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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0th
기업설립

5K+
프로젝트

60
크리에이터 

Company         

Since

CEO

Creator            

Address           

주식회사 낯선 

2009.02 

이효빈 

60명 

Head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1길 16, 낯선빌딩
Studio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1길 18 1F, B1

R&D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3길 66 3F 

Contact info     02.1566.2329 

URL www.notsun.com 

5
계열사



하나부터 열까지 낯선 

NOTSUN 
Group

낯선기획
www.notsun.net

낯선 디자인 

낯선 광고 

낯선 IT & Web 

낯선 스튜디오

NOTSUN
www.notsun.com 

낯선그룹본사 

브랜드 에이전시

Global

Shanghai

NOTSUN China 

QNCOS 
www.qncos.com

Seoul

Platform
마케팅 플랫폼

체험단 

V-커머스

Seattle

Brander Co. 
www.branderco.com 



Service

Branding 

•Brand Publishing

•Brand Consulting

•Naming

•BX Design

IT & Web 

•Platform
•IT  Development
•Web Design
•App.

Studio 

•Video
•Photo

•Online Marketing
•체험단

•V-Commerce

Design 

•Logo Design

•Graphic Design
•Package Design

Planning Branding Design Marketing



PARTNERS
10Year 5,000Projects

Global Enterprise

• Samsung

• Apple

• Mercedes-Benz

• Scania

• GE

• LG

• SK

• KT

• CJ

• HP

• 코오롱

• 동부

• Combi Korea

• bluebell group

• 제일기획

National Institution

• 국회의사당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문화관광부

• 환경부

• 관세청

• 상공회의소

• 국과수

• 서울시

• 과천시

• 강남구청

• UN

• APEC

• Unicef

• 사랑의 열매

cosmetics

• Claires (Cloud9)

• Claires (게리쏭)

• CMS Lab (sellFusionC)

• 스타일난다

• 그라펜

• 데보나인

• 청호나이스 (benizoie)

• 유리아쥬

• 브리스킨

• 에슬레나

• 엘라비에

• XOUL

Franchise

• MAAN Coffee

• 더벤티

• 애강산

• 이바돔

• JUICY

• 굽네치킨

• 토마토도시락

• 60계닭

• Ali Chicken

• 봉구스밥버거

• 열정곱창

Education

• 서울대학교

• 카이스트

• 한국외국어대학교

• EBS

• 파고다어학원

• 비상교육

• English eye

• RASARA

• 8선생

Medical

• 세브란스병원

• 드림 성형외과

• 리젠 성형외과

• 바노바기 성형외과

• 삼성의료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 연세사랑병원

• 성애병원

• 사과나무치과

• 오라클

Construction

• CJ 건설

• SK 건설

• SK D&D

• 한국도로공사

• 리버사이드 호텔

• Js Boutique Hotel

• Hotel 498

• 해양 건축

• 아리스타

• 주식회사 코리아

• 은성그룹

• 한웅건설



Creators

낯선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크리에이터의 협업 퍼포먼스



BRANDING

잘만든 브랜드는 마케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낙동강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컨셉으로 하여,

낙동강 유역의 자리잡은 안동의 상징인

하회탈과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에서 

서식하는 철새인 고니를 형상화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니가 입고 있는 의상에서는 

낙동강문화관 건물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삽입하여

문화관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문화, 을숙도, 고니, 낙동강Key

낙동강 문화관 건물 형태 낙동강 문화에 대한 요소 낙동강 을숙도의 고니

Main Color

Sub Color

C  3
M 4
Y  7
K  0

C  5
M 26
Y  89
K  0

C  68
M 5
Y  47
K  0

C  3
M 59
Y  93
K  0

C  22
M 13
Y  6
K  0

GRAPHIC MOTIF





   











































NOTSUN GROUP 

12Notsun Logo





Solgar’s visual language creates a 

strong signature that has been widely 

associated with premium vitamins, 

minerals and health supplements.

Solgar’s visual identity – its signature – represents 
and depicts Solgar to the outside world. The 
company has been established for over 60 years.  
It has been designed to underscore Solgar’s heritage 
and position within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The “Since 1947” logo is characterised by its clean 
and classic design and the use of gold represents 
Solgar as a premium supplement manufacturer.

The end line (Applied Nature) is the thread that links 
each campaign to our bigger brand purpose. Our 
clear Statement of Credibility and expertise. And the 
logo is our Mark of Excellence that anchors all our 
messaging in heritage.

Brand Logo – SolgarMetatron – Clear Space and Rules

Metatron and multiple products

Style B

• Always positon one of the four product 

shots in one of the four circles featured 

within the large square.

• Hero product images only appear on a 

white background, never a photographic 

background.

Beauty is in our nature

The intricacies of your DNA make you utterly unique. From skin hydration to anti-aging, 
find the right supplements to enrich your inner beauty regime at solgar.co.uk.

