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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Design의 첫 알파벳이자 DCB의 첫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한편 어퍼스트로피 디(’d)는 Would의 약식형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I’d like this one–당신에게 꼭 맞는 DESIGN을 소개합니다” 라는 카피를 더해
스스로에게 꼭 맞는 디자인기업을 찾길 바라는 부산디자인센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호인 <Designare>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묘사하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DESIGN’의 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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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his one!

Attraction & Passion
여기, 국내외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기업들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특유의 매력과 열정으로 승부하는 24개의 디자인기업들.
이제 동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디자인기업을 소개합니다.
디자인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디자인하는 디자인전문회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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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개발 디자인지원사업

광역권디자인 지원사업

부산디자인마켓

●

●

●

부산디자인센터는 매년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고부가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하여, 지역 경

부산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전문기업 및 중소

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기업의 비즈니스∙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온 부산디자인마켓

「신상품개발 디자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4년 상반기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2014년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이는 소규모 디

에는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과제별 협약체결 개발진

지난 2013년부터 연중사업으로 진행되어온 이 사업의 목

자인 업체의 시장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과 동시에 시민

행 중에 있으며(시각분야 7개 과제, 제품분야 5개 과제) 하

적은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을 높이는 디자인 효과를 부각,

들에게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반기 과제는 약 10개로, 7월 경 모집 예정이다. 디자인을 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경영에까지 확산시켜 경쟁력을 높이

있다. 하반기 부산디자인마켓은 2014년 9월 12일부터 14일

해 제품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신상품개발

기 위함이다. 디자인 진단 - 분석 - 해결방향 제시 - 디자

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약 80여 개의 업체 또는 디자

디자인지원사업을 통해 항상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

인전문업체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One-Stop 시스

이너가 참여해 다양한 디자인 관련 상품을 홍보하

지원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템을 구축하고 있는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은 산업단지 근

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와 체험 컨텐츠가 마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접형 디자인지원단의 운영으로 상시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련되어 더욱 다채로운 디자인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

다. 지원대상은 디자인 진단이 필요한 동남권 지역 중소기

다. 우수한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되어 시너지

업으로, 개별적인 디자인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디자인지원

효과를 창출하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디자인을 널리 알리

사업목표

단 및 디자인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CI나 BI, 패키

는 명실공히 지역 디자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된 부산디자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지, 홍보물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디자인 컨설팅을

인마켓을 즐겨보자.

지원규모

실시하게 될 것이다.

500,000,000원 (제품디자인 최대 23,000,000원, 포장시각디
자인 최대 35,000,000원)

하반기 행사기간

사업추진 절차

사업기간

2014. 9. 12 ~ 14, 3일간 (매년 상, 하반기)

사업공고 ‣ 주관기업, 참여기업간 협의 ‣ 접수(사업신청) ‣

2014. 3. 1 ~ 2014. 12. 31 (매년 연중)

행사장소

사전검토 ‣ 과제선정평가 ‣ 수행과정 현장점검 ‣ 최종평가 ‣

사업목표

벡스코 1관 야외전시장

사업비정산, 최종보고서 제출 ‣ 제품출시 및 사업화 ‣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 지원 150건

행사내용

사업성과 점검

지원규모

부산지역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판매 | 디자인 관련 제품

참여방법

427,700,000원

홍보 및 판매 | 어린이 디자인 체험존 운영

【 신청기간 】

세부내용

참여방법

- 2014년 하반기 | 7 ~ 8월(예정)

- 부산∙울산 디자인지원단, 경남 디자인지원단, 녹산∙감천

【 참여규모 】

- 2015년 상반기 | 3 ~ 4월(예정)
【 참여방법 】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디자인지원단 등 총 10명 운영
- 실무 전문가, 지역대학 교수, 디자인전문회사 대표, 국공
립 연구기관 및 시험기관 임직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80여 개 업체 또는 디자이너
【 신청기간 】
7 ~ 8월 예정 (별도 홈페이지 공고예정)

【 문의 및 안내 】

- 디자인 + 기술 통합 컨설팅 간담회 3회 개최

【 참여방법 】

- 담당자 | 디자인지원팀 이현규 차장

참여방법

온라인신청 및 개별접수

- 연락처 | 051.790.1031

【 참여규모 】

【 문의 및 안내 】

- 이메일 | nineoch@dcb.or.kr

중소기업 약 150개 업체

- 담당자 | 디자인지원팀 안순찬 대리

【 신청기간 】

- 연락처 | 051.790.1036

2014. 3. 1 ~ 2014년 사업종료 시까지 상시

- 이메일 | asckjh@dcb.or.kr

【 참여방법 】
-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 신청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 및 안내 】
- 담당자 | 섬유패션TF팀 박재현 차장
- 연락처 | 051.790.1062
- 이메일 | maxa@d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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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부산디자인센터 예정 사업 안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

●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혹은 팀에게 다방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직업능력개발 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14년에도 부산디자인센터는 고용

의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는 고용노동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노동부 지정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

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주관의 2014 사회적기

다.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체계적인 맞춤형 교

으로서, 부․울․경 지역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 및 구인난 해

업가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혁신적 아이템을 발굴하

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및 유능한 훈련강사를 제

소에 일조하고자 한다.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여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기업에

공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한다.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1년간 870만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
하게 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대해 창업비용, 창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사업은 매년 1~2월 중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

사업기간

는 예비 창업자라면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문

매년 연중

신청방법

을 두드려보시길 바란다.

사업목표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회원가입 후 신청(인턴생은 이력

17개 훈련과정 운영

서 제출 가능)

사업예산

지원절차

사업기간

1,457,982,000원

부산디자인센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담당자와 통화 후 사

2014. 2. 12 ~ 2015. 2. 11 (매년 연중)

세부내용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맞춤형 교육훈련

업자등록증 발송 ‣ 온라인 인턴채용 신청 ‣ 인턴선발 및 약

사업목표

디지털사진, 브랜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디자인, 프리젠테

정 및 운영기관 협약체결 ‣ 인턴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 중인 10개 창업(자)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이션 기법,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라피, 출판편집디자인,

정규직 전환

지원규모

제품디자인, 스마트 디바이스 UI/UX 디자인, 영상아트웍,

문의 및 안내

317,800,000원

3D-MAX, 환경분야 디자인, BIM, 주얼리, 선박디자인 실무

- 담당자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담당

지원대상

등 총 17과정

- 연락처 | 051.790.1021/1049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참여방법

※ 기업 온라인 인턴신청 사이트 : www.work.go.kr/intern

지원내용

【 참여대상 】

- 창업공간제공, 멘토링 제공(담임멘토 및 전문멘토링)

부산디자인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재

참여자격 및 지원혜택 | 실시기업

- 창업비용지원(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비, 개발비

직자

참여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디자인 전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고용보험법’

등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
- 자원연계(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 및 관련 업체 자원

문기업은 신규 협약 체결 후 참여가능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참여방법 】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 사후지원프로그램(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네트워크 지

담당자 상담 ‣ 부산디자인센터와 컨소시엄 협약 체결 ‣ 훈

지원혜택

원)

련신청 ‣ 담당자 승인 후 훈련참여

- 최대 6개월 인턴기간 중 인턴급여(기본급)의 50%(1인 월

지원금액 최소 20,000,000~40,000,000원

【 문의 및 안내 】

참여방법

- 담당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단

연계)

【 신청기간 】

인력양성팀 이동근 차장

연 1회, 매년 1~2월 중 공고

- 이메일 | denislee@dcb.or.kr

【 참여방법 】

- 연락처 | 전화 051.790.1027~9 / 팩스 051-790-1099

사회적기업 관련 기초사전교육,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 온라인 | 컨소시엄 홈페이지 hrd.dcb.or.kr

80만원 한도) 지원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지원
- 인턴기간 만료 전 조기 정규직 전환 시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 지급
참여자격 및 지원혜택 | 참여인턴

