

과 유통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즉,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에게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브랜드로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상하고 통일된 하나의 덩

어리에서 각각의 제품군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청년팩토리의 심벌형 로고입니다. 비정형적인 느낌의 심벌을 통해서 무궁무

진한 청년들의 가능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내부는 자연의 느낌을 담을 

수 있도록 곡선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운데의 노란색은 태양을 상징

하며 이는 꺼지지 않는 청년들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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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기존의 판매된 제품들은 협동조합의 구성업체의 제품을 모아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판매되는 형태로 통일

성과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 브랜드 디자인 개발로 공동의 브랜드를 갖게 되었으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제품 홍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직한 먹거리로 흠잡을 것 없는 제품이었지만 소비자들에게 기억되기는 쉽지 않았던 홍보가 하나의 브랜

드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정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유통과 판매

처에는 더 활발하고 신속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워드마크 기본형은 청년팩토리 BI의 기본 요소

로서 청년팩토리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브랜드 

마크의 임의 변경이나 조작은 본 마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정확성을 기하여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USB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브랜드 B.I ‘청년팩토리’ 적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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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유사 브랜드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하면서 아쉽게도 지역에서의 통일

된 먹거리 브랜드는 유사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최근 귀농과 진로 전환 등으로 인해 젊은 “청년농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스마트

한 기술로 제품의 다양성과 개발, 그리고 판로는 기존의 먹거리와는 여러모로 다른 형태의 

사업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는 단계에는 못 이르는 듯하였다. 

더케이청년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청년농부”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업 방

향의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는 

더 정직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탄탄한 브랜

드를 계속 개발해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할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역의 일하는 청년들이 모여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내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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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심벌+한글 타입 브랜드 B.I 개발 / 심벌+영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및 성과

스마트폰 테마 판매 및 중계 & 이미지 디자인 스톡 사업을 위한 독창적이고 심플한 BI를 개

발함으로써 주 사용층 10~40대를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본 지원 사업을 활용

할 계획으로 브랜드 개발 과정은 절실한 사업이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사용도가 높아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이템과 기술이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자신

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시

대의 변화에 맞춰 조합은 홈페이지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테마를 제

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조합은 중계 플랫폼 개발을 위

한 네트워크와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및 BI를 지원받고자 브랜드 개발 과정에 참여하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도시인환경연구소 협동조합

스마트폰 테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도시인환경연구소 협동조합은 브랜드개발에 참여

하였다. 유스톡의 심벌은 수 많은 사진자료 및 데이터를 Photo와 저장이라는 모티브를 

상징하도록 제작되었다. U는 YOU의 줄임말과 도시인 환경연구소의 Urban-Huma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Cooperatives의 U를 지칭하며 많은 사진데이터

를 공유하는 의미로 STOCK을 표현하였다.

수행업체명 : 에이드▶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37 브랜드 개발 노하우 : B.I(Brand Identity)

B2C 고객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밀레니엄 세대인 10 ~ 40대이며, 이들은 IT 기기를 능숙히 다루고 온

라인 공간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세대로 이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B2B 고객은 소상공인 

혹은 기업이며, 기업의 스마트폰 테마 혹은 애플리케이션 테마를 제작하여 홍보에 사용할 수 있었다. 본 플

랫폼은 자신만의 테마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테마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공유/판매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 확장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이 가장 중요했다.

브랜드는 심벌과 국문과 영문의 조합으로 도시인 환경연구소의 Urban의 U + STOCK 사진 이미지 및 동

영상, 스마트폰 테마 및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의미로 USTOCK 브랜드 탄생하였다.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심플하면서 USTOCK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선정하여 도시인 환경연구소에

서 준비하는 USTOCK만의 브랜드의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적합한 디자인으로 홍보에 적극 활

용할 계획이다. 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은 기업의 단단한 이미지 구축과 신뢰성이 쌓여 앞으로의 기업 발전

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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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혼용 조합형 기본 시그니처 브랜드 B.I 개발 / 혼용 조합형 그리드

브랜드 개발 과정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제품 통합 브랜드 모란향家의 BI 디자인은 家에 시각적 악센트를 

주어 참깨, 들깨가 원을 그리며 뻗어 나가는 함축적 의미와 향기가 균형감 있는 모습으로 원

을 그리며 회전하는 듯한 모습의 중의적인 형태감으로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

함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효과적인 디자인 모습으로 연계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감성적이며 

모던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제품 통합 브랜드 모란향家의 BI 개

발로 인한 다양한 마케팅이 영업으로 이루어져 로고가 가지는 의미의 쭉 뻗어 나가는 모란

향家를 기대해 본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전통기름 제품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을 갖춰 브랜드 확산

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만족도와 인지도 높은 우량 브랜드로서 해

7. 모란전통기름동조합

전국최대의 기름집 밀집지역인 모란시장의 대표상인들로 구성되어 참기름 및 들기름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수행업체 : 돋음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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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장 카테고리 내에서 조합의 가치 평가를 향상시키는 데에 그 효과가 있으며 매출 확대 기대와 함께 마

케팅 비용의 절감과 그 효율성으로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이 제고될 수 있는 효

과 역시 함께 기대됩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모란향家의 BI는 브랜드 네임이 부여하는 직관성의 표현을 통하여 전통기름 제품에 대한 쉬운 접근성과 기

성 브랜드와 비교하여도 그 지향가치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고 현재 시대가 수긍 가능한 세련됨이 드러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수립되어 개발되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전통 중소기업들이 조합으로 

함께하고 조합이 커지면서 대기업에 대응할 만한 전통기름에 우수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브랜드 네임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브랜드 개발은 그냥 참기름, 들기름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이 사업이 되는 과정을 이루어지는 분

명한 아이덴티티임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모란향家의 BI는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수익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편익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브랜드의 톤앤매너의 

기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BI 시각물로 

정의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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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브랜드 B.I 개발 후 한글 + 심벌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비손미용협동조합은 2017년에 설립하여 현재 프랜차이즈 ‘살롱드비숑’이라는 퍼스널 개인

숍을 부산 및 경남 일원에 오픈해있는 상태이며 추후 서울·수도권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내에서도 탄탄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된 전국망을 가진 프랜차이즈숍들에 비해 소규

모 개인숍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비손미용협동조합은 현재의 장년층의 잠재적 고객은 물론 젊은 연령층을 확보하고 동남아

권역 등 글로벌한 시장 진출을 위해 세련된 디자인의 패키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의 패키지는 열악한 경제환경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량 구매가 가능

한 기성형 제품에 라벨을 붙여 사용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 및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심미감이 없는 패키지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8. 비손미용협동조합

천연 헤나와 아로마 주성분을 통한 피부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전문 브랜드로써 미용업계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

진 메디컬에스테틱 전문가들이 모여 비손미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자체개발한 천연헤나 두피제품 및 친환경 피부제

품 등 자연에서 얻은 피부 친화적이고 저자극적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피부 보호는 물론 세정력이 우수함에도 피부각

질 방어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 생분해되는 보습력이 좋은 제품으로 판매 및 개인 맞춤형 관리 시스템으로 운

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 경남 일대는 물론 19년에 중국 난주성에 해외 1호점을 오픈하였으며 추후 중국 베트남 지역에 

더 많은 조합형 프랜차이즈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행업체 : 디자인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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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우체국

요금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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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손길로 품격있는 아름다움

123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용로 12-3

Tel. 051.123.4567   Fax. 051.123.4568
www.bison.com

개인 맞춤형 전문 브랜드로써 자연을 연상하는 파스텔톤의 그린 컬러에 미니멀한 감성과 깔끔한 레이아웃, 

명확한 타이포를 통한 안정감과 여백의 미를 줌으로써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세련미와 트랜

디함을 표현하였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대내외 활동이 전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 브랜드 결과물로 상품 출시가 연기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보기위해 소상공인협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추후 개발된 상품을 적용한 브랜드 및 패키지를 적용한 제품출시를 통해 두피 및 피부 전문브랜드의 이미

지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인 비즈니스모델로서

의 성공은 물론 피부 전문 전문숍으로써의 선도적인 브랜드 위상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 개발은 소셜커머스와 소통

으로 이어지고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로고타입과 

국문을 이용한 슬로건 시그니처  

로고를 적용한 건물내·외벽과 물류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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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힘든 환경을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자본의 힘

에 밀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작, 디자

인 개발을 통해 좀 더 나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 자체 패키지 제작

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내년 하반기로 제품 출시를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

타깝기만 하다.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더 내실을 기하고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판매망 구축을 위해 해외 진

출을 꾀하는 등 많은 노력은 물론 조합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조합

이기에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은 우리 조합의 신뢰성있는 이미지 구축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19’처럼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소비 트렌드에서 잊히지 않는 이미지가 되는 발전이길 바란다.

품격있는 

아름다움의 시작, 

비손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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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로고+국문+영문 타입(가로형) 브랜드 B.I 개발 / 로고+국문+영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및 개발 성과

다수의 회의와 상호 교류 속에서 여러 샘플과 스케치를 함께 고민하면서 브랜드 개발 과정

은 고된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느낌과 젊은 청년들의 반듯함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으로 선정된 말바우푸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가 높아서 결정되었습니다. 네이

밍 또한 말바우시장의 친근함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노후된 본 조합의 BI를 추가로 

개선해 주었고, ‘자연 친화적이며 젊은 조합원이 만든 새로운 먹거리’라는 콘셉트를 입혀 패

키지를 발전시킨 부분이 성과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갈수

록 줄어들고, 배달로 식재료를 주문하는 문화 속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본 조합은 고사 직전을 경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본 사업을 통해 개발

된 신규 B.I, 캐릭터, 패키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로 진입을 시도

하고, 시즌별로 디자인의 컬러나 캐릭터 변형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성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내는 조합으로써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사)말바우시장문화센터

바우푸드협동조합은 광주 전통시장 내위치한 (사)말바우시장문화센터로 한과, 튀김, 베

이커리가 주가 되는 상품을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수행업체명 : 인프리프커뮤니케이션

▶ 말바우 푸드는 기존 로고가 없어 말바우 시장 로고를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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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이며 

젊은 조합원이 만든 새로운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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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브랜드 B.I 개발 후 / 로고+한글+영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신다림길 협동조합이라는 다소 의미가 불분명한 협동조합의 이름을 변경하고 F&B 기업이

자 커머스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리포지셔닝 하는 것이 목표였던 시점에서 브랜드 개발사업

을 함께 하게 되었다. 커머스 사업을 위한 새로운 신규 브랜드 개발이 필요했고 협동조합의 

주 사업 방향성을 고려한 디자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현재 협동조합은 신다림길 청년몰의 집단원으로 ‘신다림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브랜드 섞어 쓰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다림길 카테고리에

서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다림길협동조합의 브랜드는 어

떻게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번 브랜드 개발팀과 조합원과 함

께 할 수 있어 좋았다. 기업에서 디자인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객의 니즈와 구매 시

점을 고려해 새로운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는 브랜드 제품 혁신일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10. 신다림길협동조합

기존의 신다림길 협동조합은 이름 뿐인 협동조합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전략적인 F&B 

가맹사업을 위하여 협동조합 정비하였다. 상품개발(이민혁, 윤지원) - 브랜딩(장진혁) - 

유통(김태윤, 김정섭) - 커뮤니케이션(장진혁, 김태윤)에 걸친 비즈니스 전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 멤버로 구성되며, 외부적으로는 F&B 가맹사업,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엑셀러

레이팅이 주요사업이다. 가맹사업과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보유 브랜드들의 지속적 발전

과 중화권을 비롯한 해외 각국으로 신다림길의 브랜드를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수행업체명 : 디자인소리



47 브랜드 개발 노하우 : B.I(Brand Identity)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브랜드를 개발하기에 앞서 브랜드 네이밍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FOOD LIFE STYLE과 

HIPSTER들에게 ART LIFE STYLE을 제안하는 디자인 방향을 중점으로 개발하였다.

마켓 ‘터’의 첫 번째 터는 이 땅, 이 터에서 만든 좋은 상품을 통하여 새로운 FOOD LIFE STYLE을 제안

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터는 힙스터의 ‘터’로 패션과 예술, 취미의 영역에서 이 땅 모든 HIPSTER들에게 

ART LIFE STYLE을 제안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시장과 특정 상품의 거래 시장을 조사를 하였으며, 

마켓 ‘터’의 브랜드 방향성 등 브랜드의 가치는 새로운 시장의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가치와 브랜드 현저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포지셔닝과 타깃

으로 브랜드 성장의 결정적 승부는 채널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브랜드만이 브랜드를 성장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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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한글 타입 브랜드 B.I 개발 / 로고 + 한글 타입

11.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 '순'

첨단 공정을 갖춘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하

여 생산·판매하고, 스마트팜 재배작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식품과 카페사업을 연계하여 

샌드위치, 건강주스, 샐러드 등을 판매하며, 고객이 직접 드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영월 소재의 신생협동조합입니다. 청정자연 영월의 더불어 행복한 협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수행업체 : (주)디엔시

브랜드 개발 과정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은 올해 신설된 협동조합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할 BI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 순’ BI 개발을 통해 농산물과 제품을 보증하고, 

브랜드의 의미와 고유한 개성, 자연적인 이미지를 담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

습니다.

