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CREDENTIAL

CHANGE OF THINKING POWER

CREATIVE DESIGN GROUP 

D′PARTNERS

Every one of us has a dream. Every one of us has a story of success. 

It is the success and dream that create the glory of your life’s story.

At D′PARTNERS, we help your  dreams come true. 

As we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in your life.

Success and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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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ready for Success?

We will show you 
the money &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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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내일의 인연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클라이언트의 성공과 디자인 자아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여 선 하나, 면 하

나, 점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점선면의 물리적, 시각적 이면에 디자인으

로서의 생명과 이야기가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인

연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열정과 고집, 애정과 사랑. 아마추어적 상상과 실무

적 프로의식. 모순되기도 하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가치들이 모여 디

파트너스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와 전략, 시대를 꿰뚫어 세대 전반에 공

감을 이끌어낼 줄 아는 지혜와 경험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마냥 새로운 것만이 

추구하는 일방통행의 크리에이티브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양방향 

크리에이티브. 대화와 소통으로 언제나 깨어 있는 회사, 생각이 젊은 디자인 회사

입니다.

습관.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에게 매너리즘이란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우리

는 늘 디자인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 예술, 과학, 철학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아이디어 의 융합과 생산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감

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디파트너스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

다. 정형화된 사무공간을 벗어나 자유도 높은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는 오피스 디

자인 브랜드 상품 ‘디프리’, 공예와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시킨 생활디자인 상품 

탁주잔 ‘가무’를 출시하며 2018년도 아나로그감성브랜드 씀을 개발하여 해마다 

다양한 다이어리 & 플래너 상품들을 출시하여 확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것을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의 답을 찾는 디파트너스, 이것이 무

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젖히는 디파트너스만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합니다. “젊

은 열정, 느낌이 다른 크리에이티브, 마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새로운 세

상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디파트너스는 내일의 인연을 디자인합니다. 

Your Design Partner 

디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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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Power

이제 당신은 貴人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행운을 주고, 위기와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 동양철학에서는 이런 사

람을 貴人이라 부릅니다. 인생에 귀인이 필요하듯, 사업에도 귀인이 필요합니다. 디파트너스를 만나는 순간, 성공과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Who?

경영관리부

CEO

디자인
기획

디자인
제작

디자인
부설연구소

디자인
협동조합
씀

시각, 포장, 공예&문화컨텐츠 

디자인연구용역 및 개발

컨설팅

디자인&광고 기획

디자인&광고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조사, 분석, 보고

디자인 컨설팅 및 자문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네임개발

디자인, 편집

신문, 전단, 잡지광고

브로슈어, 카다로그, 정보지

사보, 정기간행물, 기업홍보물 등

브랜드(CI,BI,UI,EI)

패키지

사인물  외

감성브랜드 ‘씀’제품 기획, 디자인 및 개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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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젊은 열정을 가진 젊은 회사입니다. 디파트너스는 젊은회사입니다. 사람들도 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젊음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크리에이티

브 아이디어와 전략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의 젊음을 의미합니다. 젊기 때문에 더 신선한 상상력, 더 튀는 표현전략을  쏟아내어 ‘싸우지 않

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파트너스의 젊은 열정을 통해 느낌이 다른 크리에이티브, 느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나실 수 있

습니다

Who?

2009

2010

2012

2011

(주)리앤파트너스 법인 설립  9月

6月 비디오물 제작업 등록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3月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 인쇄사 신고 필증 취득      

 조달청 공개입찰 자격 등록     

7月 리앤파트너스 상표 등록(41-0235352호)
12月 광주광역시장 표창패 수상(2013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부분)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원사 등록 

2013

2015

2014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산학협력사(KITCS / FTRA) 등록  1月
출판사 신고 필증 취득  /  목원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원사 등록  2月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필증 취득(인쇄, 광고물)  4月

1月 (주)디파트너스 신설법인설립
2月 출판사 신고확인증(제 360-2014-000003 호)
 인쇄사 신고 필증 (제 2014-000001 호)

4月 조달청 공개입찰 자격 등록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상호변경 등록

 (제 04622 호- 시각, 포장, 제품)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원사 등록

 디프리 쇼핑몰 구축 / 10*10, 바보사랑, 1300k ‘디프리’ 입점  

5月 통신판매업 신고증 취득(제 360-2014-000003 호)
6月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가족회원사 등록
7月 디자인등록증 [사무용품 걸이용 고정구] 제 30-0754171 호
 디자인등록증 [사무용품 걸이용 프레임] 제 30-0754172 호

8月 서울경제TV ‘7회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방송[경제이슈편_디프리] 
10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원사 등록
 광주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 협약

12月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추진위원회
 디자인분과 위원위촉

 광주디자인센터 

  2014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광주대학교  강소기업맟춤형디자인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 협약   1月
 상표등록증 [디프리] 제 40-1082591 호       