통해 창업자(팀) 선정신청서, 구성원 명단, 개인정보 수집∙

참여자격

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화 계획서, 창업 및

인턴신청일 기준 만 15세~29세(군필자 31세) 이하인 청년

유지 동의서

구직자, 고교·대학(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휴학자로

【 문의 및 안내 】

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담당자 | 섬유패션TF팀 김래연 담임멘토

지원혜택

- 연락처 | 051.790.1065

- 6개월간 인턴쉽 후 정규직 전환 지원

- 이메일 | ly099@dcb.or.kr

- 생산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 취업 시 취업지원
금 1인당 220만원, 전기‧전자, 통신업 관련직 취업 시 취
업지원금 1인당 180만원 지급
- 업무능력 향상 위한 실무교육 무료수강 혜택 부여

※ 상기 사업내용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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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소셜벤처 경연대회’ 역시 개최된다. 연 1회로 이루어지는

디자인기업 특집호

2014년 상반기

부산디자인센터 소식

NEWs

DCB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 사업

●

●

지난 5월, 부산디자인센터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기업의 가공과정에서 남는 원단, 부

향후 부산디자인센터는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재를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

운영 ・ 관리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은

모하기 위한 리사이클디자인상품개발사업을 주관・진행한

물론,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대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다. 인형, 파우치, 가방, 지갑 등 12종 이상의 상품을 개발하
고 연간 5천 4백만 원의 매출을 양산, 10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4종
의 부산시 상징 캐릭터상품 뿐만 아니라 자투리 원단으로
‘자투리 양말제품’ 28종을 제작하여 총 판매수는 3,130개를
기록, 2,360만 원의 판매량을 올렸다.
하반기 신규 디자인 상품 및 계획

NEWS

- 가죽제품, 에코 기념품, 교육용키트, 그 밖의 상품 군

CS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부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 판매처 : 자체 판매점(디자인센터 1층 로비) 전시 및 판매
| 부평깡통야시장, 벡스코, 아쿠아리움, 누리마루, 더파크
동물원, 부산타워 등 오프라인 판매점 위탁 판매 | 소셜
(쿠팡, 위메프) 및 1300K, 핫트랙스 등의 온라인 쇼핑몰 위

●

●

부산디자인센터는 금년 3월부터 대내외 고객만족도 향상을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에

- 향후 계획 : 리사이클제품 브랜딩 진행 | 중소기업청 소상

위한 지속적인 전문 C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

부응하여, 시민의 안심도를 높이고 범죄 예방의 도시 부산

공인진흥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 수익성 사업 기반 마련

반기 ‘열린 마음으로 실천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반기

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에 힘쓰고 있

‘No라고 말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진행

다. 작년 7월 1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

되는 이번 교육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
적 설계를 통해 범죄의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고 안전감을
향상 시키는 환경디자인을 수행하였다(구포2동, 남부민2동,
감천2동, 모라1동). 또한 부산 전역에 범죄신고구역 표지판
1,625개를 설치, 범죄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도모
하였다. 향후 3개 지역에 추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순찰차 출동과 연계되는 안심벨 설치 사
업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2014 디자인트렌트 세미나 개최
●
지난 5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부산디자인센터가 공
동으로 주관하는 ‘2014 디자인트렌트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4년의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2015년 예상되는 트
렌드 정보를 디자인기업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시
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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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판매 | 각종 전시 참가

I′d like this one!

What wou ld you li ke?
“당신에게 꼭 맞는 디자인을 찾아드립니다.”

바로 여기, 각기 다른 강점과 디자인 스타일을 추구하며
열정적으로 달리는 동남권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24개의 디자인전문회사를 소개합니다.

디자인기업 특집호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SEDIA가 도와드립니다.
▪ 산업디자인 공동개발사업 및 디자인기업 수익사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재능기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젝트에 기업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남권 디자인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디자인기업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합니다.
▪ 한・일 디자인교류사업(부산・후쿠오카)을 추진합니다.
▪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상승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원사간 전문 분야별 업무 제휴를 연계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교육사업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좋은생각을 함께 실천합시다.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SEDIA) 회원 디자인기업은
철저하게 고객만을 위한 디자인을 합니다.
SEDIA는 이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상생의 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은 저희 SEDIA가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소재지
이메일

김규덕
2012년 2월 10일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8-2
sedia0210@hanmail.net

홈페이지

www.sedia.or.kr
Tel_051.746.5010 Fax_051.741.6056

연락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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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2012.04
2012.11
2012.12
2012.01
2013.06
2013.11

SEDIA출범식
부산디자인센터 MOU 체결식
동남권지역 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한 디자인기업간담회
부산 - 후쿠오카 디자인기업교류, 후쿠오카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제2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디자인기업 상생 발전세미나
디자인 - R&D융합 확산 지역설명회 주관
부산 - 후쿠오카 디자인기업 교류전
후쿠오카 현지 부산디자인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및 우수상품 전시회

|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I′d like this one!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South East of
Korea Design Industy Association,이하 SEDIA)는
동남권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 문화
를 고취하고, 학계와 연계한 디자인 인프라의 강화
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SEDIA는 디자
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디
자인산업계 회원사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도
모합니다. SEDIA는 소속회원사와의 정보교류와
지식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동남권 지역 디자인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디자인산업의 선진화
를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동남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 매일 새
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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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내일디자인연구소
내일디자인연구소는 최적의 조직과 전문화된 인원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현대의 기업은 마케팅 전략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합적인 브랜드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파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WHAT WOULD YOU LIKE?

최상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정형건
2007년
기업 및 브랜드 네이밍 & 아이덴티티 개발, 포장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8명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21센터 행정지원동 307호
bamsego@hanmail.net

홈페이지

www.naeildesign.co.kr
Tel_055.763.0530 Fax_055.763.0503

연락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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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진주지식재산센터 마이크로기업 IP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진주지식재산센터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2013 진주지식재산센터 특허종합지원 용역사업 수행기관 지정
하동매실유통활성화사업단 브랜드 컨설팅 자문기관
동의보감촌 RIS사업 참여기관 지정
경상남도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2012 칸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 권리화 업무제휴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회원사
진주지식재산센터 특허종합지원 용역사업 수행기관 지정
(재)부산디자인센터 산업단지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친환경로컬푸드사업단 MOU 체결
2011 경남벤처농업협회 회원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연암공업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2010 (사)한국전통식품협회 경남지회 업무제휴
2008 (주)팜몰 브랜드 컨설팅 업무 제휴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 포장/제품)
2007 내일디자인연구소 설립

I′d like this one!

Miracle of Island

Identity Design

Miracle of Island

Miracle of Island

보물섬남해한우 B.I

하동녹차 왕의녹차 B.I

남해섬애약쑥영농조합법인 B.I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B.I

다솔면 C.I

처음매실 B.I

명품하동녹차사업단 C.I

합천군 B.I

한방약초힐링산업육성사업단 B.I

내일디자인연구소

Package Design

하동군

대호영농법인

동의보감촌

하동녹차 왕의녹차 공동브랜드

쌀브랜드 삼시세끼 포장

차 선물세트

명성다원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S&T 푸드

지리산 산나물

우리밀 국수/통밀쌀/밀가루 포장

오메가3 들깨기름

오름주가
다래와인 포장

Editorial Design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경남농협 한우지예

오름주가영농조합법인

김해축산농협

연구성과 농업현장 실용화기술

경상남도산업디자인전람회 도록

경남 한우 브랜드 홍보 POP

다래와인 광고

산들에 함포크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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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이상헌
2000년 7월 18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자인 소품
5명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6(구포동) 삼원빌딩 4층
nitodesign1@naver.com

홈페이지

www.nito.co.kr
Tel_051.343.3845 Fax_051.343.3846

연락처

니토디자인
WHAT WOULD YOU LIKE?