BI 디자인은 ‘순수한 자연을 똑똑하게 담는다’는 콘셉트로 스마트팜의 첨단농법으로 작물을 

생산하고 순수한 자연의 맛과 영양을 고객에게 오롯이 전하는 핵심가치 표현하였습니다.

“아우르고 담는다”의 의미의 원(circle) 안에 ‘순’의 ㅅ/ㅜ/ㄴ을 기하학적 라인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깊이감과 안정감 있는 green color를 

적용하여 친자연 이미지, 브랜드의 신뢰/자부심 표현하였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영

월스마트팜협동조합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굳건해졌습니다.

▶ 신규 설립

‘순’은 순수함, 새싹(자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똑똑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고 신선한 공정으로 자연의 먹거리를 

만드는 협동조합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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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작물을 이용하여 제품(샐러

드/샌드위치/주스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카페사업

을 연계할 계획으로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브랜드 이

미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새로 개발된 BI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은 올해 신설된 

협동조합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할 BI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 순’ BI 개

발을 통해 농산물과 제품을 보증하고, 브랜드의 의

미와 고유한 개성, 자연적인 이미지를 담보하여 브

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높여 성과를 내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으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성과물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협업사업을 

통해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길 기대합니다.

협동조합 여러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선정되었

으며, 세련되면서도 자연적이고 정겨운 이미지가 

조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

다. 고생한 만큼 ‘영월스마트팜협동조합 순’을 홍보

하고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스마트하게, 

바르게 키워

순수한 자연 

그대로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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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텀블러 프로젝트의 BI개발을 목적으로 나뭇잎과 컵의 형상을 합성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컵’/로고+영문+국문 타입

12. 애니트리협동조합 

편집디자인, 앱디자인, 웹디자인, 3D모델링, 영상, 영업, 화장품 제조 및 친환경 탈취제의  

제조판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다섯 업체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표자로서 서로의 기술을 공유

하며 필환경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중에도 특허받은 친환경 칫솔, 

2020년 녹색상을 수상한 ‘이폰즈 칫솔’의 총판권 획득으로 친환경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행업체명 : 참디자인(주)

애니트리협동조합 프로젝트 브랜드 개발 과정

공동 사업 활성화, 조합원의 상호협력 활성화,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애니트리협동조합

에서 그린 캠페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콘셉트는 자연친화적 

공간의 카페를 연상할 수 있는 ‘필(必)’ 환경 기반의 색상과 형태로 초안을 잡았다. 이전에는 

친환경이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필(必)’ 환경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

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천연 수세미, 종이 빨대 사용하기 등 ‘필(必)’ 환경 시대가 되었습

니다. 텀블러 역시 카페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필환경의 꼭필요한 

아이템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브랜드 개발은 컵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조합으로 그린컵을 잘 표현하였고, 제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카페 분위기도 환경친화적 연출

이 용이할 것입니다.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컵

과 나뭇잎 이미지를 적용하여 심미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컬러도 친환경적인 자연

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린과 브라운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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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디자인 사업 수행은 관심 분야 프로젝트 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브랜드 개발은 적극적인 조합 

활동과 제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최고로 높이며 협동조합의 성과 달성, 사업을 통한 공동 이윤 창출에

도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 또한 괄목할만합니다.

제품을 대하는 고객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고, 사업 발굴, 사회적 문제 해결, 유기적인 상호 협력, 네트

워킹 활성화, 분야별 업무 분장 등 다양한 성과 사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必)’ 환경 시대에 생산

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현시점에서 더 늦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필(必)’ 환경 시대에 동참하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애니트리협동조합은 앞으로도 환경 동참 사회

를 이끌어 가는 조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의 성과는 개발 과정을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나부터 친환경 가치 지향, 착한 소비 활

성화에 얼마나 동참하고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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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로고 + 한글 + 영문 타입 브랜드 B.I 개발 로고 + 한글 + 영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및 성과

브랜드 제품을 대표함은 물론이며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1:1비율의 심벌 타입으로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패턴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느질협동조합의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정

착과 사업의 성장을 위해 홍보와 브랜드 연상 위주의 브랜드 전략으로 삼았다.

브랜드 제품을 대표함은 물론이며 다양한 환경에 적용가능한 1:1비율의 심벌 타입으로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패턴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또한 의미적으로도 쉽게 

해석이 가능하며, 공감을 얻기 용이하게 개발하였다.

셀링브랜드로써 자리매김하며 바느질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 기준을 구축함과 동시에 소비

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개발로 인해 제품 및 기업의 신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새로운 이미

지의 개발에 따른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 확보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이윤 증대를 기대해 본다.

13. 진주바느질협동조합

진주를 대표하는 섬유공예품으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브랜드로서 활

동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I/BI(공동브랜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크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방산업통합과 지역 내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주요 사업시설을 영

위할 수 있는 신규브랜드 개발 중에 힘쓰고 있다.

수행업체명 : 주식회사 비즈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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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깁고, 

같이 깁는다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동체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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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한글 + 영문 타입 브랜드 B.I 바다보기 의미 

브랜드 개발 과정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수요자 층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지

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 과정은 필수였다. 바다보기의 LOGO Develop Concept

는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보는 소비자의 두근거리는 마음에서 도출된다. 

UNBOX MEMENT! 한글의 조형미를 극단적으로 살리며 단순화시킨 디자인의 한글 서체

에 바다보기 3색으로 구성된 웨이브 문양은 수산품, 공산품, 농산품을 의미하며 빠르고 정

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택배, 유통시스템을 의미한다.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맞춤 품목별 및 세트 상품별 포장디자인 개발로 청정수산물의 홍보효

과 및 인지도 상승시킬 브랜드 이미지가 주가 되었다.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핵심가치(깨

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맛있는 수산물, 합리적인 가격, 구매 및 식품조리의 편리성)를 확실

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합 공동의 BI 개발이 이루어졌다.

14. 청정수산물 협동조합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핵심가치(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맛있는 수산물, 합리적인 가

격, 구매 및 식품조리의 편리성)를 니즈로 하고 있는 조합으로 수산물 소상공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모인 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 : ㈜아이온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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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바다구 보기로 57
바다보기 101호

T  051-123-4567      M  010 - 1234 - 5678      F  051-123-4567
E  bada@bogi.com    W  badabogi.co.kr

바다보기

대표ㅣ 경영관리본부

김  바  다

부산광역시 바다구 보기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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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바다구 보기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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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51-123-4567      M  010 - 1234 - 5678      F  051-123-4567
E  bada@bogi.com    W  badabogi.co.kr

부산광역시 바다구 보기로 57
바다보기 101호

T  051-123-4567      M  010 - 1234 - 5678      F  051-123-4567
E  bada@bogi.com    W  badabogi.co.kr

바다보기

대표ㅣ 경영관리본부

김  바  다

본 증은 귀하가 바다보기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은 퇴직, 휴직시 관리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본 증은 명시된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증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분실 및

훼손 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바다구 보기로 57

바다보기 101호

T  051 - 1234 - 5678   M  010 - 1234 - 5678

F  051 - 123 - 4567      E  bada@bogi.com

W  badabogi.co.kr

김  바  다

Exhibition Info Graphic

Exhibition Info Graphic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바다보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녹아있으며 다양

한 상품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청정수산물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수요자 층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

력을 강화하였다는 평가이다.

브랜드, 포장디자인의 차별화와 제품에 대한 충성

도 제고, 이익과 창출의 상생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한 브랜드 개발은 단일 품목별 및 세트 상품별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활용으로 청정수산물의 마케팅, 홍

보 극대화로 앞으로 바다보기의 성장을 기대해 본

다. 브랜드 개발로 화합이 가장 큰 성과이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제품 이미지를 고려한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개발·선택되어 조합원 내부에서 만족

도가 높다.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다양화, 고급화 추세가 나타

나고 있는 현재에 수산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가

장 우선으로 두고 디자인 콘셉트를 잡았는데 브랜

드 개발이 기본 주제의 방향성에 적합하게 이루어

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디자인 개발업

체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

든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창작물이 미치

는 영향도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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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로고+영문 타입 브랜드 B.I 개발 / 영문 + 로고 적용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코리아피부미용 협동조합에서는 그동안 타기업 제품을 이용하여 피부 관리에 사용했으며, 

소비자에게 유통해 왔습니다. 그동안 피부 케어 서비스의 경험과 제품 사용 경험들을 바탕

으로 천연물질을 이용한 피부미용관리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조합의 제품 자립화를 

목표로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자체 제품에 사용될 브랜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브

랜드 개발의 이유였습니다.

코리아피부미용 협동조합은 ‘Breath of Nature’, “자연의 숨결을 담다”의 슬로건을 전제로 

자연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부드럽고 순한 첫인상으로 천연 화장품의 건강함을 전달하고

자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 

•프리미엄 이미지와 천연 화장품 콘셉트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둠

15. 코리아피부미용협동조합

피부, 헤어 등 다양한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에스테틱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 유통하는 뷰티 전문 협동조합이다. 수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용관리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코리아피부미용협동조합으로 제품자립화

와 미용협회의 전문 노하우를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 : (주)이노파트너스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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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에서 천연 이미지를 강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함

•�디자인 콘셉트 : 고귀한 아름다움을 꽃피우다 → ‘Nature, Infuse healthy beauty’ (자연, 건강한 아름다

움을 불어넣다)라는 브랜드 콘셉트와 어울리도록 하여 nature, premium, professional의 가치를 강조함

•브랜드 로고뿐만 아니라 아이콘까지 개발하여 활용성을 높임

•아이콘은 단독으로 패턴에 사용되어 쇼핑백 및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블랙색상을 사용하지만, 패키지 콘셉트에 따라 자주, 청록 등의 보조색상을 사용하여 고급

스러운 느낌을 살림

•기초, 색조, 바디, 헤어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도 잘 어우러짐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천연 고기능성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미지를 형성하여 피부 관리 숍이나 피부과 등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어 

관련 업체들에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테틱 숍뿐만 아니라 홈 뷰티족을 타깃으로 하여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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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이 가능하여 건강한 피부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할 이너뷰티 제품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브랜드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브랜드 개발의 핵심은 고객층이나 타깃층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확실하게 충성 고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개발된 

브랜드 디자인으로 제품 론칭 후 지속적 제품 개발을 통해 서비스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

조 서비스업으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홍보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피부로 느끼며 그 홍보의 기여도에 따라 

나의 브랜드는 성장함을 생각해 봅니다.

뷰티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진심이 담긴 

천연 화장품 브랜드를 

자체 개발하여 

출시를 기획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프리미엄 천연 화장품 

브랜드 콘셉트 및 

이미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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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개발 / 심벌 + 한글 + 영문 타입(세로 타입) 브랜드 B.I 개발 / 심벌 + 한글 + 영문 타입(가로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산지 직거래한 국내 우수농가의 최상품 과일을 오프라인(과일 판매점, 과일 카페) 시장을 활

용하여 기존 온라인 충성고객에 대한 신뢰감 고취 및 잠재적 고객 확보와 상품 철학을 알리

고 오프라인 시장 판로개척에 따른 독자적인 신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수익 창출’의 목표를 

두어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먼저, 시장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과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층으로 설정했다. ‘맛있는 과일로 즐기는 건강한 생활’을 내포한 네이

밍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두 번의 네이밍 제안과 설문조사를 통해 ‘푸르탐’을 최종 네이

밍으로 선정했다. 과일 판매점과 과일 카페 두 가지 매장의 결합을 충족시키고 브랜드 가치

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BI 

디자인을 개발을 진행했다. 블루 컬러의 비중을 높인 청록색으로 색상 선정을 하여 소비자

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였다.

