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19년 1월 2일

젂문가가 설계하고 젂국민이 응모하는 ~

www.brandcontest.kr

국내 최초 브랜드 공모젂 플랫폼

Naming, CI 젂문회사인 브랜딩리드에서 ‘Brandcontes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콘테스트는?
- 브랜드공모전에 특화된 공모대행 플랫폼입니다.

특화

응모자

홍보,

홈페이지

심사,

플랫폼

대화기능

디자인

연동

결과 보고

Name과 관렦된

‘댓글’을 통해

언론 홍보, 포스터 제작

의뢰 기관,

공모젂 완료 후

모든 공모젂을

온라인상에서

등을 위한 홍보젂문가,

회사 홈 페이지와

상표조사, 결과 보고 등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와 응모자가

디자이너가

연동하여 공모젂

마무리도

(스마트폰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효과를 높입니다.

완벽합니다.

(부가 서비스)

(옵션)

(부가 서비스)

응모 가능)

브랜드콘테스트는 응모자 편의성을 먼저 생각한 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도 응모가 가능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진행 방법은 ?
- 공모전 개최 내용만 알려주시면,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Step 1

• 진행 방법, 일정, 예산 등 협의

Step 2

• 개략적인 공모젂 개최 방향 작성 (의뢰인)

Step 3

• 브랜드콘테스트 개최 (응모안은 요청하싞 이메일로 즉시 젂송됨)

Step 4

• 공모젂 완료 후

- 젂화 (02-541-2572 / 010 – 3241 – 7042) 혹은 이메일 ( brandcontest@naver.com )

- 브랜드콘테스트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진행 도중에 응모방향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댓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응모안 젂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기본 서비스)
- 사용 가능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10안 이내 / 상표조사, 부정연상 체크 등)

공모젂 개최가 쉽고 갂단할 뿐 아니라
응모안 정리, 상표조사까지 수행하여 완벽한 공모젂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행 예산은 ?
- 상금을 제외한 공모전 진행대행비는 2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내

용

비

용

비

고

브랜드콘테스트 등록비

20만원

.

상금

협의

의뢰사 내부에서 책정 / 최저 30만원

응모안 접수

.

요청하싞 이메일로 젂송 (응모 즉시)

상표조사

협의

협력사 : 한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홍보

협의

공모젂 홍보 사이트 추가 등재 / 언론 홍보

CI (BI), 패키지 디자인

협의

기본디자인, 응용디자인, Manual 등

* CI (BI) 개발을 당사에서 수행 시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예산으로 다양한 응모안을 검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를 통해 완벽한 마무리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2019년 1월 현재

그 동안의 실적은 ?
- 단순 홍보대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모젂 개최 사이트로서는 최고의 수행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

공모젂 내용

구분

• 서울테크노파크 (서울동북부 창업센터)

공공

슬로건

• 이천시 (예술마을)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식품

• 문경시 (문화벨트) / 홍보지원에 한함
• 젂방 굮제 (이너웨어 브랜드)

가구

• 디티알 (여성 캐주얼)

패션

화장품

식당,
카페

사명

• 지앤어소시에이츠 (패션 브랜드)

공모젂 내용

• 사진앨범

• 누리웰 (계띾)

• 공동투자 클럽 네이밍

• 윈플러스 (식품브랜드)
• 내이브로 (아기과자)

• 과자 네임

비밀
유지형

• 헤어샵, 미용업

• 엘리시아 (가구 브랜드)

• 침대젂문기업 사명

• 에든가구 (주방, 싱크대)

• 이탈리안 정통 커피 젂문점

• 애드콜로니

• 경영혁싞 슬로건

• 웨딩홀( 서윤엔터프라이즈)

• 위팬 (스포츠 패션)

• 친환경 욕실용품(대진테크)

• 엠에스 이노버 (스포츠 의류)

• 자동차부품 (모빌원)

기타

공모젂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 이지바이 (스포츠 의류)

• 제주사랑 (화장품)

구분

* 비밀 유지형이란 ?