History
2000

01

02

니토디자인 설립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증

태국 디자인라이센싱 개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 선정

홍콩, 마카오 디자인라이센싱 개시

03

04

05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수출지원사 선정

IT벤처기업클러스터지원사업 선정

일본 디자인라이센싱 개시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06

08

09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디자인 출판사업 개시

대한민국디자인 100선 제품, 시각디자인 선정

디자인 나눔사업 수행

한국디자인연감 선정
부산시전략산업 디자인 선도기업 선정

11

13

자사 브랜드사업 확장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Certification &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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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ystem

I′d like this one!

2000년 부산에서 설립된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제품･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시장지향의 전략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와 풍부한 노하우가 결합된 시너지로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토디자인

더함과 덜함이 없는 정직한 디자인, 니토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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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Better Idea and Better Design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WHAT WOULD YOU LIKE?

홈페이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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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문
2003년 10월 20일
아이덴티티 ・패키지 ・시각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웹
6명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78 태인빌딩 4층
dandi2003@naver.com

www.design2004.co.kr
Tel_051.905.1100

I′d like this one!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디앤아이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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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디자인글꼴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김수진
1995년 3월
홍보･출판물･단행본 기획 및 디자인, 웹 기획･디자인
34명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 디자인글꼴빌딩
ggad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ggad.co.kr
Tel_051.636.1210 Fax_051.955.2229

연락처

WHAT WOULD YOU LIKE?

수상 | 인증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노비즈(INNO 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화사업장 지정(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GFA Apogee (RIP)

EPSON 7900 (색상교정기)

ISO 국제표준 인쇄,

편집한 색상 그대로
ISO international standard printing, truly printing color collaboration!
모든 인쇄물을 ISO 국제표준에 맞춰 인쇄합니다. CMS(Color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교정인쇄 교정인쇄, 디지털인쇄, 오프셋 인쇄 등
모든 인쇄물에서 동일한 색상을 재현합니다.

KOMORI KID & PDC-SX

대한민국 최초 도입

AGFA Avalon N8-52 (CTP 출력기)

H-UV
Printing
KOMORI GL-540 H-UV
(대국전 5도 H-UV 인쇄기)

One-Stop System
기획에서 인쇄, 후가공까지 한번에!

최첨단 H-UV 인쇄,
완벽한 인쇄 시스템

디자인글꼴은 직접 디자인한 것을 완벽한 결과물로 탄생시키기 위해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의 H-UV 인쇄 시스템으로

자체 인쇄시설과 프리프레스, 디지털 인쇄기, 후가공 시설 일체를

인쇄와 동시에 완벽한 건조가 이뤄져,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코팅이나 제본, 후가공 등을 하기 편리합니다.
하이브리드 망점의 자연색이 정밀하게 표현되는 컬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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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리 GL-540 H-UV 인쇄기 / Xerox C800 Press

여기에 수준 높은 컬러매칭의 CMS로 완벽한 컬러를 재현합니다.

Xerox C700 / Xerox FX4122 / Xerox FFPS Server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품질관리장치인 KID와 PDC-SX의 장착으로

스코딕스Scodix / 카마KAMA 76 등

가늠맞춤과 색상맞춤이 한 번에 이뤄집니다.

I′d like this one!

Editorial Design

현대중공업 제품 브로슈어

부산롯데호텔 소식지
영화진흥위원회 홍보물

www.ggad.co.kr

기술보증기보 사보 기획

영화의전당 홍보물&소식지

대학홍보물

디자인글꼴

Web Business

부산문화재단

UNIST

부산시티투어버스

Branding

부산시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

부산시 사회적기업

부산항만보안주식회사 CI

현대중공업 G-Project 디자인 개발

Production Design

갈매기 레터오프너

삼찬산업 탈부착형가방목베개

부마텍 포터블컴프레셔

제일전기 스마트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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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주|디자인부산
부산을

그리고

2009년, (주)디자인부산은 자체브랜드와 상품개

이야기하며

발이라는 목표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디자인회사

이후 디자인부산은 독자적인 캐릭터를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한 자체 기획상품을 제작해오고 있
습니다. 2010년에는 자체브랜드인 ‘디자인아이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서무성
2009년
디자인 문구 및 브랜드, 매뉴얼 개발, 자체 제품 개발
25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
ggad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designivy.com
Tel_051.636.1216 Fax_051.955.2229

WHAT WOULD YOU LIKE?

연락처
수상 | 인증

고등어 USB, 제14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
팬시 캐릭터 보니&모눈, 2012 우수디자인 선정

연혁

2014 후쿠오카 기프트쇼, 동경국제선물용품박람회 참가
코즈니(부산점) 샵 입점, 국립현대박물관 서울관 아트존 입점
2013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기념품 업체 선정
코즈니(이대점, 성신여대점, 대전점, 부천점)샵 입점
후쿠오카 하카다 리버레인 내 ‘D4U Shop’입점
2012 그래픽부산&캐릭터 문구제품 중국 상해 2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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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개발, 디자인 팬시 제품으로 그 영역을 확
대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부산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및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국내외 샵 입점은 물론,
수출과 수상의 쾌거를 연이어 맛보고 있는 디자
인부산의 행보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I′d like this one!

디자인아이비는
|주|디자인부산이 만든
디자인 팬시 브랜드입니다.

CHARACTER
GGODUNG O

GOOD SENSITIVITY,

ESPECIALLY

FOR YOU

착한 생각, 착한 감성의 디자인 아이비는 |주|디자인부산 고유의 팬시 제품 브랜드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소망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실천하며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www.designivy.com

캐릭터

꼬등어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던 고등어에게 걸을 수 있는 발이 생겼다?!
우연히 육지로 걸어 나온 ‘꼬등어’에게 세상은 온통 낯설고 신비스러운 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꼬등어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큰가 봅니다.
쉼 없이 걸으며 세상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쁘답니다.

꼬등어 USB

보니 & 모눈
|주| 디자인부산

BONEE&MONOON

드로잉노트, 볼펜, 수첩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막여우 보니는 자신이 피운 작은 꽃 한송이를 머리에 얹고 다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모눈과 초록도마뱀은 가끔 보니의 작은 꽃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니 못지않답니다.

메모패드

위클리 플래너

GRAPHIC BUSAN

위클리 플래너

SOUVENIR

부산국제영화제 LCD 크리너

보니 이어캡

그래픽 부산

핸드폰 케이스

메모 패드

달력

수첩

영화의전당 USB

복어 USB

시티투어버스 USB

기념품

부산국제영화제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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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OULD YOU LIKE?

디자인베이스

광고시장의 변화를 철저하게 파악·분석하는 마
케터, 냉철한 판단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AE,
소비자의 마음을 찾아 손과 발로 뛰는 제작진,
이 모든 것이 디자인컨설턴트회사 디 : 베이스
에서 가능합니다. 저희는 귀사의 성공을 위한 든
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박정환
2007년
인쇄광고_ 카다로그, 보로슈어, 사인커뮤니케이션, 신문광고, 패키지
C.I.P_ 브랜드 네이밍, C.I, B.I, 이미지 통합작업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4명
부산시 남구 문현동 183-19
mlrl2000@hanmail.net

홈페이지

d-basead.co.kr
Tel_051.704.2668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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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his one!

|주|디자인스탠다드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조형래
2012년 9월 18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9명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동로 71, 907
design@designst.co.kr

홈페이지

www.designst.co.kr
Tel_051. 744. 1901

연락처

기준을 세우다
Design Standard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메세지를 사용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합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준을 지키다
Design Standard의 어원 중 하나는 프랑크어로 ‘굳건히 서다’ <Stand Hard> 라는 뜻입니다.