16. 파머스링크협동조합

엄격한 품질관리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온라인 과일판매 브랜드 

‘델푸릇’을 운영중인 전주의 협동조합으로 구성원 모두 삼촌네 과일가게를 통해 맺은 인연

으로 5명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자

조합원과의 협업을 통해 판매자조합원과의 상생구조로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행업체 : (주)디파트너스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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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우리말인 푸릇하다의 ‘푸릇함’, 과일이라는 뜻의 영어 ‘Fruit’의 발음을 함께 가지

고 있어 한글과 영어의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하여 선정한 푸르탐은 오프라인 과일 판매점과 과일 카페 두 

가지 매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한데다 커피잔에 담긴 과일들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부합하고, 세련

된 느낌이 돋보여 선정되어 조합원, 조합, 지역 모두에게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긍정적 

브랜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내부적 측면으로는 조합원들의 자부심 고취, 긍지를 부여하여 생산성 향상시키고, 기업가치 측면으로

는 기업 가치와 비전이 담긴 브랜드개발로 조합 인지도 상승 및 고객 충성도 확보로 인한 브랜드 파워 구축

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혁신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상승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도와 함께 2단계 오프라인 브랜드개발을 통한 조합의 6차 중점사

업 사업 확대 등 3, 4단계 사업추진 성공도약 추진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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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과일에 맞서 국내 과일시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비싸

도 좋은 것을 구매하는 가심비 문화와 차별화된 감성을 반영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이 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확장을 사용하는 추세이

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인 고객과 소통하는 경험 마케팅 활

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현황에 따라 푸르탐의 주 타깃층이 밀레니얼 세

대인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만을 주로 해오던 파머스링크협동조합의 브랜드 신뢰와 이

미지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

는 과일 카페의 차별화된 브랜드 확장과 고객의 능동적인 경험을 유도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객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면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여 브랜드에 대

한 선호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면서 조합, 조합원, 지역 모두에게 심

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긍정적 브랜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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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품질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과일 판매점, 

과일 카페의 통합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인지도 상승 및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조합의 품질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과일 판매점, 

과일 카페의 통합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인지도 상승 및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64
디

자
인

에
서

 배
우

는
 소

상
공

인
 브

랜
드

 개
발

 노
하

우

브랜드 B.I 개발 / 심벌 타입 브랜드 B.I 개발 / 국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책 마련으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안전, 위생을 강조한 식품 관련 업체의 대

응이 중요해지고 다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자들은 원한다. 협동조합 떡무리시

스템은 떡의 브랜드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 1인 가구 증가 및 비중 증가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고 있

어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시에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

됨에 따라 떡 제품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재료의 현대화로 새로운 퓨전떡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떡의 브랜드화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과 동시에 떡 종사 100년의 위

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떡무리시스템이 지향하는 가치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웃음을 ‘미소와 고(糕; 떡 고)’ 글자 합

성어는 ‘미소고’의 브랜드가 앞으로 기대된다.

17. 협동조합 떡무리시스템

떡무리 시스템 협동조합은 전북 전주시 2018년 설립된 떡류 전문 기업으로, 떡명장을 비

롯하여 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HACCP 인증(떡류)을 통해 깨끗한 식품 제조 환경 구축

하고 있고, 협동조합 구성원의 떡류산업 종사 기간은 총 100년이 됨. 전주푸드 통합지원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획하고 생산하며 친환경 식자재를 활

용하여 공동생산과 공동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수행업체 : 이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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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은 프랜차이즈 연계 지원 사업으로 성장하고, 떡 제조와 판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의 쌀과 기름류 등의 구입으로 지역활성

화로 이루어지며 생산력 향상은 인력 증가로 성장하는 조합을 기대해 본다.

“소비자는 맛있는 

떡을 먹어 미소를 짓고

판매자는 좋은 떡을 판매하여 

미소를 짓는 

협동조합떡무리시스템의 

통합브랜드”





기업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기업의 심벌 

마크, 로고타입, 심벌색상 등을 일치시켜 기업의 

모습을 전략적·체계적으로 통일하는 작업

C.I.
Corporatio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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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심벌+국문+영문 타입(가로형) 브랜드 C.I 개발 / 국문+영문 타입(가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공공협동조합 C.I 개발 참여는 소비자에게는 영상미디어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미지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전문가 그룹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협동조합으로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소비시장을 세분화로 비 차별화 전략, 차별 전략, 집중화 전략 중에 공공협동조합에 가

장 적합한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공공협동조합 브랜드를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경

쟁브랜드와의 차별점 및 유사점 분석을 내·외부 브랜드 프로파일링 하여 누구나 미디어를 

일상에서 가깝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휴그린협동조합브랜드 포지셔닝이 

이루어졌다.

1. 공공협동조합

공공협동조합은 핵심구성요소가 되는 영상, 사람, 스토리 등 원들이 좀 더 가까이 모여 응

집된 하나의 원이 되어 협업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재생 모양의 여백은 

공공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핵심요소로 일관된 활용원칙을 준수하여하 한다.

수행업체명 : 주식회사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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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ANNER

X배너 X배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용되는 장식물로 각 시설물의 위치와 크기에 맞도록 본 항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준수하여 제작한다. 컬러는 주색 외에도 보조색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AS 3-02 APPLICATION SYSTEM

2020. 9. 1. 2020. 9. 1.

누구나
미디어를
일상에서
가깝게

BUSINESS CARD

명함 명함은 공공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대외접촉에서 가장 먼저 주고받는 매개물로서 첫 인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항에 

제시된 명함은 실제 크기이며 주소 및 직책의 표기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글씨체의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요소의 

적용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AS 1-01 APPLICATION SYSTEM

홍  길  동
이사 | 촬영팀총괄

010-1234-5678
email. gg-coop@naver.com

fax. 070-4758-9009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참샘약수길 49 공공협동조합

콘텐츠개발 | 미디어교육 | 영상제작 | 온라인 중계 | 디자인 | 출판

7mm 7mm 23mm

7mm

18mm

16mm

7mm

R 10

10mm

4.3mm

ENVELOPE

소봉투 소봉투는 공공협동조합의 이미지를 우편 등을 통해 외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제작 시에는 공공협동조합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표시요소의 비례와 색상적용 방법은 본 항의 예시를 

사용한다.

AS 1-03 APPLICATION SYSTEM

37mm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참샘약수길 49 공공협동조합
email. gg-coop@naver.com
fax. 070-4758-9009

ENVELOPE

소봉투 소봉투는 공공협동조합의 이미지를 우편 등을 통해 외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제작 시에는 공공협동조합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표시요소의 비례와 색상적용 방법은 본 항의 예시를 

사용한다.

AS 1-03 APPLICATION SYSTEM

37mm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참샘약수길 49 공공협동조합
email. gg-coop@naver.com
fax. 070-4758-9009

ENVELOPE

대봉투 대봉투는 공공협동조합의 이미지를 우편 등을 통해 외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제작 시에는 공공협동조합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표시요소의 비례와 색상적용 방법은 본 항의 예시를 

사용한다.

AS 1-02 APPLICATION SYSTEM

42mm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참샘약수길 49 공공협동조합
email. gg-coop@naver.com
fax. 070-4758-9009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핵심 사업이 되는 영상 스튜디오, 문화예술 플랫폼, 사회공헌사업 세가지 중점사업을 선으로 표현. 그 안에 

속해있는 조합원을 원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이 영상이라는 한 매개체로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공공협동조

합의 핵심가치를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형상화 한 콘셉트이다.

브랜드 개발 작업은 공공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를 잘 표현하였고 다양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도

가 높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심벌과 로고형의 조합으로 협동조합의 이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일

괄되고 단순화한 형태로 고객에게 신뢰도를 형성하였으며 전문그룹으로서 빠른 이미지 형성에 많은 성과

가 있었다.

공공협동조합은 공동가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C.I 브랜드개발 작업에서 앞으로의 희망적인 문화예술 

플랫폼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영상 스튜디오로 조합이 함께 커 나갈 것이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조합으로 그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LACARD

현수막 현수막은 공공협동조합의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용되는 장식물로 각 시설물의 위치와 크기에 맞도록 본 항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준수하여 제작한다. 컬러는 주색 외에도 보조색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AS 3-01 APPLICATION SYSTEM

누구나 미디어를 일상에서 가깝게

2020년 9월 1일~ 2일

2020년 9월 1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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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심벌+국문+영문 조합(가로형) 브랜드 C.I 개발 / 심벌+국문+영문 조합(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과 개발 성과

난나르협동조합은 분식외식업조합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이란 이름을 가진 난나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심벌을 만

들어 빛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심벌에 난나르의 국문과 영문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의 성장

을 대비 조합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여 굳건히 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개성, 브랜드 요소를 정확한 용어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벌

로 소비자가 이미지로 형성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

였다는 것이 브랜드 개발의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난나르협동조합은 분식외식업조합인 만큼 분식업계에서 골떡 떡볶이 하면 나난르협동조합

의 떡볶이로 연상되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되길 바라며 브랜드 개발 과정과 패키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한 발 더 나아가는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2. 난나르협동조합 

빛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 난나르의 이름을 시각화하여 가운데 원형을 사람에 비유

하여 사람들이 모여 그게 하나의 빛이 되며 화살표 형태의 발산은 하나의 화살표(방향)이 

되어 다시 한 번 협동, 결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행업체명 : 세이드디자인

▶ 브랜드 B.I 개발 전 /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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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영문 타입 브랜드 C.I 개발 / 국문+영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도시인 환경연구소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이미지스톡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CI와 BI의 

연관성과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을 하게 되었다. 간결하고 가독성이 있는 CI개발로 

기업의 이미지를 잘 알리기 위함이다.

스마트폰 테마 판매 및 중계 & 이미지 디자인 스톡 사업을 위한 독창적이고 심플한 CI를 개

발함으로써 주 사용층인 10~40대를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본 지원사업을 활

용할 계획이며, 도시인 환경연구소(Urban-Huma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Cooperatives)의 첫자를 이용한 네이밍으로 UHERIC는 유스톡과는 연관성 있게 나타냄

으로써 독창성을 잘 나타내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사용도가 높아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이템과 기술이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합은 홈페이지 서비스 경험을 기

반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테마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3. 도시인 환경연구소 협동조합

2018년 12월에 법인 설립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컨설팅 및 다양한 용역 사업

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개인의 능력과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건축설계, 건축디자인, 

디자인용역사업 분야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테스트 사업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수행업체명 :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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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도시인 환경연구소(Urban-Huma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Cooperatives)의 첫자를 이

용한 네이밍으로 UHERIC가 탄생하였으며 칼라의 선택으로 유스톡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깔끔하고 간

결함을 잘 나타냈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중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며,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자 함에 있어 이번 브랜드 CI 개발 작업은 적절한 시기였지 않

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 본 지원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며, 주로 광고에 사용하고

자 함에 있어 CI는 본 조합을 알리는 중요한 시각화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과이다.

도시인환경연구소에서 준비하는 USTOCK만의 브랜드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적합한 디자인으

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브랜드 BI 개발에 지속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이에 

자사 CI는 소비자들 깊숙이 들어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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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국문타입(가로형) 브랜드 C.I 개발 / 국문타입(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CI는 조합이 영위하는 전통기름 제품의 근간을 차용하기 위하여 

참깨와 들깨가 결합되어 기름을 짜는 형태감을 발아력의 새싹 쉐입으로 치환 및 키 비주얼 

재정의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성 있게 성장하

는 모습으로 상징화하였으며 협동조합원 및 예비협동조합원들에게 동적이며 희망적인 미래

감의 생동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드 개발은 올곧은 참기름 제품의 본질을 추구하는 조합

과 조합원의 실천적 비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모란시장의 전통적 가치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개념의 상황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디자인에 

접근 개발해 나갔으며 전체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고유성과 현대미가 

함께 표현된 조형계 디자인이 주도되는 CI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4.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전국최대의 기름집밀집지역인 모란시장의 대표상인들로 구성되어 참기름 및 들기름 제

품의 연구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시장의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와 활용도에 동의하고 기존 사업영역의 발전 및 확장을 위해 기름 분야의 경험자

와 전문가가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수행업체 : 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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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홍 길 동

www.morancoop.co.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5
중앙인더스피아2 아파트형공장(상대원동) 
Tel. 031-778-7395   Fax. 031-000-0000
E.mail. abc@morancoop.co.kr

Mobile.  010-0000-0000

이사장
홍 길 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5
중앙인더스피아2 아파트형공장(상대원동) 
Tel. 031-778-7395   Fax. 031-000-0000

C

www.morancoop.co.kr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전통기름 제품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을 갖춰 브랜드 확산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만족도와 인지도 높은 우량 브랜드로서 해당 시장 카테고리 내에서 조합

의 가치평가를 향상 시키는데에 그 효과가 있으며 매출 확대 기대와 함께 마케팅 비용의 절감과 그 효율성

으로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이 제고 될 수 있는 효과 역시 함께 기대됩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CI 개발은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개념적 상황의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디자인에 

접근 및 개발 해나갔으며 전체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우리협동조합만의 고유한 조형 

디자인이 주도되는 CI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CI개발이 전국 최대의 기름집 밀집 지역인 모란시장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성과 명확성이 조합원들의 협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곧은 참기름 제품의 본질을 

추구하는 조합과 조합원의 실천적 비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모란시장의 전

통적 가치를 수용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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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전 브랜드 C.I 개발 후/ 심벌+국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이전의 CI는 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가치 전달 효과가 떨어졌고,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디자인이어서 

전문성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CI를 리뉴얼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CI의 개발

에는 바로깔끔이의 건물 다방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우선으로 가치

로 두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업체로서 외부로는 전문성을 전달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 

업체의 프로라는 콘셉트를 설정, 컬러는 전통적으로 신뢰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청소 후의 

깔끔함을 전달하기 좋은 푸른색 컬러를 메인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로고 타입은 심벌  

조합형, 워드마크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였으나, 기업이 청소업체의 대표 마케팅 도구인  

스티커에 활용하기 좋은 심벌 조합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바로깔끔이 협동조합

청소업체 중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을 구성한 세종시의 협동조합, 단순 청소만 하는 기업

이 아닌 소방/전기/소독 및 방역/에어컨/승강기/철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종합 건물시설관리업체

수행업체 : (주)이노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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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CI 개발이 완료되고 바로 명함/소봉투/대봉투 교체, 새로운 홈페이지에 반영(http://www.barockm.

co.kr/), 블로그 반영(https://blog.naver.com/barockm), 새로운 카탈로그 제작 완료, CI와 같이 개발

된 스티커도 제작할 예정으로 빠른 기업 이미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성

을 어필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세련되게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심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CI 개발의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바로깔끔이는 청소는 기본, 건물 시설관리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믿을 수 있고 퀄리티있는 

종합건물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조합은 이번 CI 개발은 고객의 신뢰성을 얻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시각적으로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의견입니다.