KT&G 상상마당  ‘디프리’ 입점  1月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인정서 취득(제 2015111368 호)  3月
특허증 [파티션용 물품 거치보드](제 10-1578196 호) 12月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원사 등록         

2016 4月  목포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호남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기업 등록

5月 벤처기업 확인서 (제 20160105412 호)
6月 탁주잔 ‘가무’ 상표등록증(제 40-1186749 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사 및 산학협력협의체 협약

12月 광주디자인센터 2016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
 잇어워드 2016 생활상품디자인부문 탁주잔 ‘가무’ 우수작품상 선정 수상

2017광주디자인센터 2016 서남권디자인거점 활성화사업성과우수기업 선정   5月
디자인감성 브랜드 ‘씀’ 개발 및 상품출시   9月

돌려서 씀, 꿈으로 씀 디자인 출원  11月

2018 10月 2019년형 씀 개발 및 상품출시
12月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변경(시각, 포장, 제품)

11月 2021년형 주간플래너 상품개발출시

2019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취득 3月
디자인협동조합 씀 법인 설립(7개사) 5月

2020년 형 씀 개발 및 상출출시(12종) 9~12月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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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인쇄사 신고필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통신판매 신고증 디자인연구소 인정서 산업디자인 신고확인증(한국디자인진흥원)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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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특허증

2013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시각부분)

2016 제5회 잇어워드
생활상품디자인부문 우수작품상 수상

특허증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증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원증

2016 제5회 잇어워드 생활상품디자인부문 우수작품상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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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lients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의 미션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일도, 스스로를 옭

아매어 규정짓는 일도 않겠습니다. 디파트너스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파트너스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

입니다.

What?

establish a cooperative

All for One, One for AllStrong Network
강력한 네트워킹으로 승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전국 5개지회 300여개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 회원사들 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등 파워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있으며,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인쇄사, 포장제작사, 금형회사, 사인물 시공사,

수입 & 국내 지류사, 브랜드컨설팅, 일러스트 작가, 특허법률사무소 등) 및 각 분야별(마케팅, 디자인, 기획)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네트워크는 디파트너스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업무제휴 및 산•학•연을 통해 구축된 막강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의 성공비즈니스을 위해 

철저한 마케팅 분석, 효과적인 시스템, 완벽한 팀웍으로 진정한 서비스를 이루어내는 막강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디자인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디자인연구소 두다, 10홈피, 나무와달, 브랜드사인언, 디플라이 디파트너스 6개 디자인기업들이 모인 

디자인협동조합 씀은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조합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확대인를 도모하고 더불어

국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Cooperative

Best in Network,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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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최고의 파트너가 있어  최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합니다. 디파트너스는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위해 남다른 접근방법과 강력한 네트워크로 각 분야 

최고 수준의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 들만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파트너스는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탁월한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발휘하여 클라이언트의 성공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Why?

Your Success
is our Mission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광역시

담양군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남대학교병원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단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동신병원

나주동신대학교 한병원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사)ICT플랫폼학회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주)살루스

삼진제약(주)

(주)벤텍프런티어

농업회사법인 산들해(주)

에스에이치엔코

숲속방앗간

파머스링크협동조합

(주)페이스그래픽

디자인협동조합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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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어디든 당신이 필요하는 디자인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면 어디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 구석구석,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곳

에서 파트너스의 광고전략과 기획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문디자이너로 구성된 디자인이 강한 디파트너스의 크리에이티브는 계속됩니다. 

Wherever?

개발 및 컨설팅 

브랜드 네이밍 개발 및 브랜딩 컨설팅(상표•디자인 출원), 

공예&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인쇄•제작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신문광고디자인, 일반광고디자인, 

기업홍보물 디자인(브로슈어, 카다로그, 소식지, 정보지, 매거진, DM, 사보,리플

렛 등), 

브랜드디자인(CI, BI) 및 매뉴얼시스템 등 

각종 인쇄광고 디자인  인쇄•제작

사인물 디자인•제작

기관, 학교, 기업 등 시설물 실・내외 SIGN 디자인 제작 및 시공

제품 디자인•제작

‘씀’ 문구, 오피스, 리빙 제품 등

12



Result

지금 디파트너스와 만나십시오. 이제 막 2번째 디자인 크리에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긴 마라톤 대열에서  다시 첫발을 뗀 만큼,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

득 차 있습니다.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쳐 스타트 라인에 섰지만, 기대와 호기심, 처음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디파트너스의  젋은 열정을 통해 느

낌이 다른 크리에이티브, 느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속도가 더 붙고 서서히 열이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더 신선한 상상력, 더 튀는 표현전략을 쏟아내는 디파트너스, 지금 바로 만나십시오

When?