수상 | 인증

2013 동남권 디자인전문회사
2014 KIDP 디자인전문회사

진정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디자인의 가치를 바로 지키고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연혁

2014 KIDP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완료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2013 현 벽산 e-센텀클래스원 2차 입주
2012 (주)디자인스탠다드 설립

기준을 높이다
오랜 경력을 가진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결합해 다양한 디자인분야 개발경험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창출하여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Design Standard.
고객경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디자인의 가치를 견고하게 높여가며,

|주|디자인스탠다드

열정과 패기넘치는 아이디어로 고객과 소통하는 최고의 디자인전문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베이스

한국해양개발 C.I 개발

마노디쉐프 B.I 개발

마카렌세스커피 B.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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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주|디자인엑스투
대표
회사설립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WHAT WOULD YOU LIKE?

연혁

김광
2008년 5월 21일
18명 (대표이사 외 디자이너 14명 + 사무직 3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307호, 30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149-22 (Tel_052.265.9328 Fax_052.265.9329)
designx2@designx2.kr

www.designx2.kr
Tel_051.742.0143 Fax_051.914.0182
2014 ~ 2012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지식경제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2 디자인연구소 인정 | (주)디자인엑스투로 법인명 변경 | 부산광역시 디자인선도기업 인증
2011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확인 (중소기업청) | 우수디자인(GD)선정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GD) 한국디자인원장상 수상 (한국디자인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2010 ISO 9001:2008 & KS Q ISO 9001:2009인증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 울산지사 개설
2009 종합디자인전문회사 등록
2008 시선플러스(주)법인 설립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종합디자인 전문회사 DesignX2
저희 디자인엑스투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 웹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ONE STOP DESIGN SYSTEM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성격에 맞는 제
작물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부산디자인센터와 파트너십 구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디자인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영산대학교, 신라
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연속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선정, 우수디자인 한국디자인 진흥원 원장상 수상, Good Design 선정 등 내외부적인 참여로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웹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능과 감성 모두를
주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통한 솔루션 제시

고객 니즈와 사용자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감각적인 영상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

수상 및 인증현황

특허 2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의장등록 9건, 상표 1건

022

Natural Energy Eco Solution

2QV6IU5W WV
:M[MIZ KP, M^MTWXUMV\,
M^MTWXUMV\, MX\

-+7516-+74\L
*][QVM[[QVK]JI\WZ*]3a WVO=VQ^ MZ
MZ[Q\a
[Q\a
;IVAWVOLIVO,
;IVAWVOLIVO, WVO6IUO]*][IV3 WZMI
WZMI
<
    
.    
  - XZ(M
XZ(MKWUQVMK
WUQVMK WSZ
5
KWUQVMK
WUQVMK WSZ
___MKWUQVMK
___PM[WTK WU

I′d like this one!

마코디자인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마성민
2012년 12월 1일
간판 및 광고물, 산업디자인, 디자인용역
5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308호 (우동, 벽산e-센텀클래스원2차)
hamadream@naver.com

홈페이지

macogroup.co.kr
Tel_051.417.8969 Fax_051.417.8979

연혁

2013 동남권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2012 벡스코지정업체 등록
2011 한국도로공사 ITS세계대회 전시광고진행
2009 도로공사 본사 “하이패스 나무한그루” 캠페인 메인 디자인진행 및 어플리케이션 추진
2008 대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및 홍보관 진행
2007 부산도시개발공사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안내사인 제작
2005 한국도로공사 | 삼환기업 | 대우인터내셔널 | 대림산업의 광고협력업체 등록
2004 (주)대우 사인물 디자인
2003 SK VIEW 아파트 상가 광고 디자인
2002 마코디자인 창업
햇님토이 웹사이트 C.I | 캐릭터 및 제품디자인

경관 ・ 전시 환경 디자인
전시 아이템에 따른 차별화 된 전시 공간 구성으로, 고객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스페이스 디

광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인쇄 편집 디자인

마코디자인

연락처

섬세한 관찰, 창조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시각언어의 마술사!

|주| 디자인엑스투

자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C.I/B.I

제품・포장 디자인

로고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잘 인식하도록 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정책 등을 널리

우리는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것에서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직접 디자이너가

알리는 데에 필요한 광고,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되면 가장 사용하기 편안한 제품을 디자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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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홍대)/부산(광안)

대표 김남이, 백찬미

회사설립일연락처
2010년 070-7677-3487

디자인기업 특집호

주요사업분야
이메일

inbetweenbusan@gmail.com

종합그래픽, 광고, 전시 제작물, 인쇄물, CI/BI
소재지

연혁

회사소개

디자인 실력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인비트윈 스투디오는 2010년에 설립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평창스페셜
올림픽, 서울시, 관악구,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 단체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LG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업체 및 인디다큐영화제,

인비트윈 스튜디오

2014
서울(홍대)/부산(광안)

연락처 070-7677-3487

결과물로
하여금
인디애니 페스트 등의 주요 영화제의
프로젝트
수행을 고객만족을
통하여 탁월한

이메일 inbetweenbusan@gmail.com

항상 국제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며 고객들이 진정으로

연혁

귀사는 고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러브 인씨엠트리 콘서트 총괄디자인

2014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책임 디자인
서울시의원 김명신 정책보고서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러브 인씨엠트리 콘서트 총괄디자인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실력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K7 슬로바키아 뮤지션 집시데블스 초청공연 총괄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슬로바키아 뮤지션 집시데블스 초청공연 총괄 디자인

인비트윈 스투디오

귀사는 고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디자인

원하는노력하고
최고의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로 하여금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프로젝트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표 김남이,
백찬미
회사설립일 2010년

항상 국제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며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고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비트윈 스튜디오는 2010년에 설립된 디자인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책임 디자인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회사소개서 디자인

주요사업분야
종합그래픽, 광고, 전시 제작물, 인쇄물, CI/BI
소재지

문회사로,
평창스페셜
올림픽,
서울시, 관악구, 국
정책보고서
디자인
서울시의원 김명신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백서
디자인(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00-01)

서울(홍대)/부산(광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CO, 회사소개서
디자인 기아자
토교통부
등의TOWERCOMME
정부기관 ・ 단체뿐만
아니라

연락처 070-7677-3487

안국약품 AG갤러리 전시홍보물 디자인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백서 디자인(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00-01)
동차, LG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업체 및 인
안국약품 AG갤러리
전시홍보물 디자인일본순회상영전(도쿄, 오사카,나고야) 일문 홍보물 디자인
인디애니페스티벌
디다큐영화제,
인디애니
페스티벌
등의디자인
주요 영화
인디애니페스티벌
일본순회상영전(도쿄,
오사카,나고야)
일문 홍보물
코워킹 스페이스 망원 이글루 / 오늘공작소 아이덴티티, 홍보물 디자인
코워킹 스페이스
망원프로젝트
이글루 / 오늘공작소
아이덴티티,
디자인디자인 실력
제의
수행을
통하여홍보물
탁월한
2013
2013
을 입증 받은 바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K7
<Gentleman Class>
행사 총괄디자인,
워커힐 그랜드볼륨
기아자동차
K7 <Gentleman
Class>
행사 총괄디자인, 워커힐 그랜드볼륨
저희는
고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창 <2013 스페셜 올림픽> 유스랠리 총괄디자인
평창 <2013 스페셜 올림픽> 유스랠리 총괄디자인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완성시켜 고객
부천 원미부흥시장
시장경제활성화
기획디자인
프로젝트 <흥나는
날> 총괄디자인
부천
원미부흥시장
시장경제활성화
기획 프로젝트
<흥나는 날> 총괄디자인
홍보물 총괄디자인
<제13회 인디다큐페스티벌>
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비트윈

이메일 inbetweenbusan@gmail.com
연혁
2014
기아자동차 K7 슬로바키아 뮤지션 집시데블스 초청공연 총괄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러브 인씨엠트리 콘서트 총괄디자인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책임 디자인
서울시의원 김명신 정책보고서 디자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회사소개서 디자인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백서 디자인(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00-01)

<제 9회 인디애니페스티벌> 홍보물 총괄디자인

안국약품 AG갤러리 전시홍보물 디자인

2012

인디애니페스티벌 일본순회상영전(도쿄, 오사카,나고야) 일문 홍보물 디자인

<제13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스튜디오는
항상 국제적인 홍보물
감각과총괄디자인
트렌드를 놓치

<제 9회 인디애니페스티벌> 홍보물 총괄디자인디자인

지 않고
진정으로CO,
원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고객들이
타워컴 TOWERCOMME
웹사이트최고의
디자인

코워킹 스페이스 망원 이글루 / 오늘공작소 아이덴티티, 홍보물 디자인

정책수립 <청책워크숍>홍보물
디자인
서울시 청년일자리
2012
프로젝트를
실현하겠습니다.