Available at leading health food stores and pharmacies

Advert example





























IT  DEVELOPMENT 
 & WEB AGENCY

트랜드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기반의 최신기술의 IT



한국정부포털
https://www.gov.kr

https://www.gov.kr/portal/service?Mcode=10000#noback




Gallery Hyundai
http://www.galleryhyundai.com

http://www.galleryhyundai.com


챙김몰 “허니부쉬”
https://chaenggim.com

https://chaenggim.com


XOUL
http://www.xoul.co.kr

http://www.xoul.co.kr


elravie
https://elraviecos.com

https://elraviecos.com/


eslena
http://eslena.co.kr

http://eslena.co.kr


ZAEZU
http://www.zaezu.com

http://www.zaezu.com


Cremalane
http://cremalane.com

http://cremalane.com


나블나블
http://nablenable.com

http://nablenable.com/








GRAPHIC

기획, 원고집필, 사진촬영, 인쇄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IENT

삼성중공업
BROCHURE



CLIENT

삼성전자
BROCHURE



CLIENT

LG DISPLAY
BROCHURE



CLIENT

국회입법조사처
BROCHURE



Client :   ex 한국도로공사



Client :  SK D&D



c
We Create A Better World
 C J  E n g i n e e r i n g  &  C o n s t r u c t i o n

NOW, Th ink More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새로운 창조는 감동과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고객이 원하고 전 세계가 감동하는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입니다.

고품격 생활문화 공간을 구현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늘아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CJ건설이 함께합니다.  

적이고 이상적   을 조 하기 위해 을 하고 습니다.

적하고 과 적  공간 설계로 기 과 구 원이  만   는 설을

창조합니다.

Architectural Works  업무시설

사

사

사

 해  들리  는 도 의 원 과 이 습니다. 

건 , , 전기 , 기계설  공   기 과 을 로 

고품격 공   계적  을  공적  로 를 합니다.

Architectural 
Engineering

Residence

     

   니다.

Architectural Works  • 시설

공연 • 설   고의 공 적  기  을 로

 합 상  공간의 기 과 을  계  리고 습니다. 
 • 

NOW, Th ink More
4 5

도 도

16 17

Business Field

Resort

Development Civil
Works

Architectural Works

Engineering

Residence

Resort

Development 

Civil Works

18 19

Client :  CJ E&C



CLIENT

대성그룹
BROCHURE



1

AEG NEW COLLECTION

perfect in design and function

2

SAFE, FAST & BEAUTIFUL
PREMIUM REAL INDUCTION

66

ADVANCED ENGINEERING
FROM GERMANY

6

가장 이상적인 레인지, 아에게 인덕션
Merits & Characteristics

빠른 열전도, 용이한 관리, 조작의 편리함과 함께 사용의 안전성까지. 아에게 

인덕션 레인지는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리기구의 대명사입니다

1. 안전한 최첨단 레인지

불꽃이 없으며 다양한 안전 장치 및 과열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적습

니다. 사용 중 용기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아 안전하며 어린 아이의 부주의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결한 친환경 레인지

일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레인지입니다. 불꽃이 없으므로 음식이 넘쳐 

용기를 새까맣게 태우지 않으며, 세라믹 소재의 상판은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고 주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3. 정확하고 섬세한 조리

15단계의 온도조절 시스템은 낮은 온도에서 섬세하게 조리해야 하는 요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초콜릿을 녹이거나, 정제 버터를 녹여 홀란다이즈 소스를 만들 때. 

죽을 만들 때에도 재료가 용기 바닥에 눌러 붙지 않습니다 .

4. 경제적인 에너지 효율

용기 자체에만 전달하는 열 전달 기술을 통해 열 에너지의 효율을 높였고 전력 

소비를 낮췄습니다. 한편 강력한 화력을 전달하는 파워 부스터 기능을 통해 많은 

양의 음식을 신속하게 조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5. 손쉬운 조작의 편리함

화구와 용기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레인지 스스로 위치를 감지해 가열을 시작

합니다. LCD, 슬라이드 콘트롤 바, 파워 부스터, 타이머 등 편리한 기능으로 가득

합니다. 전원 연결이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쓸 수 있어 좋습니다.

4

MAXSIGHTⓇ PREMIUM INDUCTION RANGE

HK884400XG

MaxiSight Display

FUNCTION
LCD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슬라이드 조절 바, OptFit 프레임, 타이

머 및 알람 기능, 파워 부스터, Stop&Go 기능, 작동 제한 시간 설정 

및 과열 보호 기능, 절전 모드 및 부저음 조절 기능, 잠금 및 어린이 

보호 기능, 4단계 잔열 표시 기능, 이물질 감지 기능

SPECIFICATION
제조 국가: 독일, 외관 치수: 766X516X60 와이드, 가공 치수: 

750X490X60, 구조: 사이즈 감지형 4버너 4구, 프레임: 스테인리스

가공 , 상판: 프랑스 유로케라社의 세라믹 유리 상판, 냉각팬: 2개,

색상: 그레이, 정격 전압: 220V 50/60Hz, 소비 전력: 7.4Wk

최상급 라인 업의 프리미엄 제품에 설치된 컬러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한 혁신적 기능이

인덕션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리 전 과정의 자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맥시 사이트 디스플레이는

당신의 주방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윤택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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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게(AEG) 소개
Brand Information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명문 가전 기업 아에게(AEG ).