2009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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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rtners Creative story

           Actual Results of Achievement_ 

2021~
전남대병원_ 스마트 CTMS 가이드 북 제작 중

광주테크노파크_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주력산업 

고용안정을 의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PPT 디자인 개발 중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학회 논문지 Vol.22- 1호 제작 중

한국고용정책연구원_ CI 디자인 개발 중

살루스_  디스커버리 마스크 패키지 디자인 개발 중 

2020-
LX한국국토정보공사_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 포스터 디자인 개발

LX한국국토정보공사_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 리플렛 제작(스페인, 러시아어)

한국디자인진흥원_ 2020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브랜드개발

- 파머스링크협동조합(푸르탐 네이밍, BI개발, 매뉴얼시스템 개발)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_ 2020 수출상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농업회사법인 산들해(주)(모이고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

살루스_  살루스 CI디자인, 마스크 패키지 디자인 개발

살루스_  제로코코 BI디자인, 마스크 패키지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진흥원_ 광주주먹밥 브랜딩 지원사업 광주주먹밥 레시피북 제작

(재)광주디자인진흥원_ 2020년도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구축 디자인전문회사 역량제고 지원(컨소지업 제품 라인업)- 지역정보안내를 위한

프로토타입 맨홀커버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진흥원_ 주력산업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브랜드 확산지원 광주기업 홍보책자 제작

(재)광주디자인진흥원_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지역 예선대회 포스터 디자인 제작

(재)광주디자인진흥원_ 광주디자인센터 수제공방육성산업 공용쇼핑백 제작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46호, 47호, 48호 소식지 제작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공진당 리플렛 제작

담양군청_ 2020 담양군 맞춤형 공예품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청_ 상생과동반성장을 위한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 PPT디자인

광주광역시청_ 광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홍보 책자(국,영,중) 제작

광주광역시청_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에너지산업투자유치  PPT디자인(영문, 중문, 일문)

광주광역시청_  코로나19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홍보 관련 홍보판넬 디자인 및 제작

광주광역시청_  공공일자리 모집 광고 외 다수 5단 신문광고 디자인개발

광주광역시청_  2019 광주광역시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우수사업 발표자료  PPT디자인

에스에이치엔코_ 에스에이치엔코CI, 퀸톡스 BI, 패키지 및  홍보물 제작

광주테크노파크_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9년도 광주광역시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보고서 편집디자인개발

광주테크노파크_ 2019 광주광역시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보고서

광주테크노파크_ 카달로그 제작(국문, 영문)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_  2020년도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최종평가보고 PPT발표 디자인편집

숲속방앗간_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디자인협동조합 씀_ 2021 주간플래너 디자인 개발

태하 주식회사_ _ 2021 주간플래너 디자인 개발

태영테크_ CI 디자인 개발

교육사회적 기업_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

청정산업개발_ CI 디자인 개발

(주)테영테크_ BI 디자인 개발

국제골프_ CI 디자인 개발

(주)청정산업개발_ CI 디자인 개발

2019-
(사)한국정보처리학회_ 2019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홍보물 제작

(사)한국플랫폼학회_ PlatCon2019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제작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학회 논문지 Vol.20- 1~12호 제작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2019학술대회 포스터 및 홍모물 제작

상공회의소_ 광주광역시 2019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PPT디자인

광주디자인센터_ 코리아디자인멘버쉽 홍보 카달로그 제작

디자인연구소 두다_ CI 디자인개발 

토광미르채_ 미르채 리버파크 토탈 분양 홍보물 제작 및 대행

(주)라드플러스_ 왁스블럭 패키지 제작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 43~45호 제작

LX한국국토정보공사_ 홍보 리플렛(국, 영문) 제작

강진군청_ 강진만노을장 리플렛 제작

(주)삼진제약_ 향남공장 신축건물 사인물 디자인 및 시공

광주디자인센터_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홍모물 제작

-제18회 광주FINA 세계선수권대회 기념전  포스터 외 홍모물 및 전시공간 시공

-국제포스터전 전시도록 및  전시공간물 디자인 및 시공

-한반도평화통일국기디자인전 포스터 외 홍모물 및 전시공간물 디자인 및 시공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5관 ‘광주의 맛’ 부스 디자인

담양군청_담양 공예인 문화상품디자인 개발프로젝트 운영 및 BI, 패키지 개발

죽향골여름지기_ CI, BI, 패키지, 리플렛 외 제작 

상공회의소_ 일자리창출 버스광고 및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나주 동신대학교한방병원 개원 카달로그 제작

광주가정법원_ 광주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동심’ 사례집 제작

디자인협동조합 씀_ 2020 씀 상품 기획 및 상품개발(12종)

깍궁맘마_ 리플렛 제작

(주)벤텍프런티어_ 전시 판넬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식품포장디자인 연구보고서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1인창조기업 성과 홍보물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2018북구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북 제작

2018-
(사)한국정보처리학회_ 2018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한국플랫폼학회_ PlatCon2018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디자인 개발