바로깔끔이는 조합원 모두가 합리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간 상생을 위해 협력하며 따스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조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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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보통 청소업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협소한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많은 청소 기업들이 Clean/깔끔함에 최우선을 두고 CI를 개발하지만 바로 깔끔이 협동조합

은 타 업체와는 달리 미국의 청소대행 대기업 메리메이드와 같이 전문성을 주 가치로 삼아 

개발하여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관리(청소/철거/소방 등)뿐만 아니라 일자리 센터, 광고 기획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조

합의 방향성과 비전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CI 콘셉트가 세계로 뻗어나가

는 그래픽으로 신뢰감과 전문성을 표현하였고 뻗어나감과 동시에 감싸안는 듯한 그래픽으

로 따뜻함과 관리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번 CI 개발의 참여는 저희 조합의 재정

비와 더불어 코로나19처럼 개인 방역이나 건물방역이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앞날에 막중한 책임감마저 듭니다. 하나의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 

작은 시각화가 신뢰성 및 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바로깔끔이 홍보를 위한 모바일 및 인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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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O in the Clean Facilities 

Management

건물 시설 관리의 단 하나뿐인 프로, 

신뢰성은 물론, 

타 청소기업과는 비교되는 

건물통합관리업체로서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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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전 / 박달재전통시장 CI를 사용 브랜드 C.I 개발 후 / 심벌+국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 브랜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 

-  협동조합으로 공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현재 디자인이 부재하여 사업화 진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는 전통시장 CI로, 네임도 공동 브랜드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박달재 전설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어서 박달재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점과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힘듦

-  박달재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농민들의 정성이 만들어 낸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소비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CI 겸 공동 브랜드가 필요

○ 개발 과정

-  우선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박달재 

농특산물 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함 

6. 박달재 소상공인 협동조합

박달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상인들은 각종 농산물 (사과, 오미자,

옥수수 등) 및 가공식품(과일청, 과일즙, 참기름 등)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는 협동조합

입니다.

수행업체 : (주)이노파트너스

▶ 브랜드 C.I의 부재로 박달재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박달재전통시장 CI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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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귀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23-4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1 2 3 4 5

1 2 3 4 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23-4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  소비자들에게 박달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로, 박달재 지역 전설을 모티브로 하기 

보다는 박달재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의 특징, 농부들의 정성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신선, 청결, 고영양, 신뢰 등의 가치가 주요 키워드

- ‘박달재 농특산물 협동조합’디자인 콘셉트 : “자연의 생명력을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들”

-  디자인 시안 설명 : 자연, 생명력을 상징하는 요소인 해, 땅, 바람 등을 활용하고, 개별적인 요소들이 또 

다른 하나의 형태를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면서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협동조합의 이미지

를 형성 

-  각각의 요소들은 박달재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농부의 이미지 또한 표현하고 

있음

-  박달재 농특산물의 신선함, 깨끗함과 농부들의 정성, 노력, 협동조합의 전문성 등 다양한 가치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시안임 

- 캘리그래피 또한 독특하여 타 브랜드와 차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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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협동조합을 공동브랜드로 적용하여 제품에 활용하면 소비자들에게 특별함과 신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제품들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지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인식이 잘 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농산물은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이나 지역에선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브랜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박달재 농특산물 협동

조합도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문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적용하면 특별

함과 차별점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박달재농특산물 협동조합 스티커



83 브랜드 개발 노하우 : C.I(Corporate Identity)

단순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합 이미지가 아니라, 

박달재만의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전통과 노하우로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협동조합의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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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로고+국문+영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C.I 개발 / 로고+국문+영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현재 서울한방협동조합은 조합의 의지를 표명할 새로운 조합CI 및 공동브랜드개발을 통해 

조합의 사명과 비전을 통일화하고 차별화된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시장환경에 

더 쉽게 인식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함이 절실하다. 서울한방협동조합은 CI 개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성을 가진 조합원들을 대외적 상황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식별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방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새로운 CI 모습으로 다시 탄생에 기대 또한 크다.

조합의 주력 매출을 돕고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공동 브랜드개발로 강력한  

한방식품쇼핑브랜드의 기초를 준비하며 서울한방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브랜드로  

인지될 수 있게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기업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이 하나의 콘셉트으로 통일, 규정화하여 기업의 사명과 개성을 명확히 전달하

였다.(명함, 서식류, 대소 봉투, 공문, 문서 양식, 소모품류 외 다수)

7. 서울한방협동조합 

서울한방협동조합은 서울 제기동의 한약방 밀집지역의 한방을 목적으로 약재등 자연의 

건강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힘을 합친 조합으로 한방도 한류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회로 한방도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인 한방협동조합입니다. 

수행업체명 : ㈜수앤진컴퍼니      



85 브랜드 개발 노하우 : C.I(Corporate Identity)

1
1
0
9
, D

e
o
n
g
n
e
u
n
g
-
ro

, N
am

yan
g
ju

-
si, G

ye
o
n
g
g
i-

d
o
, R

e
p
u
b
lic o

f K
o
re

a

T. +
8
2
.3

1
.5

7
3
.2

3
4
9
  F. +

8
2
.2

.6
0
0
7
.1

8
6
0

It contains the benefits of nature.

070.7765.1075

070.7765.1075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서울한방협동조합의 이니셜 SHH를 단순화하여 심플하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고, H에 나뭇잎의 

형상을 결합하여 건강, 자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울한방협동조합을 현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브랜드 로고로써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조합의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 자체 브랜드의 통일화로 인해 전문성을 강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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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엠블렘+국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C.I 개발 / 엠블렘+국문 타입(가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신다림길청년몰과 중복 이름으로 네이밍 변경과 기업의 리포지셔닝하는 것이 목표이며, 

협동조합의 주사업 방향성을 고려한 디자인 시스템 구축 필요하였다. ‘우주소년단’의 브랜

드는 심벌과 워드마크의 조합형으로 고딕체의 가독성과 미래지향적인 서체로 깔끔하게  

디자인하였고, 또한 태양에 살면서 천상의 신들과 인간세계를 연결해 주는 신성한 상상의 

길조 삼족오를 심벌화하여 아이덴티티를 잡아주었습니다.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진취적이

며 기업 이미지와 외식업과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신다림길협동조합은 새로운 음식문화를 제안하고 즐거운 외식생활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We are 우주소년단!을 슬로건으로 음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의 선두에 우뚝 서겠습니

다. 우주소년단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외식 협동조합이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8. 신다림길협동조합(C.I.)

젊은 청년들이 모인 전략적 협업 협동조합 상품개발 - 브랜딩 - 유통 -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커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신다림길 지역이름과 겹쳐 다소 의미

가 불분명하여 C.I 작업을 통해 신다림길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행업체 : 디자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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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우주소년단만의 독창적 캐릭터 상품개발로 외식업과 프랜차이즈사업 외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지역시장에 

국한되지 않은 비지니스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창출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협동조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비전에 

맞는 디자인 기획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조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의 창출은 협동조합의 신뢰도

를 상향시켰다는 것이 이번 디자인 개발에 가장 큰 성과로 뽑힌다. 우주소년단의 브랜드 C.I 개발은 홍보

와 마케팅의 수단을 창출하여 영업이 한결 단순해지고 명확한 전다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우주소년단은 디자인 협업 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로 브랜드의 지속성이나 트렌드에 맞는 수정, 그 외 기획

될 제품 디자인과의 개발도 함께 할 것이다. 디자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온몸

으로 느끼게 되는 요즈음 타 조합이나 기업의 이미지도 다시 보게 되었다. 



88
디

자
인

에
서

 배
우

는
 소

상
공

인
 브

랜
드

 개
발

 노
하

우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확실한 가치와 브랜드 현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포지셔닝과 타깃으로 브랜드 성장의 채널을 찾아야 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조합인 만큼 성장성을 독창성에서 찾았다.

고생한 만큼 모두를 만족할 만한 C.I, B.I를 개발할 수 있음에 조합원들과 디자이너 협력업

체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주소년단은 가맹사업과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보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중화권을 비롯한 해외 각국으로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에 우주소년단은 적절하고도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주소년단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마케팅 홍보로 확실한 브랜드 지속성으로 큰 성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주소년단 베너 및 실내 사인물(옥내외 고객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표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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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단의 독창성으로

지역시장에 국한되지 않은 

비즈니스를 추구



90
디

자
인

에
서

 배
우

는
 소

상
공

인
 브

랜
드

 개
발

 노
하

우

브랜드 C.I 개발 전 브랜드 C.I 개발 후 / 영문 심벌 + 국문

브랜드 개발 과정

기존의 C.I 디자인은 기업의 특성이나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올바르고 정직

한 기업 이미지 및 다양한 소비자층(젊은 층)을 아우르는 트렌디하고 사용성이 높은 브랜드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CI 개발은 정직하고 합리적인 Corporate 

Identity를 간결하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표현 + 해외 시장을 고려한 Global Cosmetic 

Identity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당 기업만의 이념과 비전을 부각시키고, 소비자

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  Shape - Cooperation : ‘H’를 연결고리의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안전하고 정직한 화장

품의 개발과 공급을 제공하는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만의 하나 된 핵심가치를 

부드러운 형태의 워드마크로 디자인하였습니다.

2.  Color - Healthy - 성분의 안정성(친환경 이미지)과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

는 편안한 느낌의 Green color를 선택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9.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 (HCB coop)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은 브랜드력이 부족한 중소화장품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품질 좋고 안전한 화장품을 정직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결성한 협동조합으로 자연친

환경적인 트렌디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화장품으로 다가가자는 기본 원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행업체 : 본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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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도출 
과정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HCB coop(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만의 차별화된 C.I Design으로 소비자에게 코스메틱 전문  

기업으로서의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개발 참여가 주목적이었다. 

HCB coop(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상표 권리화를 통해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상승시켜 원활

한 국내외 시장진출과 제품의 차별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브랜드 개발은 상품 성분의 안전

성과 자연친환경적임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화장품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꾀하였고, 차별성을 내세워 편리하고 직관적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브랜

드만의 차별적인 브랜드 이미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의 협동과 신뢰가 소비자들의 신뢰로 다가감이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핵심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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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HCB coop(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새로운 C.I Design에 대한 메시지와 핵심

가치를 소비자에게 연속적으로 꾸준히 노출시키며 그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HCB 

coop(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만의 상징성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C.I를 개발함에 있어 정직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조합원들과 생산자와의 수많은 회의로 C.I에 정확성이 보여진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었습

니다.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에서도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어떻게 제품에 담기는지 등을 볼 수 있어 제품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에 많은 도움을 함께 한 본파트너스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감사를 전합니다.

후보안 및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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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신뢰를 가장 중시하는 

기존의 핵심가치를 베이스로

HCB coop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만의 

Corporate Identity 설정

제품 CI 적용예시

business card & shopping ba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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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 심벌+국문 타입(가로형) 브랜드 C.I 개발 / 심벌+국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개발 과정

바느질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구축할 CI 개발 및 조합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Selling 

Brand 개발을 하였다. 브랜드 네이밍의 직관적인 이미지를 심벌마크로 표현하여, 시각적인 

활용성과 다양한 표현 방법에 유용하다.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의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심벌에 담아내고 따뜻한 난색과 친근감 있는 표현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차

별적 이미지를 접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바느질협동조합의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의 성장을 위해 홍보와 브랜드 연상  

위주의 브랜드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CI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지금’, ‘오늘’과 같

이 일상에 중점을 둔 문화콘텐츠 실현을 주축으로 시대와 시대 소통, 장인과 디자이너의  

소통,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한 소통의 공간과 일상에서 즐기는 실크,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조화의 공간을 바느질협동조합의 가치로 삼고 바느질협동조합이 공간의 온도

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조합으로 커져나감을 기대하게 되는 브랜드 개발 과정이었다.

10. 진주바느질협동조합

진주를 대표하는 섬유공예품으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브랜드로서  

활동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I/BI(공동브랜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크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방산업통합과 지역 내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주요 사업시설을  

영위할 수 있는 신규브랜드 개발 중에 힘쓰고 있다.