2013

서울시<하자창의허브> 개관 기념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Gentleman Class> 행사 총괄디자인, 워커힐 그랜드볼륨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2 연간보고서 디자인

평창 <2013 스페셜 올림픽> 유스랠리 총괄디자인

WHAT WOULD YOU LIKE?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웹사이트 디자인

2011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청책워크숍>홍보물 디자인

부천 원미부흥시장 시장경제활성화 기획 프로젝트 <흥나는 날> 총괄디자인
<제13회 인디다큐페스티벌> 홍보물 총괄디자인

LG 가전 미래전망
프로젝트 컨셉디자인, 스토리텔링
시각화디자인
서울시<하자창의허브>
개관 기념

<제 9회 인디애니페스티벌> 홍보물 총괄디자인

종합격투기 브랜드 <팀파시> 아이텐디티 디자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2 연간보고서 디자인
GLOBE LOUNGE 아트디렉팅, 레지던스 아티스트 콜라보 이벤트 기획총괄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20주년기념 인포그래픽 디자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웹사이트 디자인

이태원 플리마켓 총괄 기획, 아트디렉팅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청책워크숍>홍보물 디자인

2010

LG 가전 미래전망 프로젝트 컨셉디자인, 스토리텔링 시각화

서울시<하자창의허브> 개관 기념 디자인

브랜드
<팀파시>
아이텐디티 디자인
종합디자인, 종합격투기
광고대행사 인비트윈
스튜디오
설립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2 연간보고서 디자인
20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자료집
디자인 아트디렉팅, 레지던스 아티스트 콜라보 이벤트 기획총괄
GLOBE
LOUNGE

LG 가전 미래전망 프로젝트 컨셉디자인, 스토리텔링 시각화

(주)휴레이포지티브 기업아이덴티티 디자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기념 인포그래픽 디자인

종합격투기 브랜드 <팀파시> 아이텐디티 디자인

이태원 플리마켓 총괄 기획, 아트디렉팅

GLOBE LOUNGE 아트디렉팅, 레지던스 아티스트 콜라보 이벤트 기획총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자료집 디자인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소재지
이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기념 인포그래픽 디자인
김남이, 백찬미
이태원
플리마켓 총괄 기획, 아트디렉팅
2014년
종합그래픽, 광고, 전시 제작물, 인쇄물, CI/BI2010
종합디자인, 광고대행사 인비트윈 스튜디오 설립
서울(홍대) | 부산(광안)
inbetweenbusan@gmail.com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자료집 디자인

(주)휴레이포지티브 기업아이덴티티 디자인

연락처

Tel_070.7677.3487

2010
종합디자인, 광고대행사 인비트윈 스튜디오 설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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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레이포지티브 기업아이덴티티 디자인

2014 기아자동차 K7 슬로바키아 뮤지션 집시데블스 초청공연 총괄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러브 인씨엠트리 콘서트 총괄디자인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책임 디자인
서울시의원 김명신 정책보고서 디자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회사소개서 디자인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백서 디자인(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00-01)
안국약품 AG갤러리 전시홍보물 디자인
<인디애니페스티벌> 일본순회상영전(도쿄, 오사카,나고야) 일문 홍보물 디자인
코워킹 스페이스 망원 이글루 | 오늘공작소 아이덴티티, 홍보물 디자인
기아자동차 K7 <Gentleman Class> 행사 총괄디자인, 워커힐 그랜드볼륨
평창 <2013 스페셜 올림픽> 유스랠리 총괄디자인
부천 원미부흥시장 시장경제활성화 기획 프로젝트 <흥나는 날> 총괄디자인
<제13회 인디다큐페스티벌> 홍보물 총괄디자인
201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타워컴 TOWERCOMME CO, 웹사이트 디자인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청책워크숍>홍보물 디자인
2011 LG 가전 미래전망 프로젝트 컨셉디자인, 스토리텔링 시각화
종합격투기 브랜드 <팀파시> 아이텐디티 디자인
GLOBE LOUNGE 아트디렉팅, 레지던스 아티스트 콜라보 이벤트 기획총괄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기념 인포그래픽 디자인
이태원 플리마켓 총괄 기획, 아트디렉팅
2010 종합디자인, 광고대행사 인비트윈 스튜디오 설립
(주)휴레이포지티브 기업아이덴티티 디자인

회사소개

인비트윈 스투디

올림픽, 서울시,

기아자동차, LG

인디애니 페스트

디자인 실력을 입

귀사는 고객들과

결과물로 하여금
항상 국제적인

원하는 최고의 디

I′d like this one!

이디오디자인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홍성안
1999년 8월 16일
CI/BI,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컨설팅
4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1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6호
edo2013@naver.com
www.edodesign.com

이디오디자인은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연락처

Tel_055.261.0370/0375

직접적인 마케팅 접근성을 유도하고

지역연고산업과 디자인기관의 인프라 형성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디자인리그팀 4개사와의
MOU 체결로 일본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의
소비자의 현 트랜드를 보다 빠르게 준비 및

2011
2010
2008
2007
1999

(사)동남권디자인기업협회 회원사
동남권지식서비스 산업발전연구회 회원사
경남미래정책연구소 회원사
KODFA 회원사
이디오디자인 창립

대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디자인컨설팅, 기업홍보물 등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굿디자인 2회를 인증하였습니다.
이디오디자인은 전문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귀사의 최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디오디자인

연혁

2009 굿디자인 수상_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BI 부문
2006 굿디자인 수상_ 창녕양파RIS사업 포장디자인 부문
2006 2007 경상남도 산업디자인전람회 특별상 수여

인비트윈 스튜디오

수상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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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WHAT WOULD YOU LIKE?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진영관
2009년 10월 1일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9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e-센텀클래스원 2차 309호
boascc@gmail.com / boas2009@naver.com

www.boascc.net
Tel_051.556.0050 Fax_051.612.0030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은 한 발 앞선 디자인과 전문적인 지식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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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법인전환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수출역량강화사업 홍보디자인 개발 수행
커피 만달레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프리락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웨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주)캄리 브랜드 리뉴얼
낮은도서관 CI 디자인개발
낮은도서관 CI 우수디자인(GD)선정
2012 부산문화재단 CI 디자인개발
부산문화재단 CI 우수디자인(GD)선정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1 중산기업 주방용TV 터치톡 BI 디자인개발
지오매틱 CI, 네오텍 CI 디자인개발
대성이엔지 온도컨트롤러 폭스파 BI 디자인개발
2010 서생영농배조합법인 포장디자인개발
2009 보아스커뮤니케이션 설립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Know-How를 바탕으로 High Quality 디자인
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정직함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 성
실, 헌신적 노력으로 주어진 프로젝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참신하
고 차별화된 Creative Design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 보아스커뮤니케이션

I′d like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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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정형권
2007년 4월 15일
광고, 편집, CI·BI, 패키지, 웹디자인
6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14-7 3F
cca2004@hanmail.net

홈페이지

www.ccaad.co.kr
Tel_051. 647. 5991

WHAT WOULD YOU LIKE?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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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his one!