광주여자대학교_  홍보 리플렛 디자인 개발

LX한국국토정보공사_ 

2018 카달로그(국, 영문, 스페인어) 및 리플렛 리뉴얼디자인, 

해외전시 부스판넬, 포스터 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광주산업화프로젝트 성과홍보 책자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2017 서남권 디자인거점 활성화사업

 ‘해농식품’ 수출용 김 브랜드, 캐릭터 및 패키지 디자인개발

주식회사 티디엘_ 제품 샘플 북 디자인 개발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학회 논문지 Vol.19- 1~6호 디자인 개발 및 

학술대회 홍보물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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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 40~42호 디자인 개발

2018 감성브랜드 씀 다이어리 6종 개발 및 기업 플래너 디자인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2018북구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북 디자인개발

강진군청_ 강진만노을장 브랜드디자인, 캐릭터 외 홍보물 개발

청년유통지원협동조합_ 브랜드디자인, 카달로그, 매뉴얼시스템 개발

(주)뜨레찬_ 김치류 포장패키지 개발

토광미르채_ 첨단미르채프라자 오피스텔 분양홍보물 개발

(주)삼진제약_ 웰타민 시리즈 패키지 3종 디자인개발

광주대학교_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졸업작품 도어록, 포스터 외 디자인개발

광주시청, 상공회의소_ 일자리창출 보고서 PPT 디자인개발

상공회의소_  지역산업일자리, 광주시일자리 홍보 책자 디자인개발

김보현_ 더블어민주당 서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디자인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광주광역시 우수공예문화상품 지정제도 지정 공예품 책자 디자인개발

깍궁맘마_ 홍보물 디자인개발

(주)라드플러스_ 치아블럭 패키지 디자인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소상공인인쇄센터 ‘인쇄인광주’ 매거진 디자인개발

(주)해농식품_ CI디자인, 카달로그 디자인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식품포장디자인 연구보고서 디자인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1인창조기업 성과 홍보물 디자인개발

토모다찌 브랜드디자인 개발

후쿠로 모소바 브랜드디자인 개발

전통공예품 6개기업 상품 브랜드 & 패키지디자인 개발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 3개기업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개발

2017-
전남지식재산센터_ 2016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맞춤형 디자인개발 : 순천역전시장 디자인 개발   /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디자인컨설팅 

완도5일시장 브랜드, 사인물외 디자인 개발 & 

함평5일시장 네이밍, 브랜드, 사인물 외 디자인개발

(사)한국정보처리학회_국제컨퍼런스(방콕) 홍보물 디자인 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_ 윤리경영 가이드 북 디자인 개발

전자부품연구원_ 시각디자인  (주)티피에스코리아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_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가이드 북 디자인 개발 

(사)한국플랫폼학회_ PlatCon2017 국제컨퍼런스(부산)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한국정보처리학회_2017년 국제컨퍼런스(제주, 서울 외 )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학회 논문지 Vol.18 1~8호 디자인개발, 

학술대회 홍보물 디자인 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_ 윤리경영 가이드북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_ 2017창업지원사업 가이드북 디자인개발

창업진흥원_ 1)창업기업제품 통합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포스터 /  

2)2017롯데마트 연계 한류상품 특별전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 

3)창업기업 제품 고객평가단 모집안내 포스터 3종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2017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기업모집 포스터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2017년도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홍보 포스트 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2016 서남권 디자인거점 활성화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주)비비엔다 브랜드개발, 패키지디자인 개발

(주)디케이문교_ 제품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_ 보유장비 활용안내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 37~39호 디자인 개발

광주남구관광청_ 17년 홍보물 디자인 개발,  제1회 국제재즈스티벌 홍보물 디자인개발 

조선이공대학교_ 평생교육원 수강갱 모집요강 디자인 개발

토광미르채_ 첨단토광 미르채프라자 상가 분양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광주김치명품화사업단_ 통합 패키지 디자인 제작

(주)10억홈피_ 시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씀’

전남대학교_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홍보 브로슈어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비R&D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주)벤텍프런티어 에어루션 패키지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핸드메이드페어 리플렛 디자인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2017북구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북 디자인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2017 광주수제공방육성사업「광주스타상품 패키지

(지류, 목재 소재) 설계 및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주간플래너 ‘씀’ 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스팟, 에코백 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주간플래너 ‘씀’ 디자인 제작

광주디자인센터_ 취.창업육성사업 전시 홍보물 디자인제작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_ 지류를 활용한 디자인상품  “씀” 4종 개발

담양도립대학교_ 담양군 종합취업지원센터 주간플래너 ‘씀’ 디자인 개발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_ 주간플래너, 에코백 ‘씀’ 디자인 개발

(주)이드엠_ (주)나눔테크 하트플러스 & 레드큐 4개국어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광주남구관광청_ 17년 마을아카데미 성과북 디자인 개발