1887년 설립된 이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선진기술이 즐비한 유럽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로

평가 받는 아에게는 자원 보호와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독일에서 대표적인

친환경 브랜드로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물과 전기

등의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실현했기 때문인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에서 우수한 디자인과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디어와

대중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77

인덕션 레인지란?
Definition of Induction Range

전기 레인지 내부 코일의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하고, 세라믹 상판이 달궈짐 없이 용기만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의 레인지입니다. 화구 작동시 전기가 열 에너지로 변환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현존하는 레인지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조리가 가능해 조리시 파괴되는

영양소를 최소화하여 동급 전력대비 열 효율이 90%를 상회하며 사용 중 화상의 위험성이

적고, 높은 열로 인한 세라믹 상판의 백화현상(오염)이 없어 관리(청소)가 용이합니다 .

인덕션 레인지는 한정된 자원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조리기구입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일본에서는 사용이 널리 보편화되었으며 

국내 역시 사용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인덕션의 작동 원리
Performance Property

① 인덕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며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

② 생성된 전류가 자성의 금속에 반응해 와상전류가 생성되고 피가열체와의 저항으로 열 발생

③ 발생된 열이 용기의 내용물(음식재료)로 전달되며 바닥의 열은 용기 외부전로달 되지 않음

국내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독일산 전기 레인지가 출시돼 있습니다 .

각 브랜드마다 특징과 기술력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최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① 독일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재 시판 중인 모델인지 확인하세요 .
    신제품이야말로 가장 진보된 기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② 해당 브랜드의 제품 군을 확인하세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가스 쿡 탑에서부터 스팀 오븐, 복합 형
    레인지와 레인지 후드 등, 이를 통해 레인지 전문 기업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③ PCB와 조작부가 직접 생산인지 OEM인지를 확인합니다. 아에게 인덕션 레인지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철저히 독일 내에서 생산되므로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Tip. 인덕션 레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5

Kochfelder Induction

HK874400IB

LCD Display

FUNCTION
LCD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슬라이드 조절 바, OptFit 프레임, 타이

머 및 알람 기능, 파워 부스터, Stop&Go 기능, 작동 제한 시간 설정 

및 과열 보호 기능, 절전 모드 및 부저음 조절 기능, 잠금 및 어린이 

보호 기능, 4단계 잔열 표시 기능, 이물질 감지 기능

SPECIFICATION
제조 국가: 독일, 외관 치수: 766X516X60 와이드, 가공 치수: 

750X490X60, 구조: 사이즈 감지형 4버너 4구, 프레임: 스테인리스 

가공, 상판: 프랑스 유로케라社의 세라믹 유리 상판, 냉각팬: 2개, 

색상: 블랙, 정격 전압: 220V 50/60Hz, 소비 전력: 7.4Wk

컬러 LCD 화면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확히 표현

하여 제품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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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  AEG



CLIENT

노루페인트
BROCHURE



CLIENT

노루페인트
BROCHURE



CLIENT

COMBI KOREA
BROCHURE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GRAPHIC 
“PPT”

제안서의 기획, 원고집필, 인포그라픽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HOTO STUDIO

프레임에 담는 사진의 미학





















지금까지 
없 었 던 
낯선회사

서비스 정찰제 도입 
입찰 참여 안하는 회
사 영업 안하는 회사
실적과 크리에이터가 
함께 남아있는 회사



예산걱정은 다음으로 미루고 
작은 일 부터 낯선과 함께 시작하세요

낯선 기획 
Online Service

 비교불가 퀄리티  낯선 정찰제 전세계 어디서나

낯선 온라인 서비스는 전세계 언제 어디 서나 휴
대폰, 태블릿 PC 등 모든 기기에서 주문 및 확인
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인큐베이팅 40여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 서비스를 정찰제로 
제공합니다. 신뢰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낯선 디자인세상

본사의 전문서비스를 선별하여 효율적인 개발방
법론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www.NOTSUN.net

로고, 네이밍, 캐릭터, 인쇄물, 명함, PPT, 웹사이트, 사진촬영 등 
저렴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http://www.NOTSUN.net


 NOTSUN ®  

+82 2 1566. 2329 
design@notsun.com 
www.notsun.com

Thank you :)

http://www.not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