씨씨에이

씨씨에이

Different is CCA’s Design DNA!
차원이 다른 디자인, 가치가 다른 디자인을 펼쳐갑니다.
CCA의 디자인은 충실한 컨셉추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각도의 접근법으로 전개되며,
5I(Idea, Impact, interest, Information, Impulsion),
즉 아이디어가 있고, 강력하며, 흥미를 유발하여 정보전달에 충실하고,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물 완성까지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CA의 Design DNA는 다릅니다.
Client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은행 | 더파크 | 담:다 | 다기야 | 성지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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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30여년동안 디자인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WHAT WOULD YOU LIKE?

지역 디자인 리더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사업내용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이영용
1991년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7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7호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로 12 (Tel_055.375.6970 Fax_055.975.6400)
cmcad@korea.com

www.cmcad.co.kr
Tel_051. 744. 5990 Fax_051.744.5992

2004

030

2004

2006

2008

2009

2010

2013

SUCCESS DESIGN SUCCESS DESIGN 한국명차대전차 디자인부문
농촌진흥청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I′d like this one!

|주|씨엠씨

2013 제15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주| 씨엠씨

농림축산식품부 / 통상산업자원부

Identity Design
Packaging
Brochure Design
Design Consulting
Environment Design

031

디자인기업 특집호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바탕으로 시각, 제품, 환경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성을 구현해내는 디자인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전문성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제시로 기업의 성공적 비즈
WHAT WOULD YOU LIKE?

니스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저희 아이엠커뮤니
케이션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표이며 오랜 디자인 프로세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Let’s start
2003년도 설립 이후 시작된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2012년 지식산업센터(퍼스트인센텀)로의 확장이전을
통하여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영역 확대로 통합 디자인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국가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디자인 제작의 영역에서 컨설팅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디자인 관련 경영 및 컨설팅 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소재지
이메일

성기택
2003년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전문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퍼스트인센텀 605, 606호
master@iamcc.co.kr

홈페이지

www.iamcc.co.kr

서비스와 업계 최고의 매체력을 융합한 컨설팅 노하우까지, 시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연락처

Tel_051.925.0141 Fax_051.741.3763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연혁

창업기 | 2003 설립
도약기 | 2005 체제정비 및 선진기법 도입기
성장기 | 2007 종합디자인전문회사로의 변신기
정착기 | 2009 사업다각화 및 디자인경영 안정기
혁신기 | 2012 글로벌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기
2014 현재 토탈 디자인 전문회사로 지속적 성장

Specialists help your success
탁월한 전략가인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의 Specialist들이 귀사의 성공을 이끌어 드립니다.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젊
은 인재들이 모인 열정 가득한 회사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시장을 꿰뚫는 분석가이므로 그 누구보다 고객이 나
아갈 길을 가장 빨리 찾아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세심하고 완벽한

The IAM communication spirit
젊고 유능한 리더들이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기획에서 최종 디자인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고객의 니즈(Needs)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등의

수상 및 인증

전문디자인과 2D, 3D툴을 사용한
크로스디자인프로젝트(Cross Design
Project), 글로벌컨설팅과 디자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커뮤니케이션의 융합을 통한 컨버젼스
디자인프로젝트(Convergence Design Project)
개발을 실현하는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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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차별성을 추구하는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트렌드가 반영된 독자
적인 신[新] 문화창조를 디자인 요소의 핵심으로, 풍부한 상상력
과 열린 시각, 교감을 중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된 디자인을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추구하는 토털 디자인 기업입니다.

IAM Communication...
Total Design Business & Consulting Specialized Company

Passion

Insight

Creative

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

혜안을 통한 통찰적 사고

논리적 접근 창의적 해결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경쟁에

명확한 문제인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어디

과학적, 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방향을 수립

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노력 없는 최고의 결과는 기대

에 있는지 꿰뚫어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수

하고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객 행복과 삶의 가치를

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해 창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며 고객의 생활문화를 창조

높이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하고 향상시키는 기업으로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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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온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소재지
사원수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윤장원
2003년 1월 23일
제품디자인 : 상품기획・제품컨설팅 / 시각디자인 : CI・BI・포장・사인물 등 / 환경디자인 : 도시계획・공공디자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1호
8명
syjw67@naver.com

www.iondesign.co.kr
Tel_051.202.3438~9 Fax_051.202.3489

2014

Design & Development

북경 건강용품 전시회

(주)아이온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제품, 시각, 환경분야의 디자인 개발, 컨설팅 및 디자인 권리화를

WHAT WOULD YOU LIKE?

2013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디자인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온 법인 설립
GOOD DESIGN 선정
중국 상해 국제 SENIOR CARE 참가
부산디자인마켓 참가 | SENDEX 참가
FDL(후쿠오카)디자인 교류사업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 전시

2012
스페인 산업단지 전시 참가
일본 후쿠오카 국제 선물 박람회
중국 상해 실버산업 박람회
스페인 산업단지 답사 | 창업신기술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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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GOOD DESIGN 선정
FDL(후쿠오카)디자인 교류사업
도쿄 헬스용품쇼 전시출품(자체브랜드 | 비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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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OOD DESIGN 선정
자체브랜드 BINATTI STICK 개발
부산 디자인마켓 출품(자체브랜드 | 비나띠, 와인스토퍼)

2009
부산시 선도기업 선정 | 미국 LA디자인 워크숍 참가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 전시 참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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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홍보탑 디자인 수상 | 특허혁신형 유망기업 선정

C""E༘ႜགྷ"C""Eඓ
ඓ

2007
중국 홍콩 닝보디자인 가정용품 전시 참가

2006
부산광역시 부산상징물 디자인 장려상 2점
GOOD DESIGN 선정

2005
부산광역시 버스정류장 표지판 디자인 수상 대상
GOOD DESIGN 선정
중국 심양 테크노마트 참가

2003
아이온 디자인 설립
KIDP 디자인벤처 | 비즈니스모델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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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브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WHAT WOULD YOU LIKE?

수상 및 인증

이향진
2003년 12월 1일(구.애드뱅크 사명변경)
광고기획&대행, 산업디자인, 편집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웹&모바일웹개발
웹프로그램개발 및 솔루션제공, 홍보컨텐츠 유지관리 진행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4번지 벽산e－센텀클래스원 2차 502호
ceo@iqv.co.kr

www.iqv.co.kr
Tel_051.626.4002 Fax_051.917.3640
2013
2011
2009
2003

경남지식재산센터 브랜드 우수사례 선정 | 부산광역시 장애인 청년연합회 감사패수상
경남 NCF CI 공모전 대상수상
성원애드피아(주) CI 공모대상수상 | 하나제약 CI 개발 공모전 대상수상
다이나믹부산 엠블렘 선정

저희 아이큐브는 새로운 사고와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고객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
하기 위한 온 ・ 오프 통합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자인 전문회사입니
다. 약 10여 년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바탕으
로 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항상 새로움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 업무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해당 프로젝
트의 성공적인 사례 결과도출을 위하여 저희 아이큐브만의 업무프로세스와 디자
인맵을 제공하며, 디자인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유동
적인 서비스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의 전반적인 기업브랜딩에서부터 각 홍보물발행, 시스템구축, 전
략제안까지 기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제안드리며, 부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기업에 맞춤 홍보컨텐츠를 구축하여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에 관련된 담당자와의 지속적이고 관심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각 담당 전문가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아이큐브는 기업과 고객이 예상하고 계획하는 마케팅전략, 비전과 자연스럽게 융
화되어 클라이언트의 사업분야에서 영향력있는 홍보마케팅 커뮤니케이션툴을 구
축하여 무엇을 개발하여야하며, 무엇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현재 디자인산업은 타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그안에서 저희 아이큐브는 진화와 변화를 즐기며 클라이언트와 고객이 원
하는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큐브와의 업무진행이 고객의 자부심으로 남
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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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RKETING SERVICE
기업의 홍보를 위한 각종 디자인 콘텐츠의 제작을 통한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인쇄홍보물, 패키지, 응용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한 통합 디자인 마케팅을 서비스하여 비즈니스의 적합성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브로슈어

패키지

응용시스템

홈페이지

BRAND CI & BI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랜드 솔루션에 기반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아이덴티티(CI)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PACKAGE DESIGN
기업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의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 및 통합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아이큐브

기업과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삼성물산_피쉬라운드

(주)유엔비_SNOW FLOWER

(주)웰더_웰란

(주)엠텍스_XCURA

내장산 복분자 와인

PRINT DESIGN
기업 및 제품의 각종 카탈로그, 브로슈어, 팜플릿, 책자 등 다양한 인쇄 홍보물을 통하여 기업 및 제품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배열하여 홍보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쇄물 디자인 개발 및 인쇄물 제작을 지원합니다.