수행업체명 : 주식회사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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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업추진계획

브랜드 핵심가치전략수립
-핵심가치 도출

03 과업추진계획

각 분야에서 도출한 브랜드 키워드를 기반으로 폐광지역을 바리오화순을 통해 재생하고자 함

essence

Brand Keyword

Image Keyword

Brand Core Value

understand difference value

과거를 이어가고, 현재를 이야기하며, 시대를 만들어가는

‘한땀’

유연한 / 다양한 유니크한 / 조화로운 친근한 / 트렌디한

지역의
재탄생

개방적 변화 오늘의 대화

브랜드 개발 과정 성과

바느질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구축할 CI 개발은 조합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바느질 협동조합은 바느질 체험시설 및 공동활동, 창업자 교육 등 많은 확장영역에서 확실한 시각적 효과

를 주었다는 조합원들과 소비자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 특히 따뜻함을 강조한 C.I는 직관적이면서도  

조합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어 CI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기존의 로컬 이미지 탈피에서 한 분야의 속성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바느질협동조합이 될 것이며 

패밀리 브랜드를 뒷받침할 보증브랜드 역할을 충분히 해 줄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연계 사업에 대한 이미지

네이션에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공장 동양염직소가 전국 실크의 80%를 진주에

서 생산되기도 하였던 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견직 업체가 100여 개가 넘던 공장들이 지금은 50

여 개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크 박물관 건립을 계획

에도 있는 진주에서 바느질 협동조합이 지역의 활력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고리가 되어 다시 

시작되는 섬유공예의 리더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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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C.I 개발 전 브랜드 C.I 개발 후/ 심벌+영문+국문 타입

브랜드 개발 과정

신규 떡류에 대한 브랜드/기업 이미지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C.I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떡무리시스템은 떡류 급식 진입을 위한 HACCP 인증 

과 가공시설 및 인력 공유로 상생하는 협동조합으로 기존의 C.I는 신규 브랜드 론칭을 위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C.I 개발로 쉽게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연상 강화를 위한 목표점을 제시하여 

떡 글자를 심벌화하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문과 국문을 조합하여 문제점을 해결된 신규 브

랜드 C.I를 이미지화하였다. C.I는 신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의 적용으로 온/오프라인 홍

보를 강화할 것이며 기업 인지도 또한 확대할 것이다. 전통식품인 떡/한과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제공으로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섭취 가능한 전통적인 떡/한과의 단순한 제

공이 아닌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트렌디함을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한 간편 & 편

의성을 고려 제공하는 협동조합떡무리시스템의 앞날이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11. 협동조합 떡무리시스템 

떡무리 시스템 협동조합은 전북 전주시 2018년 설립된 떡류 전문 기업으로, 떡명장을  

비롯하여 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HACCP 인증(떡류)을 통해 깨끗한 식품 제조 환경  

구축하고 있고, 협동조합 구성원의 떡류산업 종사 기간은 총 100년이 됨. 전주푸드 통합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획하고 생산하며 친환경 식자재

를 활용하여 공동생산과 공동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수행업체 : 이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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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과정 성과

신규 떡류에 대한 브랜드/기업 이미지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C.I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떡무리시스템은 떡류 급식 진입을 위한 HACCP 인증과 가공시설 및 인력 공유

로 상생하는 협동조합으로 기존의 C.I는 신규 브랜드 론칭을 위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C.I개발은 포장디자인 등 모든 패키지 개발로 연결되어 제품판매

에 있어 기업의 존재가 명확하니 브랜드의 개발이 더 확장적이었습니다. 또한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기업 명칭이 명확하고 정확성을 가지니 마케팅 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협동조합떡무리시스템의 발전 가능

성을 기대해 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웰빙선호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조합





사업을 상징하는 도형이나 문자 또는 그 고장을 

상징하는 로고 등을 만들어 홍보할 때에도 사용

캐릭터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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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캐릭터 개발 바요[BAYO] 브랜드 캐릭터 개발 바모[BAMO]

캐릭터 개발 과정

바우푸드협동조합의 설립목표인 ‘공동상품기획,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맞춰 젊은 감각의  

패키지 리뉴얼,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전문업체를 

통해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이 통합된 브랜드와 상품전략

으로 수익형 BM을 완성하고자 함에 본 디자인 개발 목표는 ‘전통시장 종합 선물세트’라는 

MD구성 목표에 맞추되 세련되고, 일반 Fancy 상품과 같은 소비자 만족을 달성코자 하였

다.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에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형태로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상인, 전통문화, 다양한 식재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모형으로 완성되었다.

여러 사례의 시장조사 결과 다양성과 입체적인 공간 구성이 특징인 ‘전통시장’이 성향에  

맞춰 본 조합의 패키지는 화려하고, 눈에 튀는 느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살리고, 스토리텔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 (사)말바우시장문화센터

바우푸드협동조합은 광주 전통시장 내위치한 (사)말바우시장문화센터로 한과, 튀김,  

베이커리가 주가 되는 상품을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수행업체명 : 인프리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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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개발 성과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에 있어 본 조합의 생산 품목이 ‘한과, 튀김, 베이커리’ 가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바싹하고, 톡톡 튀는 식재료를 테마로 캐릭터 구성해보자는 상호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후 말바우 시장 내 행사 참여, 외부 싸인물 제작, 온라인 채널 등 진출 시 활용가치가 높은 캐릭터 개발을 

목표로 추가로 기획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물, 공룡, 어류’ 등 움직임이 있는 캐릭터 콘셉트도 제작해

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드디어 캐릭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1.  바요와 바모 : 신선한 식재료를 요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 생산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의 색깔과 잘 어울린다.

2.  말로스 : 여러 스케치 안을 보고 고민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역동성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로써 ‘말로스’가 낙점되었다. 만화 ‘둘리’에 나오는 엄마인 브라키오사우르스를 모티브로 구성되었고, 

전통적인 ‘갓’을 씌워 본 시장의 메인 캐릭터인 ‘말’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 인상적이다.   

캐릭터 청소년 ‘바요’, ‘바모’ 응용동작

바요와 바모는 시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품들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재능꾼 캐릭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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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형탈, 싸인물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시에도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최종 캐릭터로 선정하였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코로나 19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배달로 식재료를 주문하는 문화

속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본 조합은 고사 직전을 경험할 것이라는 위기

감을 느낀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패키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다양한 오프

라인 채널로 진입을 시도하고, 신규 캐릭터의 활용으로 각 조합원들의 쇼핑백, 외부 간판, 

앞치마 등에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와 MZ 세대와 교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양산하고, 인

형탈, FRP 조형물 제작 등에 추가로 투자하면 자체 고객 이벤트 행사 실시를 수행할 수 있

게 되어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디자인 물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활용

하고, 2차, 3차 디자인물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캐릭터 청소년 ‘바요’, ‘바모’ 제품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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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청년한과 ‘말로스’ 제품 응용

캐릭터 청년한과 ‘말로스’ 응용동작

청년한과 말로스

한국을 사랑하는 공룡을 콘셉트으로 

갓을 쓰고 국내 곳곳의 푸드를 즐기며 

여행을 다니는 말로스.

말로스는 명랑하고 밝으며 

전통음식을 좋아하지만 

트렌디한 푸드도 

놓치지 않는답니다.



104
디

자
인

에
서

 배
우

는
 소

상
공

인
 브

랜
드

 개
발

 노
하

우

브랜드 캐릭터 ‘우주소년단’ 개발

캐릭터 개발 과정

우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만 붙여진다는 칭호 우주소년은 전 우주적 존재를 일컫는 말로 

UFO(미확인 비행물체)를 타고 지구에 수많은 문명을 전해주었던 존재들을 통칭하는 이름

이다. 우주 소년 중에서 가장 유능했지만 천둥벌거숭이인 우주소년 영실은 태양계왕 세종에

게 가장 사랑받는 우주 소년이었다. 어느 날 영실은 세종의 정원에서 아무도 먹어선 안되는 

빛의 열매를 먹고 우주에 블랙홀을 만들어낸다. 블랙홀을 만들어 낸 죄악을 저지른 영실에

게 세종은 지구 이렇게 캐릭터들만의 콘셉트와 목적이 설정되었다.

캐릭터 디자인 개발 성과

1.  이름: ‘준’ 캐릭터 모티프 조니킴   

직업:  SPACE CHEF 준은 전투기의 파일렷으로 군목무툴 했고 군의관이었고 지금은  

요리사이다. 혁의 파트너로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다. 전쟁 속에서 준은 사람을 

2. 신다림길협동조합

젊은 청년들이 모인 전략적 협업 협동조합 상품개발 - 브랜딩 - 유통 -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커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신다림길청년몰과 중복이름으로  

네이밍 변경과 기업의 리포지셔닝하는 것이 목표이며, 협동조합의 주사업 방향성을 고려한 

디자인시스템 구축필요하다.

수행업체 : 디자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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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파일럿에서 군의관으로 진로를 바꿨다. 제대 후에 상관이었던 혁의  

“우주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자”라는 제안에 넘어가 캡틴 푸스터의 파일럿이자 의사에서 요리사로 

전업하여 우주의 맛있는 음식을 찾는 여행을 3년째 하고 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혁을 위해서 

요리를 공부하며 수많은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의 의학적인 지식과 전쟁의 경험은 그를 우

주에서 거의 유일한 전투형이자 탐구형 셰프로 만들었다.

2.  이름: ‘희’ 캐릭터 모티프는 X의 히데   

직업:  SPACE ROCKER 희는 예술가다. 음악, 미술, 글쓰기 등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스페이스 로커의 길을 택했다. 그는 전 우주의 모든 소리로 음악을 만드는 우주 아티스트이자  

우주 대스타다. 전 우주주인의 사랑을 받는 희, 그는 우주소년단의 브레인이자 비주얼 담당이다. 

개성 넘치는 레드헤어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액세서리, 그리고 생명 같은 기타를 항상 휴대

하며 전 우주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3.  이름: ‘혁’ 캐릭터 모티프는 마츠다 유사쿠   

직업:  SPACE COWBOYS 혁은 전투가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수많은 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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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볐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명장이다. 현재는 로켓 푸스터의 함장이자 우주소

년단의 리더이다. 정열적인 면과 정적인 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천부적인 리

더다. 외모와는 다르게 감성적인 성격이고,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어 수많

은 우주인들에게 존경받는 감성 하드 보일러다. 음악을 좋아해서 희를 우주소년단

에 영입했고 먹을 것을 너무 사랑한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3가지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협동조합의 시장성 확대와 프랜차이즈가 나아갈 방향성, 브랜

드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다. 캐릭터는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기억에

도 오래 남아 브랜드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많은 장점이 있다.

우주소년단의 활약을 기대하며 캐릭터 개발에 창의력을 무한껏 발휘한 디자인 소리와도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 상 : 캐릭터 ‘준’, 하 : 캐릭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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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단만의 독창적 캐릭터 개발로 

외식업과 프랜차이즈외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지역시장에 

국한되지 않은 

비지니스를 추구

▲ 상 : 캐릭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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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쿠야’ 개발(청소년 캐릭터 쿠야와 어른반 캐릭터 쿠야)

3. 협동조합 꿈찾기운동본부

협동조합 꿈찾기운동본부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전문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및 기관  

단위의 교육 사업 수행에 최적화된 팀 형태의 조직으로써, 구성원 각자 전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제 경험들을 

겸비하고 있어, 어떤 교육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상호 협력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각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콘텐츠들을 

상호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수행업체 : (주)아트메이즈 디자인

캐릭터 개발 과정

협동조합의 특성상 협업을 위한 공통된 홍보물이 필요한 시점에서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  

졌다. 사업의 특성상 브랜드는 캐릭터로 개발하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캐릭터 개발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브랜드가 구축되어 갔다. 

향후 다양한 공동 작업을 위한 마케팅 아이덴티티가 절실했고, 공동마케팅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신규 가맹점 유입을 통한 효율성 및 시각적 마케팅 또한 필요한 시점에서 브랜드 

개발은 신의 한 수였다. 

협동조합 꿈찾기운동본부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협동조합 홍보물 개발로 이루어졌는

데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밝은 디자인 컬러 사용하여 업체 특성상 전반적으로 친숙하고 밝은 

구성을 메인 콘셉트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친숙하고 교육적인 느낌을 위해 블루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신뢰감과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쿠야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 주머니를 가진 쿠야

블루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여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검은 라인으로 테두리를 주어 뚜렷한 느낌

곡선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디자인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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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개발 성과

조합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을 통하여 PPT, 서류, 견적서, 명함 등 전체적인 공통디자인  

적용으로 인한 신규 개척 및 기존 거래처 홍보로 인한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홍보 관련 콘텐츠 확보

로 새로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장기적인 아이덴티티 확보로 인한 협동조합 공동체 사업 발생이 프랜차이즈로서의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을 기대해 본다. 공동마케팅비 절감(홍보물의 공용사용 간판, 전단 외)으로 지출 비용을 크게 차지했

던 대외비 절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해 브랜드 개발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자에게 캐릭터를 통해 친근함을 전달하고 꿈찾기운동본부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쿠야의 활약

과 매출향상을 기대해 본다. 부산에서 어떤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진  

협동조합 꿈찾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쿠야와 함께 달릴 것입니다. 쿠야의 개발로 협동조합 내부에도 친숙하

고 밝은 바람이 불고 있어 더 없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캐릭터 청소년 ‘쿠야’ 응용동작

쿠야의 어른반 버전 캐릭터

새싹에는 꽃잎이 피어나고

쌀알같은 앞머리는 노랗게 자랐다

한층 성숙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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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별 보유 콘텐츠 현황히 보편적이고 다양화

되어있으며 전문적인 경우도 많았다. 꿈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캐릭터 개발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캐릭터 시안도 많이 발생하였고 그중에서도 욕심나는 캐릭터도 많아 개

발 결과물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보아진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았다. 여기에서 디자이너

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꿈찾기 운동본부 캐릭터 쿠야는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쉬운 친근감 있는 캐릭터의 친근감,  

무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지속력), 청소년 진로 발견에 대한 교육을 목적

으로 한 캐릭터(교육용)를 콘셉트로 많은 인고 끝에 단순하지만 지속력 있는 캐릭터 쿠야가 

우리 곁에 와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에서도 활약할 쿠야를 상

상해 보며 코로나19에서 힘든 모든 분야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과 함께 힘을 내고 있는 꿈찾

기 운동본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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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친숙하고 밝은 이미지의 

아이덴티티가 필요.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 등이 가진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이름을 개발하는 것

네이밍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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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 청년팩토리가 식품별로 색을 구분하여 시각화한 B.I

브랜드 개발 과정

신선한 먹거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SNS 활용도가 높은 20~50대 대상으로 농식품 먹거

리 전문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네이밍 개발이 이루어졌다.