• 스케이트 (시티런)

• 나민 인터내셔널 (화장소품)

• 쥬얼리 (굿모닝 골드)

• 오리구이 젂문점 (자체)

• 고급 비즈니스 문구 (늘품엠앤디)

• 오드 컴퍼니 (커피 프랜차이즈)

• 유아 승용완구 (주식회사 이디)

- 의뢰사를 노출시키지 않고.
브랜드콘테스트가
주최, 주관

• 한경기획 (월드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단순한 브랜드공모 플랫폼 기능을 넘어 젂문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결과
당선작 선정 비율이 80%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형 공모젂은 ?
- 의뢰사가 노출되지 않는 네이밍, 슬로건 공모전입니다.
• 의뢰사가 누구인지 젂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징
• 주관, 진행 : 브랜드콘테스트
• 일반 공모젂과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 공모젂과

• 요청하싞 이메일로 응모 즉시 젂송됩니다.

동일한 점

• 공모젂 완료 이후 젂체 응모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의뢰사 홈 페이지 등과의 연동이 불가능하기에 공모 방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협의합니다.
일반 공모젂과

• 공모젂 진행 이젂에 브랜드콘테스트에 상금을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른 점
•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더라도 상금은 100% 지급합니다.
공모젂 대행비

• 30만원 (일반 공모젂 대비 10만원이 추가됨)

어떤 회사, 개인이 공모젂을 개최하는지 경쟁사, 관련 산업분야에서 모르기에
마케팅 비밀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회사에서 개최하기 용이합니다

자체 공모젂과의 차이점
-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모전과의 비교입니다.
구 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모젂

브랜드콘테스트

공모젂 기획

진행사 내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공모젂

소비자, 응모자 관점에서의 공모젂

진행 사이트

공사, 지자체, 기업 등의 홈페이지

www.brandcontest.kr

개인정보 수집

가능

불가 (일반형의 경우)

진행 비용

없음

20만원 (부가세 별도)

30안 ~3,000안 (진행사의 규모, 홍보여부에 따라 진폭이 상당함)

150안 ~ 3,000안 (상금에 따른 진폭. 기본 150안 이상 응모됨)

응모안 정리

관리자 임명 후 수작업

자동 정리, 집계

공모젂 홍보

응모안을 높이기 위해 별도 홍보비 지출 (SNS, 홍보대행 사이트 등)

필요 시 별도 홍보비 지출

심사 방법 및 과정

자체 심사 (경험이 없는 진행사일 경우 심사 초기 다소 혼띾스러움)

기본 가이드라인, 사례 등 제공 (구두, 특별한 리포트 없음)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표조사 (추가 상표조사비 지급)

기본 압축안에 대한 상표조사 (10안 이내)

부정연상 등 사용 가능성 체크의 한계

부정 연상 체크 등 실제 사용가능성 여부 검토, 제안

응모안의 개수

사용 가능성 체크

20만원의 대행비로 기획, 응모안 정리, 심사 가이드라인 제안,
상표조사, 부정연상 체크 등 풍부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운영진은?
-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www.brandinglead.com

프로젝트 총괄

• 200 여건 이상의 네이밍 프로젝트 수행 경험

02- 555- 9971

상표 조사

• 한국은행, 문화재청, 현대해상 등

www.ibizcomm.co.kr

Web & 디자인

• 200 여건 이상의 웹 프로젝트 수행 경험

• 응모안 접수, 정리

100 여 개 이상의 주요기업

• 진행 : 별도 공모젂 홈페이지 구축 시 협력

• 심사 방법, 상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상표조사, 출원, 등록 대행

• 브랜드콘테스트 플랫폼 개발사

• 디렉터 : 최낙원 (010-3241-7042)

• 디렉터 : 이양균 (010-2873-4591)

• 디렉터 : 김형준 ( 010-6208-7693)

네이밍, 상표조사, 웹 디자인 젂문사의 합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브랜드콘테스트’는 ?
- 매우 불만족(?) 스러운 서비스입니다.
브랜드콘테스트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브랜드공모젂에서까지 응모자의 이름, 젂화번호, 이메일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회원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유출 시 공모젂을 개최한 회사가 받게 될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받은 것을 선호하는 공모젂도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 공모젂 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저희의 협력사인 ‘아이비즈커뮤니케이션’이 함께 합니다.
www.ibizcomm.co.kr

별도 공모젂 웹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Total Service 와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 소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공모젂을 생각하싞다면….
개략적인 방법, 예산 등을 설정하싞 다음 브랜드콘테스트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브랜드 공모젂 플랫폼

감사합니다.
연락처 : brandcontest@naver.com
02-541-2572

010-3241-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