2016-
(주)벤텍프런티어_ 에어큐어 3, 7, 9 홍보물 디자인 개발

(재)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_ 사업화프로젝트디자인지원사업 :

디플즈 패키지디자인, 사용설명서 디자인 개발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 34~36호 디자인 개발

(재)광주복지재단_ 효령타운 오손도손체험마을 BI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6광주수제공방육성사업 [공예상품 블랙위크] 홍보물 디자인 제작 

(사)광주김치명품화사업단_ ‘김치광’ 통합형 패키지 세트 디자인 개발

(사)한국정보처리학회_ 베이징, 제주, 필리핀 외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한국플랫폼학회_ PlatCon2016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디자인 개발

(주)라드플러스_ 치야형태조각 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손에서 꽃피는 빛고을 프리마켓 홍보물 디자인 개발

전자부품연구원_ 시각포장 디자인  (주)벤텍프런티어(에어큐어7)패키지디자인 개발

소상공인진흥공단_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팅지원사업  : (주)뜨레찬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개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 전통식품경쟁력강화지원(상품개발)사업  : (주)정록원

브랜드 디자인 및 홍보물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청_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주)뜨레찬 패키지, 홍보물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6 북구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 정원기산 치과용 스케일러 

패키지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창업도약, 창업맞춤형 패키지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신문광고)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2016년도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신문광고)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모아모아 대국민 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신문광고)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2016창업기업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참여기업모집 포스터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2016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신문광고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창업기업 제품 고객평가단 홍보물 디자인 개발

창업진흥원_ 창업기업데스밸리극복지원 2017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신문광고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6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비R&D) : 

(주)벤텍프런티어 에어큐어 4 패키지디자인 개발

광주남구관광청_ 2017 올해의 관광도시 광주남구 통합 홍보물 디자인 개발

광주남구관광청_ 마을아카데미, 상설공연, 광주10% 방문 홍보물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_ K-Startup 홍보리플렛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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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디자인센터_ 플랜디 카다로그 디자인개발 및 홈페이지 리뉴얼 개발

광주광역시청_ 문화예술진흥과 쇼핑백 디자인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6 북구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성과집 디자인 개발

마이크로엔엑스_ ELEC ez 브랜디 디자인 및 메뉴얼시스템 개발

토광건설_ 장흥 미르채 분양 홍보물 디자인 개발

페이스그래픽_ 토네이도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디자인, 메뉴얼시스템 개발

2015-
수다협동조합_ CI, 매뉴얼시스템, 리플렛 디자인 개발

전자부품연구원_ 스마트가전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 : 

(주)혜인시티_ 패키지 디자인 개발

한국광산업진흥회_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 LED 및 광의료기기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주)우리로_ CI, 매뉴얼시스템 디자인 개발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_ 스마트가전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 :

(주)바른앱_ 패키지 디자인 개발

전남대학교 RIS사업단_ 해외용 기업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과학기술원_ 각 학과 인포그래픽 디자인 제작

(재)광주디자인센터_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지역전통상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 

성과도어록 디자인 제작

(재)광주디자인센터_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지역전통상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빛고을김치_ 패키지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지역전통상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 

탁주잔 개발, 패키지, 네이밍, BI 디자인 개발

(재)광주테크노파크_ 지역융복합디자인상품개발 : 

전통시장 포장 및 매뉴얼시스템 가이드 북 디자인 개발

(재)광주테크노파크_ 지역융복합디자인상품개발 : 광주김치축제 기념품 디자인  개발

(재)광주테크노파크_ 맞춤형지원사업 : 

(주)10억홈피_ CI, 매뉴얼시스템, 카다로그 외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4 북구청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 

(주)벤텍프런티어_ 네이밍, BI, 패키지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마케팅지원을 위한 국,영문 홈페이지 및 홍보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재)광주복지재단_ 홈페이지, CI, 매뉴얼시스템 디자인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_ 각학과 현황판 디자인 개발

쌍교숯불갈비_  매뉴북, 사인물 디자인  개발

해맑은팜 : 패키지 개발

(사)광주김치명품화사업단 : 선물용, 용기, 파우지 외 패키지 디자인 개발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 31, 32, 33호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초기인지 홍보물(밀라노) 디자인 개발

(사)한국항행학회_ 국토교통부 CNS Today 5, 6, 7, 8, 9호 디자인  개발

동신대학교_ 소식지 71호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5 서남권포장패키지지원사업 :

(주)오션스타_ BI, 패키지,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

튜브웨딩쇼핑타운_ 홍보물 디자인 2차 개발

광주광역시청_ 시민소통 브랜드 개발

광주광역시청_ 빛여울수 브랜드 리뉴얼 및 라벨 개발 

광주광역시청_ 식당 환경개선 그래픽 디자인 개발

튜브웨딩쇼핑타운_ 홍보물 디자인 1차 개발

동신대학교_ 블로그기자단 포스터 디자인 제작 

나주화탑영농조합법인_ 브랜드네이밍, BI, 포장, 체험매뉴얼북 디자인 개발

금탑공인중개소_ 운남동 운방아이유쉘 상가분양 홍보물 개발

25시 & 이륙대리운전_ CI, SNS 이미지 디자인 개발

(사)한국항행학회_ 국토교통부 CNS Today 4호 디자인 제작 및 바인더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_ 엽서형 홍보물 다수 디자인 개발