키워드:  농식품 / 경남 / 자연 / 신선 / 식탁 / 청년 / 먹거리 / 다양성 / 소상공인 / 협동 / 

차별화 / 젋은 농부 / 스마트 농업 / 스마트한 농부 / 온라인식품판매 / 직거래 /  

다양한먹거리 / 프랜차이즈 / SNS농수산물 / 건강 / 건강식 / 유기농 / 우리먹거리

등을 통해 

“젊은 농부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 “젊은 농부들의 꿈을 이루는 곳” 두가

지 슬로건 도출하였고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네이밍 콘셉트 개발

하여 “꿈을 꾸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공장”으로 확정하고 네이밍은 [청년팩토리]로 결정

하였다.

1. 더케이청년협동조합 

거창지역 청년들의 힘을 모아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 

수행업체 : 디자인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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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브랜드 부재였던 때 보다 확연히 매출 규모가 올라

갔고, [청년팩토리]라는 네이밍을 달고 제품이 진열 

되었을 때 기존의 각각의 다른 이름과 다른 회사들

의 제품들이 진열되었을 때 보다 소비자들의 관심

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서브 카피로 쓴 “젊은 농부”에 대한 이미지도 신선

하게 다가가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땀 흘려 만

들어낸 [청년팩토리]의 제품에 대한 응원과 기대에 

대한 만족도로 브랜드 개발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최근 귀농과 진로전환 등으로 인해 젊은 “청년농

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스마트한 기술로 

제품의 다양성과 개발, 그리고 판로는 기존의 먹거

리와는 여러모로 다른 형태의 사업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은 통합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너

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했다. 

더케이청년협동조합에서는 무궁무진한 “청년농부”

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업방향의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탄탄한 브랜드를 계속 개발해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할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역 내 

청년들이 힘을 모아 

함께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 

네이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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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 개발 / 심벌 + 국문 타입(세로형) 브랜드 네이밍 개발 / 심벌 + 영문 타입(세로형)

2. 충북여성기업수출협동조합

인삼, 김, 와인, 차와 같은 식품을 비롯해 헤어스킨, 옻제품, 전자기기 등 의식주 제품을 

생산하는 충북지역의 여성중소기업 및 여성소상공인이 모인 협동조합

수행업체 : 더에스

브랜드 개발 과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별적인 해외수출 성공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충북여성기업수출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며 해외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네이밍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참여기업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단

일한 브랜드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두고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생 여성기업수출협동조합으로서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네임 자체에 지역명

을 명기하여 출신을 분명히 하고 여성기업의 감성을 장점으로 드러내는 네이밍 개발을 추구

하여 간결한 호소력을 지닌 네이밍,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는 네이밍, 친숙하게 부르기  

좋은 네이밍,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네이밍의 교집합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해”·“푸른 산”·“맑은 물”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도민의 순수함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충북 여성기업들이 올곧고 바르게 만틀어내는 제품들을

전세계로 뻗어나갈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 브랜드 네이밍 기존 브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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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충북여성기업수출협동조합의 이녀셜 C.B.O 서로 상호관계를 심벌로 형상화함으로 끈끈한 연대와 올곧은 

기업으로 서고자 하는 정신을 원형과 직선의 조합으로 표현했으며 브랜드명의 영문약자와 일치시켜 개연

성을 높여 브랜드의 세계화를 꾀하였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인들의 협동조합이라 여성성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으며 이 여성성이 신뢰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단어들이 이미 상표권 출원 혹은 등록이 되어 있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브랜드 개발 결과 진행하는 콘셉트

의 의도와 상징성이 잘 나타나 충북여성기업수출협동조합의 괄목할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그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영업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브랜드 개발은 제품 및 기업의 신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 확보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이윤 증대가 전체적인 기업의 안전을 가져옴에 따라 조합원과의 상생과 조합

원들의 성장성을 힘을 실어준 것이 브랜드 개발의 가장 큰 성과이다.

다양한 제품들을 

단일한 브랜드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동브랜드 개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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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고난도의 네이밍 작업이었음. 밤을 새워가며 검토한 상표권만 수천건에 달하였습니다. 네이

밍 개발팀이 선택한 ‘온’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연결(on)’ 등 여성성과 소통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네이밍이 ‘충북온’이었습니다. 여기에 조

합원들이 ‘여수’라는 여성성을 느껴지는 단어를 조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

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네이밍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품을 묶어서 단일한 브랜드

를 만들어야 하는 네이밍 개발은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조합원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네이밍 개발과정이 녹녹치 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이밍은 자신의 이름이나 마찬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시선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조합원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에  

만족을 느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고민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네이밍이라는 단순한 이름 하나로 많은 것을 내포해

야 하는 어려운 작업임에 노력한 보람이 이름을 볼때마다 느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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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고 구매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는 포장에 관한 

디자인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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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및 성과

웰빙 열기의 확산에 따라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판매증가, 평균 농가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친

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로 다양한 고객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조합의 위치

한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친환

경 농산물의 활성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브랜

드 가치 창출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

고 경기도 지역의 농산물 및 반찬류, 쿠키류 등의 판매 계획에 앞서 브랜드 개발과 패키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브랜드 디자인의 성과를 보게 됨에 따라 조합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간편하고 맛있는 엄선한 품질관리가 새로운 문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

게 브랜드 개발과 함께 유통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농식품 유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경기도농식품유통사회적경제협동조합

경기도 사회적경제 농식품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회적경제 농식품 유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 재료를 활용하여 반찬류, 

빵류, 쿠키류 등 식품 판매

수행업체명 : ㈜디자인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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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전 브랜드 패키지 개발 후 / 뚜껑이 열리는 단점 보완

2. 글로벌뷰티협동조합

미용제품 액세서리 등을 공동제조 및 공동판매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수원의  

협동조합으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 : 디토

브랜드 개발 과정

손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제품이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콘셉트으로 디자인 전개하였다. NAIL을 꾸미는 제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손과 손톱을 형상화한 단순한 형태를 활용, 꽃과 줄기를 꾸밈 요소로 사용한 화려한 

느낌의 슬리브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소포장되는 네일 액세서리의 제품 특징 부각할 수 있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련되고 심플한 

포장용 라벨 디자인으로 제품의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표출하여 향후 박람회나 온라인쇼핑

몰 판매에 있어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단골 고객 확보와 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이미지 극대화로 매출의 증대 기대해 본다.



125 브랜드 개발 노하우 : 포장디자인(Package Design)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네일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네일아트를 즐겨하는 일반소비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적 측면

을 돋보이게 하여 제품 브랜드와 글로벌뷰티협동조합의 인지와 판매촉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콘셉트 :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콘셉트으로 디자인 전개. NAIL을 꾸손을 아

름답게 꾸며주는 제품이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손끝에서 피어나는 미는 제품

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손과 손톱을 형상화한 단순한 형태를 활용, 꽃과 줄기를 꾸밈 요소로 사용한  

화려한 느낌의 슬리브 디자인

•�최종안 선정이유 : 진한 포인트 컬러 사용으로 손과 손톱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 라인으로 화려한 느낌

과 아이덴티티가 제품을 돋보이게 하여 선정을 함. 협동조합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차별화로 통일화된 아이덴티 형성을 통한 세련된 제품 이미지 구현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으로 젊은 소비층의 유입과 온라인 판매로 증대로 인한 이익창출 구현

SIMPLE & 

INTENSE COLOR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컬러사용

DECORATION & RETRO 

장식적인 요소와 

레트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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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미여그로’ / 영문 타입 브랜드 패키지 ‘기장외가’ / 국문+영문 타입

브랜드 개발과정

공동개발한제품 (미역을 이용한 지역 특산주, 누룩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 등)의 가치와  

홍보, 판매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동종유사브랜드 (브랜드 | 패키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  공동브랜드 도입을 위한 협동조합의 판매상품 및 환경분석(향후판로 및 마케팅을 통한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 등)  

- 무형적 가치보유, 향후 개발되는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는 범위 설정

- 1차 자료조사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및 러프스케치

- 러프스케치를 기본으로 자체 선호도 분석 및 아트워크 진행

- 준비한 1차 시안 10종 이상을 협동조합 구성원과의 협의 및 기초의견 수렴

- 조합의 브랜드 및 패키지 선호도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작업 진행 

- 2차 협의 및 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 최종안 선정    

을 통하여 ‘미여그로’와 ‘가장외가’가 탄생되었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해 본다.

3. 기장발효협동조합 - 기장미역 특산주 ‘미여그로’와 ‘기장외가’

기장발효협동조합은 2015년 기장군 기술센터 지역 특산 주 관련 심화반, 전문가반을 수료한 교육생으로 구성된 2019

년 신생조합으로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주재료(쌀, 미역 등)를 사용하여 지역 특산주 개발 및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결성

된 조합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산주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전통주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과 자체 생산설비를 통한 된장, 고추장 개발 및 유통 

판매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수행업체 : (주)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네이밍 지역 특산주 ‘미여그로’ B.I와 발효 된장 ‘기장외가’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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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조합의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후 CJ 지역방송의 전

통주 관련 취재와 방송으로 본격적인 생산설비 구

축과 제품 생산을 위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역을 주재료로 특산주 개발을 위하여 수년간  

시행착오와 조합원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협업화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한데 대하여 

만족감을 보이며 지역 특산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협동조합 이순옥 이사장은 오로지 지역 특산주를 

개발하고자하는 신념으로 시작하였지만 생산, 허가, 

판매를 위한 주류관련 법적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로인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결실이 

2020년 협동조합 설립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

로 주목되며 부산 기장군의 지역특산주로 그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기장발효협동조합의 부산기장 

지역특산주 브랜드 ‘미여그로’, ‘기장외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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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여그로 디자인 방향

• 디자인 방향 :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슬과 

같다 (미여그로) 콘셉트을 부드럽고 깔끔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 (기본적

인 브랜드 및 표기사항과 미역 이미지 사

용) * 직접적으로 어필

•�컬러 : 깨끗한 라이트 올리버 그린을 기본

색상으로 채택하고 시그니처 컬러로 미역

을 상징하는 브라운컬러 적용

•�폰트 : 폰트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장체로 

가독성이 높은 고딕서체를 활용하여 깔끔

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

•�후가공 :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금박의 형압을 주어 이미지

를 단순하면서도 가치있게 표현 

기장외가 디자인 방향

특산주 외 된장, 고추장 판매를 위한 브랜드

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통누룩을 활용한 

된장, 고추장으로 외가(外家)의 의미를 부산 

기장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시골의 

논과 밭, 초가를 상징적으로 고향의 그리움

을 직접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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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발효협동조합의 제품은 

부산기장의 특산물 미역을 주재료로 

만든 지역 특산주(청주)로 

알싸하고 목 넘김이 좋은 전통주

부드럽고 간결하고 깨끗한 

여성의 이미지로 접근

[美如그露]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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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과정

차별화된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포장 디자인으로 광주의 명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우수한 공예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디자인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현재 다양한 공예협동조합들이 전국 지자체 및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

분이 조합원의 작품소개 및 공예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상품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명

품공예협동조합은 여러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하나의 통일된 상품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의 품질 및 패키지디자인 등을 통합 관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고 이미지

를 높이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전략으로 패키지 개발에 임하였다. 

소상공인들의 교류 및 공동 아이디어를 협업시킨 상품 생산하고, 참여 소상공인들의 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이익 창출 및 새로운 돌파구 개척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젋은층의 신진 작가 참여로 청년층의 새로운 트렌드 조성할 목적이다.

브랜드 패키지 개발(GOLD TYPE, SILVER TYPE, WHITE TYPE)

4.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우리고장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의 명품을 개발하는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으로서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게 공예품시장에서도 

상품의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는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명 : 디자인블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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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시인

성이 높은 디자인이 명품임이 강조되도록 전통적이

며 고급스러우며 품격있는 패키지라는 의견이다. 

