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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는 CULTURE AND PEOPLE의 약자로 

문화가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집단입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이며,

우리같은 복장을 하고, 우리같은 마인드의 

사람들도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꼭 세상에 던지고 싶습니다.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WHO WE ARE
Company Intro

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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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CNP는 브랜딩이 핵심역량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CNP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 솔루션을 통해서면 

세상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BRANDING

Branding
Marketing + Publishing Content
Logo + Identity
Brand Strategy
Art Direction
Photography & Video
Illustration
Print Design
Packaging
Web Design & Development
Interior
Brand Books + Style Guides
Brand Activations + Experiences
E-Commerce
Strategy & Production
Social Media & Community Management

Strength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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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배드파머스 _ 헬씨 푸드 보울 전문점

신사 본점, 온라인 스토어

BRANDING

Branding
Marketing + Publishing Content
Logo + Identity
Brand Strategy
Art Direction
Photography & Video
Illustration
Print Design
Packaging
Web Design & Development
Interior
Brand Books + Style Guides
Brand Activations + Experiences
E-Commerce
Strategy & Production
Social Media & Community Management

Strength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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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나는 서울러 _ 서울의 웰메이드 장소들

페이스북 채널

BRANDING

Branding
Marketing + Publishing Content
Logo + Identity
Brand Strategy
Art Direction
Photography & Video
Illustration
Print Design
Packaging
Web Design & Development
Interior
Brand Books + Style Guides
Brand Activations + Experiences
E-Commerce
Strategy & Production
Social Media & Community Management

Strength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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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초, #MUCHACHO, #강남역타코, #강남역부리또

무차초(Muchacho)는 스페인어로 ‘젊은이’를 뜻입니다. ‘한 

국식 타코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맛보이고 싶다.’는 포부로 

문을 연 멕시칸 요리 전문점입니다. 기존 퓨전 타코 브랜드 

들이 ‘김치’에서만 한국적인 요소를 찾던 것과 달리 무차초 

는 특제 쌈장 소스, 백김치, 파채, 깻잎 등 한식(韓食)의 맛을 

모두 표현 하여 ‘멕시칸의 한국화를 완벽히 이뤄냈다.’는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2-18 B1F

_ 헬씨 푸드 보울 전문점
@bad_farmers

MUCHACHO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더블트러블은 미국 문화까지 소개한다는 포부를 갖고 오픈 

한 한국식 아메리칸 전문점입니다. 기존 대표 인기 메뉴만 

을 간추려 ‘프레쉬 패스트 푸드’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오픈했 

습니다. 고소한 빵 사이에 묵직한 패티와 녹진한 치즈가 흘 

러 내리는 10여 종의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와 특색있는 다 

양한 사이드 메뉴를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0-13 1F

_ 아메리칸프레쉬 패스트푸드
@double_trouble_korea

DOUBLE TROUBLE

#더블트러블, #겹친문제, #그릴드치즈, #더트, #DOUBLETORUBLE

배드파머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쿨하게 로-푸드를 판매하 

는 헬씨 푸드 보울 전문점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현대 젊은 

이들이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완벽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입니다. 가장 건강한 음식은 인간의 손을 덜 거친 자연의 

재료라는 이념하에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21

@베이징 산리툰 타이쿠리 N8, 1F

_ 헬씨 푸드 보울 전문점
@bad_farmers

BAD FARMERS

#배드파머스, #나쁜농부, #생명연장, #SAVEYOURLIFE

BAD FARMERS

7ELEVEN
LINE FRIENDS

GAROSU-GIL

떼시스는 모던한 인더스트리얼 컨셉과 bar 형식의 인테리 

어를 통해 바리스타와 고객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떼시스의 바리스타는 고객에 맞는 스페셜티 

를 제공 하며 눈과 입맛을 사로 잡습니다. 미국 3대 스페셜 

티 중 하나인 인텔리젠시아의 철학과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외 최고급 아라비카종의 야생 

커피를 직수입하며 직접 핸드픽으로 고품질의 생두를 엄선 

하여 로스팅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618-15 1, B1F

_ 스페셜티 로스터리 카페
@thesiscoffee

THESIS

#떼시스, #morethesislesscrime, #스페셜티, #인텔리젠시아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BRANDING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LINE 9
GANGNAM_DAERO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HORANG
SIKDANG

Strength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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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차별화되는 미국 가정식 레스토랑 

입니다. 마치 미국 여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로컬 맛집 

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식기류, 

메뉴 구성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칸 홈푸드’ 컨셉에 맞춰 구현하 

였기 때문에 강력한 비주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810-13 2, 3F

_ 아메리칸 홈푸드 레스토랑
@brotherhoodkitchen

BROTHERHOOD
KITCHEN

#브라더후드키친 #미국가정식, #치킨와플, #미국집

#런드리피자, #해장피자, #피맥

피자로 해장(=위 세탁)을 한다는 미국 젊은이들의 문화에 착안 

해 미국 로컬 세탁소를 인테리어 컨셉으로 재현한 수제 피자 &

펍 전문점입니다. 방문 고객들 사이에서 ‘분위기 깡패’라는 애 

칭을 얻을 정도로 특색있는 공간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 

하며 조각 피자와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토핑이 올 

려진 조각 피자를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810-13 B1F

_ 아메리칸 피자 앤 펍
@laundrypizza

LAUNDRY PIZZA

일본의 라멘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라멘집입니다. 24시간 

이상 오랫동안 끓인 돈육수와 매장에서 직접 뽑아내는 생면만 

을 요리에 사용합니다. 서울 최고의 라멘집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김형순 쉐프가 직접 이름을 내걸고 매일 정성을 다하는 

브랜드입니다. 강남역에 등장해 짧은 기간 내에 ‘인생라멘’이 

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810-14 1F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지하1층

_ 한국 퓨전 라멘
@horang_sikdang

HORANGEE
SIKDANG

#호랑이식당, #호면, #마제면, #라멘

도산분식은 단순한 밀가루 음식이 아닌, 우리의 추억을 되살린 

분식(粉食)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저온 숙성한 국내산 생(生) 

돈등심으로 만든 돈가츠 샌드, 추억의 옛날 떡볶이, 마제면, 

홍콩 토스트 등  도산분식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다국적 분식을 

만들어 냅니다.