동신대학교_ 플랜노트 디자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4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성과물 전시 판넬, 카달로그 개발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미국라스베가스, 베트남, 제주, 쿠바 외 다수  

컨퍼런스 홍보물 디자인  개발

(사)한국플랫폼학회_ PlatCon2015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디자인 개발

세종GM_ 금연캠페인 공공시설 부착용 사인물 디자인 개발

(주)삼진제약_ 향남공장 셀파실험실 사인물 디자인  개발

경코스메틱_ CI 디자인 개발

2014-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_ 소소카달로그, 쇼핑백 디자인 제작

광주시청_ 시청내 직원식당 환경개선사업 색채디자인 개발 및 시공감리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4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 

-뜨레찬_ BI개발, 포장패키지, 카달로그 개발

동신대학교_ 소식지 70호 디자인 제작

동신대학교한방병원_ 소식지지 30호 디자인 제작 

융합산업연합회_ CI,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대전산림청_ PPT 플랫폼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_ 엽서형 홍보물 디자인 제작

구리함소아한의원_ 전단 디자인 제작 

(주)삼진제약_ 향남공장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

ESN생명과학_ 카달로그 디자인 제작

(사)한국항행학회_ 국토부 매거진 창간호, 2~3호 디자인 제작

(주)케이웍스_ ‘놀방’ 포스터, 리플렛 외 홍보물 디자인 제작

(주)벤텍프런티어_ 제품 4종 BI 디자인 및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작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4 북구청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 

-담백원영농조합법인_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토광건설_ 함평토광미르채 2차 분양홍보물 제작

(주)유니온119_  CI 개발

서구청_ PPT 플랫폼 디자인 제작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4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 

-가란타코리아_ 홈페이지, CI개발, 카달로그 개발

-주일환경기술_ 네이밍, CI개발, 카달로그 개발

-ENS생명과학_ CI, BI 개발, 카달로그, 포장패키지 개발

동신대학교_ 입학안내 홍보물(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제작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EMC 2014(체코), UCAWSN 2014 / CITS 2014(제주)

ACSA 2014, MUE 2014/FutureTech2014(중국), CSA 2014(괌),

AMC 2014(제주)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디자인 제작

동신대학교_  2014년 69호 소식지 제작 / 감사나무 메모지 제작

(주)페이스그래픽_ ‘유밴드’ 제품 패키지 및 BI개발

심리상담센터 아르코_ CI 개발

ENS생명과학_ 제품3종 패키지, 카다로그 외 디자인

(주)토광건설_ 함평토광미르채플러스 오피스텔 분양홍보물 제작

광기술원_ PPT 플랫폼 디자인 개발

광주디자인센터_ 광주 디자인산업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이이디어 상품화 시제품 양산지원 사업 선정 ‘디프리’ 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 

전남도립대학교_담양군 로컬푸드 스마트샵 인력양성사업 포스터 디자인 제작

(주)에이치비광통신_ 제품카다로그 제작

동신대학교_ 감사나무 메모지 디자인 무제작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AIM2014 / ACS2014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제작

(사)플랫폼학회_ PlatCon2014 국제컨퍼런스(제주)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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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환경기술_ 잡지광고 디자인 제작

(주)옥과한우촌 메뉴북 디자이 제작

채명신헤어박스_ 3개점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Lee&Partners  Creative story 
Actual Results of Achievement_ 

2013-
서구청_ 서구민 한가족되기, 2번째 이야기 ‘서구사랑희망나눔’ 소식지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_ 타운수기집 편집 및 발간

(주)SGA 홀딩스_ 튜브웨딩타운 CI 개발 

(주)티에프티_ CI개발

(주)오티앤티_ 제품 패키지 3종 디자인 개발 

헤어바이반룬하우트_ 오픈 홍보물 제작

(주)CHF_ 카다로그 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광주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 지역산업체 실용화사업_

 “(주)쿠보텍- 컬러링 리퀴드”디자인지원개발 용역(패기지디자인, 카다로그) 디자인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3 광주디자인센터 중소.약소 기업실용화 디자인지원사업

성과전시회 판넬 및 사인물 디자인제작 및 집행

(재)광주디자인센터_ 2013 광주디자인센터 중소기업실용화 디자인지원사업 : 

- 베비에르과자점_BI, 매뉴얼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 (주)삼산기공_ CI, 매뉴얼개발, 