STX

제일모직

부산주공(주)

한화L&C

WEB SERVICE / MULTI MEDIA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기본적인 웹 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등 웹 서비스 개발과 홍보 동영상, 업무 프로세스 안내영상, 교육 콘텐츠, 브랜드 모션 그래픽 등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기업홍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멀티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주)대양엔지니어링

나누리 김치

애드미럴 호텔

TASAKI KOREA

동신이엔텍 홍보영상

(주)인바이온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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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핸즈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김석칠
2003년 4월 1일
요트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품개발
설계, 디자인컨설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6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407 (우동, 인텔리움 센텀)
arthands03@naver.com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www.arthands.co.kr
Tel_051.741.8342 Fax_051.741.8344

홈페이지
연락처

2012 우수디자인 (GD)선정 /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특선
2011 우수디자인 (GD)선정 / 벤처기업확인서 / 일본 MOU체결

연혁

2013 광역권디자인 지원사업 시각,제품기업 디자인 컨설팅 (부산디자인센터)
기능성 요트복 디자인 개발 (부산디자인센터)
신상품개발디자인지원사업 투명소형보트 디자인개발 (부산디자인센터)
UI기반 배선기구 제품디자인(부산테크노파크)
2012 30ft 연료전지 알루미늄보트 제품디자인 (주)금하네이벌텍
69ft 레저보트 제품디자인개발 (주)삼원중공업
전기차 환속 충전기 제품디자인 (지식서비스산업/경남테크노파크)

WHAT WOULD YOU LIKE?

수상 및 인증

2014 NEW MODEL
New Concept Transparent Kayak

디자인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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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시장조사 및 사용성 분석

STEP 2.
부품 및 제품 실측 분석

STEP 3.
2D 드로잉

STEP 4.
3D 디자인

STEP 5.
최종 디자인 선정

STEP 6.
3D 제품설계 (PCB적용)

STEP 7.
제품설계완료

STEP 8.
3D 시제품제작 <무료서비스>

STEP 9.
최종 워킹목업

STEP 10.
제품 조립

STEP 11.
작동성 검토

STEP 12.
제품 개발 완료

I′d like this one!

산업디자인

로빈슨 | 낚시용 릴
사용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낚시릴

로빈슨 | 태클케이스
낚시용 태클케이스로서 정교하고 디테일함

한화 | 전기차충전기

코리아컴퓨터 | 미아찾기 스마트단말기

제일전기 | 배선기구

옛날 우리마을을 지켜주던 지킴이 ‘장승’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전기차충전기

‘HUG' 엄마와 아이가 껴안고 있는 형태를 모티브로한 소프트하고
감성적인 디자인

UI기반을 토대로한 배선기구 제품디자인

아트핸즈

아쿠아셀 Aquacell | 전해살균수기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 등의 식중독 근절을 위한 전해살균수 제조장치

는 진정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감성디자인과, 생산자를 위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명품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행복을 주고 생산자에게 고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창조적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인전문 기업 STA와 협력, START로 새롭게 이탈리아와 함께 합니다.

요트디자인
"WINDA" 세일링 요트

친환경 솔라 레저보트

69ft Leisure Boats

20ft 세일링 요트

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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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스 코리아
이너스는 열정과 진정성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자부하는 기업입니다
Creativity Design Frontier Consulting Leader
이너스 코리아는 1996년 설립 이후 KIDP벤처디자인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디자인 경험을 통해 우수디자인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저희 업체는 세분화된 Design Part 구

WHAT WOULD YOU LIKE?

분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Quality 높은 Design을 이끌어내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김규덕, 이규선
1996년
제품, 시각디자인
12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센텀IS타워 1013
innuskorea@naver.com

홈페이지
연락처

innus.kr
Tel_051.241.0780(시각) 051.337.0080 (제품) Fax_051.241.0709

수상 및 인증

벤처디자인 금상 | 2006 한국산업디자이너상 | 일본디자인기업 MOU협약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연혁

2013
2010
2002
201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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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INNO-BIZ 인증 | KIDP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 GOOD DESIGN 2013우수디자인 상품선정
북경 AURALAND CO,.LTD. GLOBIZ PARTNERS 협약
한국 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북경 AURALAND CO,.LTD. GLOBIZ PARTNERS 협약
벤처디자인 금상 수상 | KOSAF 한국디자인협회 회원사

I′d like this one!

열정으로
깊이를 더 하겠습니다!

크레이티브를
더 창출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더 다른 사고를 하겠습니다!

BRAND IDENTITY | 브랜드
에코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
자인경영을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으로서 총 5개월의 사업기간에 걸쳐 진행되었
습니다. 본 사업은 2012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
원사업의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부평시장어묵협동조합 BI <어묵해>

한국수제초콜릿산업협동조합 BI <TTCAO>

(주)스판코리아 BI <에콘>

(주)샤픈고트 BI <뎁스>

수바이오텍(주) BI <바다채>

이너스코리아

PACKAGE & EDITORIAL | 포장 & 편집디자인

PRODUCT DESIGN |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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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예감

ORGANIZATION 조직도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소재지
사원수
이메일

이동훈
2010년 5월
광고&브랜드 에이전시, 웹 에이전시, 온라인 마케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303호
11명
yegam2013@daum.net

홈페이지

www.ye-gam.com
Tel_051.892.0515 Fax_051.892.0525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사업부

마케팅팀

디자인팀

3D프린터 사업부

부설연구소

영업팀

옥외광고물

제작팀

LICENSE 기업인증･증명서

WHAT WOULD YOU LIKE?

ิຮၔጌ ᆖၴ ฅၨૺ࿕

부산시장 표창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부산상공회의소 우수기업인 표창

이노비즈협회 상장표창

ISO9001인증

예감상표 등록

벤처인증기업

국가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철학으로
항상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ਜ਼લၨ ຮ࿕ಀၴၨ ႖බፂຫ

ซᅧၨჭૺ࿕

ૺ༜ዀਜ਼พჭૺ࿕

ISO9001 ၨჭૺ࿕

ඈၨ๗ღ ၨჭૺ࿕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매출, 제품력, 인지도 이 모든 말은 브랜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브랜드를 적절한 매체를 통해 이미지화 시키는 전략은 더 이상 사치나 낭비
가 아닙니다. 예감 커뮤니케이션은 이유 있는 사치, 가치 있는 낭비를 추구합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 저희 예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감본사

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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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컨텐츠 연구소

옥외광고물 제작공장

출력실

I′d like this one!

BRAND
MANAGEMENT
CIP(CI, BI) 개발
브랜드 전략 기획 | 브랜드 개발 컨설팅
저희 예감은 기업의 니즈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분석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컨설팅을
추구합니다. 기업이미지 전략과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전
략수립은 물론 탁월한 창조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업이미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

PRESSWORK
AD(Art Director) | 패키지(포장) 개발
고급 리플렛·카달로그 인쇄물
전문 아트디렉터(AD)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보다 넓고 합리적이며 크리에이티브
한 결과물을 약속합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닌 고객의 마음을 캐치하는 광고!
주식회사 예감

기업과 고객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중심에 예감이 함께하겠습니다.