또한 조합원들 각각의 주요 생산품이 라벨에 표기

되도록 디자인되어 공예의 생산품 표기로 제품의 

명확성을 띠게 되어 소비자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과 전통을 아우르는 콘셉트으로 광주명품공예

협동조합의 CI가 강조되어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

는 고급스러우면서 모던한 디자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소상공인들의 교

류 및 공동 협업시킨 상품 생산에 매출 증대와 공동

이익 창출 및 새로운 돌파구 개척하는데 패키지 브

랜드 개발은 적절한 시기였다. 현재 다양한 공예협

동조합들이 전국 지자체 및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합원의 작품소개 및 공예

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상품이나 공동 브

랜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

해 많은 조합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성장화를 이끌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별화된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강조

광주의 명품을 

상징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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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상징 뽀빠이를 콘셉트으로 한 브랜드 패키지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금산진생협동조합의 홍삼 진 패키지 디자인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와 경쟁환경, 시장환경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수립하여 금산진생협동조합의 신제품 디자인개발로 무한 경쟁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하고 디자인 등록 등 제도적 독

점 권리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은 필수이다. 금산진생현동조합에서 

힘의 상징 뽀빠이 캐릭터를 반영을 하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어 건강식품이라는 제품 특

성을 고려하여 재밌고 힘의 상징으로 불리는 뽀빠이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기존 시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 선호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빨강과 대비되는 연 회색을 기본컬러로 선정하고 진생 이미지 패턴을 밝은 바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인삼 문양으로 고급함과 세련됨이 돋보이게 하고 팝아트 패턴

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5. 금산진생협동조합

(주)금산진생협동조합은 홍삼 농가들의 공동체 협력업체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금산인삼

의 무한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고자 모인 조합으로 인삼 재배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금산진생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명 : 디자인인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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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기존의 유통망은 더욱 탄탄히 구축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

해 볼수 있다. 또한 기존 자사쇼핑몰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층 확대할 것이며, 국내 및 국외 오

프라인 판매를 통해 매출 증대와 다양한 박람회를 통해 해외기업 및 바이어를 연계하여 판로 개척 및 수익 

창출해 나갈 것이다. K-Food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을 통해 수출시장 전개하여 공

급망 확보할 계획이다.

브랜드 명칭과 상징형태를 통합하여 시각화하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전반의 퀄리티 상승하였

다는 조합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디자인은 경쟁시장에서 선택의 결정적 요소인 만큼 매출 신장 및

인지도 상승 기대효과의 성과를 내어 보자.

코로나 19로 인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 판매가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삼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천

연 원료를 사용한 이미지 부각하여 건강한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괄목할 성과

를 이루어 보자.

인삼 재배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인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업

인삼 재배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인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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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골떡포차’ 개발

6. 난나르협동조합 

빛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 난나르의 이름을 시각화하여 가운데 원형을 사람에 비유

하여 사람들이 모여 그게 하나의 빛이 되며 화살표 형태의 발산은 하나의 화살표(방향)이 

되어 다시 한 번 협동, 결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행업체명 : 세이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과정

떡볶이가 최근 들어 점점 프리미엄화,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위생, 

규격화된 포장을 앞세워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기존 노점상 떡볶이 가게보다 맛이나 서비스가 우월해서 찾아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때문임

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브랜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집

중 주거구역) 하기로 한다. 업체가 다양한 만큼 타깃 고객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다. ‘죠스’의 

경우 고대 앞에서 시작해 한양대, 논현동, 홍대 순서로 가게를 열면서 주로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매운맛’ 떡볶이로 승부를 걸었다. 

메뉴는 떡볶이와 어묵, 순대, 튀김 네 가지로 단출하다. 특히 홍대점은 오후 4~5시만 되면 

인근에서 몰려온 젊은 여성들이나 이들 손에 끌려온 20대 남성들로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

선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32) 씨는 “솔직히 매운맛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남성들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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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어먹어도 이마에 땀이 맺힌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명 치킨업체인 BBQ가 시작한 ‘올리브’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낀 상가를 주로 공략하고 있다. 메뉴도 ‘엄마가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맛의 떡볶이를 내놓고 있고, 간식용 강정탕수육 등도 함께 팔고 있다. ‘아딸’ 역시 주택가를 중심으

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떡기볶기’라고 하는 업체는 치즈와 들깨, 해물을 테마로 한 떡볶이 메뉴를 개

발했다.

지난 2~3년 정부가 떡볶이를 ‘한식 세계화’ 아이템으로 선정해 경기도 용인에 ‘떡볶이 연구소’를 열고, ‘떡

볶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한 것도 이 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소비자들

의 선택을 좀 더 받을수 있는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떡볶이 브랜드보다는 우리의 향수를 생각나게 할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위트있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다소 촌스럽지만 재밌고, 엉뚱하지만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불러 일으킬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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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B.I ‘새재로778’ 개발과 패키지 종합박스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낭만발전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문경 카페 ‘새재로 778’ 만의 개성과 빵 고유의 맛을 담

은 포장디자인 개발은 베이커리&카페 제품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로 소

비자에겐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에겐 품질의 차별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브랜드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세재로 788은 하우스콘서트 개념의 카페 공간에서 ‘문화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문화예

술을 향유와 더불어 베이커리 등 먹을 거리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브랜드 

개발은 앞으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새재로 778만의 포장디자인이 없어 시중에 파는 포장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새재로 778’

만의 개성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다. 포장 디자인은 물론 ‘새재로 778’만의 브랜드나 모

티브가 없어 가장 큰 문제점인 브랜드 리뉴얼도 포함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좋은 성과가 

눈앞에 볼수 있어 조합원 모두가 행복하다.

7. 낭만발전소협동조합(새재로778)

낭만발전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문경 카페 ‘새재로 778’ 만의 개성과 빵 고유의 맛을 

담았고 문화예술과 카페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2020년 03월 문경시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조합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2020년 4월 ‘새재로778’을 운영시작

하였다. 2020년 10월 문화 콘텐츠를 결합 하우스콘서트, 음악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 문화공간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수행업체명 : 아이딕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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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소비자에 맞는 포장다지인 개발 등 명확한 아이덴티티 구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를 가질 것으로 판단 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기술과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매출 증대 및 신규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수익율 향상 : 소비자를 매혹시키는 디자인을 창출함으로서 고객에게 신뢰감, 친숙감을 부여하여 더 큰 

이윤추구 및 재구매 보증효과 기대

3. 무형자산 창출 :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기업의 가치상승에 따른 무형자산 창출

4.  비용절감효과 : 명확한 아이덴티티 구축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단일화 및 패키지 디자인의 패밀리룩 형

성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필요로 하고, 문화 콘텐츠 제공과 먹을거리가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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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 참기름 라벨과 병

브랜드 개발 과정

모란향家의 정립된 라벨 및 포장 디자인 비

주얼은 4개의 용기 사이즈 카테고리에 걸맞

은 디자인 폴리시 분류의 4종을 개발 및 적

용을 하는 개발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제품에 사람들이 가

질 수 있는 품질 및 소상공인의 고착화된 이

미지를 활력있으며 다채로운 디자인의 분위

기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서 심미성 뿐만이 

아닌 제품에 대한 품질에 신뢰의 기대감이 

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전통기름 제품 브

랜드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을 갖춰 브랜드 

확산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만족도와 인지도 높은 우량 브랜

드로서 해당 시장 카테고리 내에서 조합의 

가치 평가를 향상시키는 데에 그 효과가 있

으며 매출 확대 기대와 함께 마케팅 비용의 

절감과 그 효율성으로 모란전통기름협동조

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이 제고 될 수 

있는 효과 역시 함께 기대됩니다.

8. 모란전통기름동조합

전국최대의 기름집 밀집지역인 모란시장의 대표상인들로 구성되어 참기름 및 들기름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수행업체 : 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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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상징적인 이미지

로 전달될 수 있는 모란향家 BI를 확장하

는 주요한 요소인 비주얼의 영역과 제품

명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신뢰

성과 전문적인 이미지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포장 디자인은 모란향家의 

B.I의 조형요소가 가지는 

연속성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인식자산으로 집중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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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과정 및 성과

현재 본 조합이 보유한 패키지 역시 일반 광고물 제작업체에 맡긴 단편적인 패키지물로  

사과, 참기름, 한과, 곡물 각각 상품을 개별로 포장해야하는 골판지 계열의 패키지였습니다.  

우선 무겁고, 디자인이 올드하여 판매 시 큰 호응은 없었고 개별 단가도 비싸서 2차 물량을 

쉽게 주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패키지별로 화려한 색감과 눈에 튀는 패턴을 넣고, 본 조합의 로고가 크게 배열되도록 디자

인 콘셉트를 정하였다. 특히 협력사의 제안으로 지역 작가의 예술 작품과 콜라보 하여 패키

지 디자인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향후 시즌별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새로 소개하는 채널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조합의 특성을 높여주는 마케팅 활용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친화적이며 젊은 조합원이 만든 새로운 먹거리’라는 콘셉트를 입혀 패키지를 발전시킨 

부분이 성과라 하겠다.

브랜드 패키지 개발 / 패키지 명 : 노을

9. 바우푸드조합

바우푸드협동조합은 광주 전통시장 내위치한 (사)말바우시장문화센터로 한과, 튀김, 베

이커리가 주가 되는 상품을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수행업체명 : 인프리프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네이밍 ‘한과배기’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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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전 브랜드 패키지 개발 후

브랜드 개발 과정

비손미용협동조합은 17년에 설립하여 현재 프랜차이즈 ‘살롱드비숑’이라는 퍼스널 개인숍

을 부산 및 경남 일원에 오픈해있는 상태이며 추후 서울·수도권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

으며 협동조합내에서도 탄탄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다각화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되어 전국망을 가진 프랜차이즈숍들에 비해 소규

모 개인숍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잠재적 고객은 물

론 젊은 연령층을 확보하고 동남아 권역 등 글로벌한 시장 진출을 위해 세련된 디자인의 패

키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제품의 패키지는 열악한 경제환경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

로 소량 구매가 가능한 기성형 제품에 라벨을 붙여 사용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을 전달하

지 못하고 심미감이 없는 패키지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자연을 연상하는 파스텔톤의 

그린 컬러에 미니멀한 감성과 깔끔한 레이아웃, 명확한 타이포를 통한 안정감과 여백의 미

를 줌으로써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세련미와 트랜디함을 표현했다. 

10. 비손미용협동조합

천연헤나와 아로마 주성분을 통한 피부에 적합한 개별맞춤형 전문 브랜드로써 미용업계

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메디컬에스테틱 전문가들이 모여 비손미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화장품을 통한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

으며 현재, 부산경남일대는 물론 19년에 중국 난주성에 해외 1호점을 오픈하였으며 추후 

중국 베트남지역에 더 많은 조합형 프랜차이즈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행업체 : 디자인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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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대내외 활동이 전면 축소되

어 있는 상황이라 브랜드 결과물로 상품 출시가 연

기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 소상공인협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추후 개발된 상품을 적용한 브랜드 및 패

키지를 적용한 제품출시를 통해 두피 및 피부 전문

브랜드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

해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

인 비즈니스모델로서의 성공은 물론 피부전문 전문

숍으로써의 선도적인 브랜드 위상으로 최고의 기술

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브

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힘든 환경을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자본의 힘에 밀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작, 디자인 개발을 통해 좀 더 나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 자

체 패키지 제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내년 하반기로 제품 출시를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안타깝기만 하다.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더 내실

을 기하고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판매망 구축을 위

해 해외 진출을 꾀하는 등 많은 노력은 물론 조합원

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조합

이기에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

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품격있는 

아름다움의 시작, 

비손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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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5종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현재 쿡솜씨라는 밀키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솜씨협동조합은 한식 전문 밀키트 대표 브랜

드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동HMR의 개념인 덮밥 소스와 라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라면토핑을 개발하여, 기존의 판로 확장과 함께 솜씨협동조합의 생산과 매출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동 제품 관련 브랜드의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였고, 또한 솜씨협동

조합의 B2C 온라인 시장 판매 계획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을 때 자사만의 독특함을 전

달하는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표하였다. 

대형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냉동식품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차별화되고 고객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장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전반적으로 식품의 식감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사진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사용한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에 이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였다.

11. 솜씨협동조합

현재 쿡솜씨라는 밀키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솜씨협동조합은 한식 전문 밀키트 대표  

브랜드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확대에 따라 간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시장에서 소스의 맛과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트렌드를 가장 앞서 확인할 수 있는 밀키트  

개발

수행업체 : 디자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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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디자인 콘셉트의 Keyword를 #캐릭터 #일러스트 #독특함으로 두고 캐릭터와 제품 일러스트를 활용한 디

자인으로 정형적인 틀을 탈피한 디자인과 일러스트요소 & 쿡솜씨 셰프의 캐릭터로 젊은 세대의 감성을 표

현하였으며, 곡선의 고딕체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제품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식

품의 특징을 전달하면서 캐릭터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패키지 느낌을 전달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디자

인이 도출되었다. 솜씨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기업의 독특함과 자사만의 개성을 표현한 디자

인 수립하였다.