- (주)민속촌- 네이밍, CI, 매뉴얼개발

(재)광주디자인센터_광주 디자인산업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 아이디어 상품화 기획 지원 사업 선정 제품‘디프리’개발

(주)자은주민바람발전소, (주)자은풍력발전, (주)ARE, (주)아이올로스 개열사 CI개발

동신대학교 2013 68호 소식지 제작

(재)제주테크노파크_ 2013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_ 

제주한라병원:호텔더위 CI개발 및 매뉴얼제작

(주)반석건설_ CI개발

광주컨트리클럽_ CI개발 및 매뉴얼제작, 사인홍보물 제작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_ 호남권 라이프케어산업 디렉토리북 제작

(주)쿠보텍_ 인플란트 제품 카다로그, CI니뉴얼개발, 

 - 버블쿠:캐릭터개발, 포장패키지, 리플렛, 티클리나렛:리플렛(국문, 중문), 

 - 지르몬:패키지, 본쿠:패키지, 교합기외 기타홍보물 제작 / 

(주)거룡개발_ CI개발 

(주)민속촌,무진주_ 13년도 사인, 인쇄물 제작

전남도립대학교_ 2013고용노동부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포스터 외 

홍보물 제작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2013AIM, 2013MUE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주)중흥건설_ 나주혁신도시 소형아파트 메가티움 분양홍보물 제작

레이엔텍_ 의료기기제품 리플렛 제작 및 매뉴얼기판 디자인

롯데하이마트_ 광주전남 옥외광고물 제작시공(13년도 지정협력업체선정)

(재)전남생물산업진흥제단_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라이프케어산업 

참여기업 디렉토리북 및 카다로그 제작

(주)케이지산업개발_ 군산레지던스힐 분양홍보물 제작

(주)에이치라인_ 제품카다로그 디자인

(주)하이마트_ 2013년도 광주전남 옥외홍보물 디자인 제작 시공 및 진행중

(주)민속촌, 무진주_ 2013년도 디자인관련 통합홍보물 진행중

(주)나정상회_ 2013년도 디자인관련 통합홍보물 진행중

서구청_ 2013서구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프로젝트 포스터외 홍보물 디자인 제작

전남도립대학_ 2013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포스터외 제작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FTRA국제컨퍼런스 홍보물

(광주/제주/서울2회/벤쿠버)제작

지효물산_ 프랜차이즈 “It’s Coffee Box” CI개발, 상표출원 및 외부 사인물 디자인 제작

(주)스마트인포텍_ 홍보동영상 및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어룡신협 / 우산신협_ 전단 및 홍보물 제작

중흥건설_ 효천2지구 계약서외 서식류, 세종시 마감재리스트 카다로그 제작

중흥건설_ 하남2지구, 김해진영, 우산동 기타지역 계약서외 서식류 및 판촉물 제작

광주컨트리클럽 CI 및 매뉴얼시스텥, 클럽하우스 사인물 디자인제작 시공

삼진제약(주)_ 서울본사, 오송공장, 향남공장 항공촬영 및 내외부 스틸촬영

삼진제약(주)_ 오송공장 스텐드사인물 제작 

(주)쿠보텍_ 티클리나 리플렛(영문), 본쿠 패키지, RP리플렛 제작

(주)쿠보텍_ 버블쿠 캐릭터 개발 및 스텐드 POP, 패키지, 라벨, 리플릿 디자인 제작

(주)쿠보텍_ 지르몬/본쿡 패키지 및 라벨디자인 제작 

(주)쿠보텍_ 쿠인플란트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구리 함소아한의원_ 오픈관련 홍보물 제작

ES건설_ 강진아뜨리움 아파트 분양홍보물 제작

레이엔텍_ 의료기 리플렛 및 기판 매뉴얼 디지인 개발

케이지산업개발_ 군산레지던스힐 분양홍보물 제작

민속촌, 무진주_ 2013년도 디자인관련 통합홍보물 제작

나정상회_ 2013년도 디자인관련 통합홍보물 제작

서구청_ 2013서구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프로젝트 포스터외 홍보물 디자인 제작

전남도립대학_ 2013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포스터외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FTRA국제컨퍼런스 홍보물(광주/제주/서울2회/벤쿠버)제작

지효물산_ 프랜차이즈 “It’s Coffee Box” CI개발 및 외부 사인물 디자인 제작

스마트인포텍_ 홍보동영상 및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어룡신협 / 우산신협_ 전단 및 홍보물 제작