ADVERTISING
옥외광고물 제작 | 아크릴 가공 | 실사출력
레이저 가공 | 각종 사인물 | 실사현수막 | 익스테리어
시대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마케팅 시장에는 수많은 광고매체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한
매체 가운데 최고의 광고 효과,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남다
른 컨설팅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광고효과!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회사! 예감
이 실천하겠습니다.

3D Printer Factory

3D PRINTING

3D Printer Factory
3D Printer Factory

3D Printer Education
3D Printer Education
3D Printer Education

3D Printer Total Contents
3D Printer Total Contents

3D프린터 콘텐츠 교육 | 3D프린터 기술 R&D
Mock-up&Prototype | 하이브리드 양산상품 개발

3D Printer Total Contents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혁신기술, 3D 프린터!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의 길을
여는 100년만의 산업혁명! 저희 예감은 3D프린터 콘텐츠의 선두주자로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맞춰 관련 최신기술이 사용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D프린터 관련문의 : 070-733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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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퍼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소재지
이메일

신홍우
2005년 4월 5일
제품,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388-1번지 2층
persinc@persinc.net

홈페이지

www.persinc.net
Tel_051.583.8686 Fax_051.583.8689

연락처

2014
2013
2010
2008
2004

인 및 제품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년간 수행한
업무(해양 수송기기, 전기전자 IT기기 등)를 바탕으
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디자인 수행이 가능합니
다. 제품디자인에서 비주얼, 웹, 파워포인트, 환경

디자인 기술 혁신 대상 선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연구소 설립
GOOD DESIGN 획득(한국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중소기업 지원사업_최우수 사례선정
GOOD DESIGN 획득(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10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크리에이티브 퍼스
는 ‘Total Design’ 회사입니다.

WHAT WOULD YOU LIKE?

수상 및 인증

크리에이티브 퍼스는 2005년 창립 이래 제품디자

2013 RIB BOAT DESIGN
디자인 기술 혁신 대상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4-MINIZET BOAT DESIGN

2013 중구 부평시장 가판대 DESIGN

044

2013 전기운반차량 DESIGN

2013 PUMP DESIGN, GOODDESIGN 선정

V 8)*4-,M[QOV
8)*4-,M[QOV

I′d like this one!

8)*4-,M[QOV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사업내용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박동민
2013년 10월
제품디자인
2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부산디자인센터4F 11호
heavenend@nate.com

홈페이지

www.pable.co.kr
blog.naver.com/edwardfurl
Tel_010.9588.6566

연락처

페이블디자인

페이블 대표 / 박동민, 윤언태

수상 및 인증

2010
2009
2009
2008
2007

부산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_ 국무총리상 수상
ARM International 1st Place Winner(미국)
2008 Reddot Award 수상 3작품(독일)
Ooprint Hoilday 디자인공모전 Finalist(독일)
다단분리형 화분겸 가습기 특허출원 외 다수

페이블이 생각하는 디자인은 재미있
어야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지역의 젊은 디자이너로 2013년
부산디자인센터 1인 창조기업을 통해
본격적인 자사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현재는 페이퍼토이 및 지류 디자
인소품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자체상품인 종이로봇
변신이 가능하며 캐릭터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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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블디자인

201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동남권 디자인산업협회 SEDIA 회원
부산 벡스코 창업박람회 전시
2013 부산 후쿠오카 디자인 교류회 전시
페이블 창립
부산디자인센터 1인 창조기업 선정
2012 프리랜서 디자인 그룹 라우드웍스

크리에이티브퍼스

연혁

디자인기업 특집호

효민디앤피
SPECIALISTS HELP YOUR SUCCESS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효민디앤피,
The best communications group으로서 지금껏 만날 수 없었던 최고의 마케팅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시장을 꿰뚫는 분석가이므로 그 누구보다 고객이 나아갈 길을 가장 빨리 찾아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업계 최고의 매체력을 융화한 컨설팅 노하우까지,
시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한수흥
1986년
브랜딩, 패키지, 소식지, 브로슈어, 사보, 팜플렛, 도서, 각종 홍보물
28명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7(부전동)
printman5100@empas.com

홈페이지

www.hyomindnp.co.kr
Tel_051.807.5100 Fax_051.807.0846

WHAT WOULD YOU LIKE?

연락처

연혁

2014 효민디앤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3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4-창조문화산업-20)
2012 벤처기업 지정(제20120101387호) (전)
효민디앤피 사옥 준공
2011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시각, 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2010 부산광역시 디자인부문 선도기업 선정 (전)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2007 지식경제부 주최 Success Design 마크 획득
벤처기업 지정(제061235033-1-00267호) (전)
경영혁신기업 선정(제070201-01884호) (전)
2005 지식경제부 주최 Good Design 마크 획득
2001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출범(시각디자인)

수상 및 인증

2014 한국산업기술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증
2013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2 벤처기업 선정

효민디앤피 상호 변경
1993 효민인쇄출판사 상호변경(출판등록 : 제3-329호)
1986 효민문화사 설립

2006 지식경제부 주최 Success Design 마크 획득
2005 지식경제부 주최 Good Design 마크 획득

EDITORIAL DESIGN
에디토리얼디자인 즉, 편집디자인이라 하며 주로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입니다.
소식지, 정보지, 기업브로슈어, 에뉴얼리포트, 각종 보고서, 기관소개 및 제품카달로그로서 기관소개와 제품소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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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BEAUTY IS THE DESIGN OF EFFICIENCY
그래픽, 편집, 커뮤니케이션, 제품디자인, 국가사업까지 효민디앤피의 각각의 사업부는 방법론부터 결과물까지 모든 것이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와 광고주의 온전한 소통, 보다 밀도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조하는 마케팅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PACKAGE DESIGN
패키지디자인, 즉 포장디자인이라 하며 소비자에게 가장 호소력이 강한 디자인으로서 기관과 제품의 전략에 알맞은 디자인을 제시합니다.
각 지기구조의 특성과 차별성을 잘 활용하여 디자인되며 시장에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브랜드디자인, 즉 그래픽디자인이라 하며 기관과 제품의 얼굴을 소비자에게 일관된 이미지로 투영시켜나가는 디자인입니다.
분석과 전략을 통해 귀사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미지로 수립합니다.

효민디앤피

BRAND DESIGN

디자인기업 특집호

포엠커뮤니케이션

WHAT WOULD YOU LIKE?

Design & Printing
대표
회사설립일
주요분야

사원수
소재지
이메일
홈페이지
연락처

김경환
2010년 4월 6일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전문 디자인, 제작
기관·기업·상업·일반 홍보물 디자인, 제작
CI & BI 및 패키지 개발, 제작
3명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26 가람빌딩 501호(가람아트홀)
4mc_s@naver.com(고객지원) / 4mc_d@naver.com(디자인)

4mcom.co.kr
Tel_051.731.1884 Fax_051.731.1885

인증현황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여자대학 산학협력 MOU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디자인 전문회사
부산디자인센터 동남권 디자인 전문회사
문화회관 및 예술단(팀), 솔리스트 외 아티스트 협력업체

연혁

2014
2013
2012
2010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부산디자인센터 동남권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여자대학 산학협력 MOU체결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전문 디자인 서비스 시작
광고기획 한스 창립 | 4M커뮤니케이션 상호변경

디자인 전문회사 4M 커뮤니케이션의 사훈은 '초심과 신뢰의 마음으로, 노력과 발전의 열정으로, 자율과 책임의 행동으로'입니다.
저희는 당사를 찾는 모든 고객들께 친절함을 근본에 두고, 모든 임직원들이 자율 책임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 한분 한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언제나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래 편안한 디자인과 고객 서비스, 그리고 최상의 결과물로 오늘의 이익보다 오늘 고객님들께 더 필요한 일을 합니다.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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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 i ke t hi s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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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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