@강남구 도산대로 49길 10-6,

_ 서울 뉴웨이브 분식
@dosanbunsik

DOSAN BUNSIK

#도산분식, #뉴웨이브분식

OUR_DINING

DOSAN BUNSIK

OUR_BAKERY

CHUNGDAM
CGV

DOSAN PARK

LINE 9
SINNONHYUN STATION

BROTHERHOOD KITCHEN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LINE 9
SINNONHYUN STATION

LAUNDRY PIZZA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Strength
branding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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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아우어베이커리, #OUR___, #ㅏㅜㅓ

OUR project part1. 국내 최고의 파티쉐, 바리스타 진으로 

구성된 서울 최고의 베이커리 전문 카페입 니다. 매일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 최고의 빵을 구워냅니다. 아우어 프로젝트는 

외식산업을 하면서 느낀 친구들과 한공간에서 모이는 가치를 

느껴 시작한 프로젝트로 그 첫 시작이 된 아우어 베이커리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648-14 1F

@송파구 잠실동40-1 롯데백화점 지하1층

@강남구 논현동 267-15 SIDUS HQ 1F

@베이징 싼리툰 타이쿠리 N8 1F

@광주 동구 대의동 37

_ 수제 베이커리 카페
@ourbakerkycafe

OUR BAKERY

OUR project part2.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셰프 강석현이 

총괄한 생면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입 니다. 아우어 파스타는 

생면 중에서도 따야린을 추구하는데,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요리사 팔 힘의 하모니로만 만들어지는 매력적인 따야린을 

국내 미식가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동명동의 한옥을 

개조한 아우어 파스타는 한옥 특유의 정적인 공간감에 역동 

적인 요리를 담아내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5-10

_ 이탈리안 파스타 레스토랑
@our_pasta

OUR PASTA

#아우어커피, #OUR___, #ㅏㅜㅓ

OUR project part4. 국내 최고의 파티쉐, 바리스타 진으로 

구성된 아우어 베이커리에서 분사한 커피 브랜드. 도심 곳곳 

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재 구성된 아우어커피는 매일 신선한 

아우어 원두와 갓 구운 디저트로 고객과 만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2-18 B1F

_ 아우어 커피
@ourbakerkycafe

OUR COFFEE

#아우어파스타, #OUR___, #ㅏㅜㅓ

OUR project part3. 아우어 프로젝트의 세번째 버전. 아우어 

파스타를 만든 강석현 셰프가 만든 또 하나의 다이닝 레스토랑 

입니다. 지금껏 보기 힘들었던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이탈리안 

요리를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648-14 1F

_ 이탈리안 다이닝 레스토랑
@our_dining

OUR DINING

#아우어다이닝, #OUR___, #ㅏㅜㅓ

OUR_DINING OUR_BAKERY

CHUNGDAM
CGV

DOSAN PARK

7ELEVEN
LINE FRIENDS

GAROSU-GIL

OUR_DINING OUR_BAKERY

CHUNGDAM
CGV

DOSAN PARK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OUR COFFEE

OUR PASTA

DONGMYUNGDONG

COMMUNITY CENTER

CU

BRANDING
Strength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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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BRANDING

18.05.04. 기준

VIETNAMESE FOOD

JAPANESE FOOD

CHINESE FOOD

AND SO ON...

끊임없
는 신규

 브랜드
 기획

외식업 전문기업으로서의 POSITION 강화  

Vision
1. positioning

1.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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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HM
R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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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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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D

tistrib
ution)

:

호랑이
식당, 아

우어 등
) 온라인

 판매

오프라
인 마트

 등에 유
통

배드파
머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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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장품
, 반려동

물,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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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기타(O
thers)

: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CGV
ABC MART

HORANG
SIKDANG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Vision
2. extension

협력(B
2B): 

GS 등 편
의점 라

이센스
 계약, 

제품 콜
라보레

이션 (엔
터테인

먼트,

피트니
스 관련

 기업들
과 협력

)

2.EXTENSIONBRANDING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사업 모델 확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0 3F www.cnpcompany.kr씨앤피 컴퍼니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Vision
3. franchise

3.FRANCHISE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BRANDING
브랜드별 선택적인 가맹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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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
5. 중국

 라이센
스 계약

 체결

문화가 있는

모든 비지니스의 가능성

4.OVERSEAS
Vision

4.overseas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LINE 9
SINNONHYUN STATION

DOUBLE TROUBLE
MUCHACHO

THESIS

CGV
ABC MART

HORANG
SIKDANG

중국과의 사례를 발판 
중동, 미주, 유럽 등으로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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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a Station Exit 8Line3

H
AN

NA
M

 B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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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CNP. INC.

Lotte Hi-mart

BAD FARMERS

Oilbank
IBK Industrial Bank Uniqlo

Olleh KT
Eulji
Hospital

CNPCOMPANY
   add_                                     540 3F

   tel_ +82. (0)70. 4904. 9081-2.
   fax_ +82. (0)2. 547. 1910.
   web_ www.cnpcompany.kr

hi@cnpcompany.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WORK WITH US
Contact

work wit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