자사 제품은 1인 가구의 확대에 따라 간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포장디

자인이 필요한 덮밥 제품들은 B2B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어 많은 고객들에게 제품의 질과 맛에 대한 호응

과 인정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자사 제품은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이에 걸맞은 이번 패키지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함으로 B2C를 타깃으로 한 상품성 있는 제

품력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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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디자인은 소비자와의 소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

다.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 패턴 및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참맛드림협동조합은  

지역 농산물이 모여 하나의 브랜드가 됨을 목표로 합니다. 4개의 기업이 모여 각 제품군의 

디자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보이기 위해선 통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방향은 제품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베이스로 출발하였고, 제품 간의 통일성

을 갖추었지만 본질 또한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효과적인 비주얼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컬러와 그래픽 요소를 각 제품의 특징과 개성에 맞추었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임

을 강조하였습니다.

12. 참맛드림협동조합

참맛드림협동조합은 지역 농산물이 모여 하나의 브랜드가 됨을 목표로 하고, 4개의 기업

이 모여 하나의 브랜드 참맛드림협동조합을 건립하였다. 개별케이스 및 필름케이스의 통

일성이 매우 중요함과 통일성이 있되 각각의 개성도 부각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의 개발

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웠다.

수행업체 : (주)디자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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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친근하고, 깔끔한, 로컬푸드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침출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시장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자연주의, 건강, 신뢰의 세 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패키지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일러스트나 아이콘 적용한  

디자인보다는 패턴화되는 경향 및 뉴트로와 라인 아트를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보인다는 점에 착안했습니

다. 키워드에 맞춰서 슬로건을 구상하고 러프 스케치를 통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연주의 콘셉트에 맞춰 

색상 표현에도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최종 완성된 결과물은 원재료가 강조된 제품 디자인을 통해 제품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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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브랜드 개발 과정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합의 공동 BI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단일품목별 및 세트 상품별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활용

으로 청정수산물의 마케팅, 홍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정수산물의 BI는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박스를 뜯어보는 소비자의 두근거리는 마음에서 

도출되었으며,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 단순화시킨 디자인의 한글서체에 바다보기 3색으로 

구성된 웨이브 문양은 수산품, 공산품, 농산품을 의미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개발된 BI는 바다보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녹아있

으며 다양한 상품에 적용이 용이합니다.

13. 청정수산물 협동조합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핵심가치(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맛있는 수산물, 합리적인 가

격, 구매 및 식품조리의 편리성)를 니즈로 하고 있는 조합으로 수산물 소상공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모인 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 :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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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조형미를 살린 아름다운 브랜드와 바다보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녹아있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청정 

수산물 협동조합의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 접근성 강화가 기대되며, 브랜드, 포장디자인의 차별성을 통하

여 제품의 전문화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판매증대와 매출확대, 대량판매를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시장분석중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며 수산물 간편식도 

다양화되는 추세,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 트렌드의 등장이 신선하였으며,  

앞으로 이 점을 활용한 디자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됨.

청정수산물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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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스틱과 원형박스 개발

패키지디자인 개발 과정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은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며 마케팅, 박람회, 쇼핑몰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세부 추진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치열한 홍삼시

장 내에서 현재 조합의 패키지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지와 기업 이미지에 

대한 각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대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필요로 하였다. 디자인은 새로운 맛에 대한 표현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취향

과 트렌드 맞춤형 건강 제품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개발을 진행하였고, 제품 네

이밍이 변경됨에 따라 네이밍과 새로운 맛에 대한 표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피 선택, 문구의 서체 선정 등을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홍삼을 구매하는 목적 중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됨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고급스러운 패키지 개발을 통해 선물시장을 공략하여 고급스러운 선물용 상품에 대한 확실

한 각인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14.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

풍기 읍내 일원에서 인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의 검증과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인삼, 홍삼 가공품 판매하고 있다. 건강보

조 식품이 다양해지면서 인삼, 홍삼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몇몇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행업체 : 칼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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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개발 성과

조합은 개발된 패키지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영업 

및 기존 거래처 공급망을 통해 시범적으로 선보였

으며, 이는 처음 조합이 목표한 신제품에 대한 인지

와 기존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의 차별화가 이루어

진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각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씹어먹는’, ‘알톡’ 이라는 문구와 네이밍을 통

해 제품 복용 방식을 드러내고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제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등 

활동을 진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패키지와 

차별성 등을 통해 구입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고자 하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홍삼시장은 특히 건강기능성식품 중에서도 가장 수

요가 큰 시장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대형업체의 수많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뿐 아니라 신제품차별

화와 선물시장 공략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개발하였

지만,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및 제

품 형태에 맞춰 조합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에 대한 각인과 더불어 

조합의 대표상품으로써 브랜드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스럽고 상징성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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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오오수앰플 패키지 개발

15.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본 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한 신생조합으로 조합구성원 모두가 뷰티, 피부미용 관련 

사업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있어며 단일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의 화장품제조 및 도소매 전문 협동조합이다.

수행업체 : (주)아이온

패키지디자인 개발 과정

조합의 신규제품(오오수앰플)의 패키지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피부앰플 관련유사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 및 구조와 형태의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스왓분석으

로 제품의 포지셔닝에 따른 패키지디자인의 콘셉트과 패키지의 구조와 형태를 협의 논의하

여 디자인 방향설정과 구조와 형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러프스케치를 통한 자체 

검수를 통해 1. 2차 후보안 추출과 디자인의 아트워크 진행하여 1차 선호도를 체크를 위한 

수차례 선별 회의와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완성하였다.

자연유래화장품의 콘셉트을 미니멀리즘을 통한 깔끔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부각하는 쪽으

로 디자인방향 설정하고 기본적인 브랜드 및 표기사항 외 이미지 사용 지양하였다. 비대면(

언텍트)시대 오오수의 모토는 누구나 전문가처럼 만족스러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

하여 만든 결과물로 문제성 피부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고민한 제품으로 산양삼추출물

의 풍부한 자연유래원료를 잘 표현한 패키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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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의 제품 

오오수는 지리적표시 제55호 

산양삼추출물 피부진정 앰플로 

* 자연유래 화장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성과

특허받은 니들용기(容器)를 포함한 산양삼 추출물

을 이용한 신제품, 패키지디자인으로 온라인 판매

를 위한 블로그 및 지역방송광고 송출과 조합원이 

운영하는 숍(Shop)을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진

행중이며 수년간 연구개발한 제품이 협동조합 협업

화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콘셉트의 이미지로 탄생

한 패키지 개발에 만족감을 보이며 제품의 우수성

을 알리기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시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일본 미용

관련기업에 오오수의 샘플 발송으로 수출을 위한 

미팅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구성원 5명은 뷰티, 

피부미용 분야에 10년~20년 이상 종사한 그야말로 

전문가로 본사업 수행시부터 종료까지 다양한 의견

을 내놓아 수정과 수정을 그치는 과정에서 다소의 

피로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

탄없이 의견으로 조율하고 경정하는 단계에까지 아

낌없이 많은 노력을 보여준 구성원에게 감사의 뜻

을 전하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협동조합의 대표적

인 사례로 생각이 되며 향후 큰 결실과 성공적인 또 

다른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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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패키지 개발

16. 함께클린업협동조합

함께클린업협동조합은 청소,방역,새집증후군&악취제거 등 의 분야에 전문성을가진 소상

공인 업체가 모여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2019년4월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차별화된 친환

경기술력으로 원-스톱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청소.방역전문업체 입니다.

수행업체 : (주)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패키지 개발과정

신규제품의 패키지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유사 상품의 패키지디자인을 벤치마킹하여 

자료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패키지디자인의 콘셉트 설정과 패키지의 기본적인 구

조와 형태를 협의 (제품의 무게 3종 약2kg)하고 선결된 구조와 형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

본으로 러프스케치를 통한 1. 2차 후보 안 선별 과정과 조합의 선호도를 체크하였으며 디테

일한 패키지디자인의 아트워크 진행하였다.

디자인 방향은 미니멀리즘을 통한 깔끔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콘셉트으로 하고 디자인

컬러는 저채도·고명도, 고채도·저명도, 저채도·중명도 등 다양한 컬러 포지션 선정 후 5종

의 시안 도출하였다. 기본적인 폰트는 깔끔하고 가독성이 높은 고딕서체와 부분명조를 활용

하였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적용

과 주원료인 유칼립투스 오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뭇잎의 이미지를 일러스트하

여 선물용품으로써의 가치와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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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인 개발 성과

신제품, 신규 패키지 디자인으로 기존의 시장에 출

시된 화학성분이 포함된 탈취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는 의미의 접근이 선행되었으며 현재 온라인 판매

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준비중이며 1차적으

로 협동조합전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산발적으로 적

용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본 협업화 사업을 통하여 새로

운 콘셉트의 이미지로 탄생한 패키지 개발에 만족

감을 보이며 조합구성원의 제품 판매에 대한 의지

가 높아짐과 동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타켓층에 탈취제 시연으로 비쁜 날을 보내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함께클립업협동조합의 제품은 화학적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무방부제, 무인공향, 무계면활성제) 않은 

순수한 제품으로 우수하다. 제품의 테스트 기간과 

안전마크 확인대상을 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국가적인 재난 시기인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소비자가 필요

로 하는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 가능성

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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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개발과정

전체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파스텔 색상을 배경으로 한 디자인으로 총 6개

의 제품이 컬러바레이션을 통해 통일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명이 돋보일 수 있

도록 강조하였으며, 포장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제품의 사진을 먹음직스럽

게 넣어 내용물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성장, 이혼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고령화 등 각종 원인에 따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는 1인 가구의 확대로 이에 맞춘 새로운 음식들이 출시되고 있음에 떡무리시스

템은 1인 가구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에 발맞추어 먹기 좋고 편리한 떡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키지 개발 과정은 항상 어렵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그만큼 보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것인데 이 다름에 하나의 

디자인 개발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품개발과 브랜드 개발에 함께 하신 디

자이너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17. 협동조합 떡무리시스템

떡무리 시스템 협동조합은 전북 전주시 2018년 설립된 떡류 전문 기업으로, 떡명장을 비

롯하여 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HACCP 인증(떡류)을 통해 깨끗한 식품 제조 환경 구축

하고 있고, 협동조합 구성원의 떡류산업 종사 기간은 총 100년이 된다. 전주푸드 통합지

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획하고 생산하며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하여 공동생산과 공동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수행업체 : 이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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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인 개발 성과

워라밸(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전면적으로 활동하고 기업 역시 취미나 자기계

발 서비스를 강조하고 도와준다. 단순 획일화된 활동보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여가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에 제품 또한 변해가야 함에 디자인 개발은 함께 가

야 하는 중요한 동반자이다.

전통음식인 떡에 다양한 재료를 더한 새로운 음식으로 떡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신제품 론칭을 위

한 브랜드는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재료, 소비자로부터 쉽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연상 강

화 작용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작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로 이루어 지고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

과이기도 하다. 이번 패키지 디자인 개발은 세대에 모두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시장에서는 전통과 트렌드

의 조화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 확대 그리고 명확한 이미지 구축으로 떡무리시스

템의 브랜드의 확장성을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이를 생활에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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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 개발

제품 개발 과정

현재 ‘쿡솜씨’ 밀키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솜씨협동조합은 한식 전문 밀키트 대표 브랜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동 HMR의 개념인 덮밥 소스와 라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라면 토핑을 개발하고, 기존 판로 확장과 함께 솜씨협동조합의 생산과 매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냉동 제품 브랜드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HMR 식품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덮밥 제품들은 B2B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어 많은 고객들에게 제

품의 질과 맛에 대한 호응, 인정을 받은 제품들로 1인 가구 증대에 따라 간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은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

영한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덮밥 제품의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B2C 상품성 있

는 제품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고자 합니다.

1. 솜씨협동조합

음식소스개발 및 생산을 통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및 식품

OEM 생산 기업

수행업체 : (주)세인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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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개발 성과

전 연령층을 고려하고, 젊은 세대를 공략할 개성있

는 일러스트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기

존 냉동 제품은 실사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으

로 식품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솜씨 

패키지는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귀여운 셰프 캐릭

터와 푸드 일러스트 활용함으로 젊은 소비층의 감

성을 자극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습

니다. 냉동HMR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일러스

트디자인을 통해 솜씨만의 개성있는 브랜드아이덴

티티를 구축으로 빠르게 변하는 HMR시장에서 젊

은 층에게 제품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숨은 이야기

셰프 출신 솜씨 조합 멤버들이 원하는 디자인 방향 

3가지 [간결한 제품 정보 전달], [젊은 세대를 아우

르는 디자인], [심플하지만 개성 있는] 등의 구체적

인 방향성으로 명확한 디자인 콘셉트를 잡을 수 있

었으며, 5종 덮밥 패키지 전체를 아우르는 시안 개

발을 위한 초안에서 최종 결과물로 작업을 진행하

기까지 구체적인 피드백 적용으로 딜레이 기간 없

이 원스톱 작업으로 짧은 사업 기간 동안 원활하게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장 합리적은 제품개발이었기에 재미있고 빠른  

진행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증대로 간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시장에서 소스의 

맛과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트렌드를 가장 앞서 확인할 수 

있는 밀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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