중흥건설_ 효천2지구 계약서외 서식류, 세종시 마감재리스트 카다로그 제작

중흥건설_ 하남2지구, 김해진영, 우산동 기타지역 계약서외 서식류 및 판촉물 제작

광주컨트리클럽 CI 및 매뉴얼시스텥, 클럽하우스 사인물 디자인제작 시공

삼진제약(주)_ 서울본사, 오송공장, 향남공장 항공촬영 및 내외부 스틸촬영

삼진제약(주)_ 오송공장 스텐드사인물 제작 

(주)쿠보텍_ 티클리나 리플렛(영문), 본쿠 패키지, RP리플렛 제작

(주)쿠보텍_ 버블쿠 캐릭터 개발 및 스텐드 POP, 패키지, 라벨, 리플릿 디자인 제작

(주)쿠보텍_ 지르몬/본쿡 패키지 및 라벨디자인 제작 

(주)쿠보텍_ 쿠인플란트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구리 함소아한의원_ 오픈관련 홍보물 제작

ES건설_ 강진아뜨리움 아파트 분양홍보물 제작

레이엔텍_ 의료기 리플렛 및 기판 매뉴얼 디지인 개발

2012-
(주)쿠보텍_ 제품런칭쇼 광고인쇄물 디자인 제작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_ 산학협력교류의 날 포스터 외 홍보물 디자인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FTRA2012 제주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광주여자대학교_ 2012 실내디자인학과 리플렛 제작

(주)고운하이플러스_ 화정동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분양홍보물(인쇄, 공중파외)  제작

(재)광주TP_ 지식서비스산업지워사업-(주)쿠보텍  티클리나 BI 및 포장패키지 제작

민속촌 수완점_ 전단, 메뉴북, 빌지 외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FTRA2012 광주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FTRA2012 캐나다 벤쿠버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아이코사인_ 입체주기율표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작

하이마트_ 2012년도 하반기 광주전남 옥외홍보물 디자인 제작 시공

(주)나정상회_ 메뉴북 외 인쇄물 디자인 제작

(주)삼영산업_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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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_ 서울코액스 식품대전 전시홍보물 디자인 제작

광주신세계백화점_ 홍보관 전기기획 디자인 및 제작시공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하계학술대회 ITCON-2012, AIM 2012국제 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재)전남지식재산센터_제2회 전남도민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제작

전남도립대학교_ 사무관리,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관리사 포스터 제작

(주)토광건설_ 토광미르채 BI개발

밝은얼굴피부과_ 홍보리플렛 제작

(합)성화종합건설_ 해남성화누리안 분양홍보물 토탈 제작

                             M/H 사인물, 와이드칼라 디자인 제작 시공 

(주)쿠보텍_ 제품카다로그, 홈페이지, 브로슈어 외 다수 제작

(주)쿠보텍_ 노벨, 지르코니아 제품 리플렛 제작

(주)패밀리귀금속거래소_ CI개발

광주시청_ 제7회 광주융합기술아카데미 포스터, 자료집 및 옥외물 디자인 제작

전남대학교_ IRICS 개소식 관련 인쇄물 디자인 제작

무진주, 민속촌_ 사인물외 인쇄물 디자인 제작 

전남대학교 화학과_ 아이코사인 입체주기율표 디자인 개발

(재)전남TP기업지원단 신재생에너지팀_ 태양광, 풍력디렉토리북, E-BOOK 제작

선일모터스_ 크라이슬러 THE NEW 300C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사)FTRA_ JOC 저널 디자인 출간

(사)FTRA_  AIM 국제포럼 홍보물 및 프로모션 제작 

(사)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2011동계학술대회 홍보물 제작

(합)중흥건설_ 하남2지구 중흥S클래스 잔여전단 제작

광주여자대학교_ 각부처 업무매뉴얼북 제작

광주여자대학교_ 본부동 유도사인물 제작 시공

(합)성화종합건설_ 해남성화누리안 사인물 제작 시공

레이엔텍_ 의료기 기판 매뉴얼 디지인 개발

아이비모터스_ 볼보 홈페이지 제작

밝은얼굴피부과_ 블로그관리 및 홍보리플릿 제작 진행중

(주)보아스위스_ CF제작

팔도참오리_ 홈페이지 제작

(주)신우산업_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중

(합)중흥건설_ 광주 스카이31 사전 옥외홍보물 제작

(합)중흥건설_ 세종시 중흥S클래스 TV-ID제작

정남준_ 19대 국회의원선거 홍보디자인물 제작

나주시_  공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단계 

정기간행 소식지외 홍보물 

2011-
민속촌 상무본점_ 실내외 사인물 디자인 제작 및 인쇄물 제작

무진주, 민속촌_ 전단, 메뉴, 사인 홍보물 등 디자인 제작 

나정상회_ 오픈 홍보물 디자인 제작

채명신헤어박스(본점, 수완점, 상무점)_ 전단, 포스터, 쿠폰, 엽서, 쇼핑백 디자인 제작 

어룡신협_ 소카다로그 2종 디자인 제작

쿠보텍_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스바루_ 홈페이지 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FTRA_ JOC 국제 논문집 디자인 출간

FTRA_  제주, 부산. 광주, 그리스 외 국제포럼 홍보물 및 프로모션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_ 동계학술대회 정보 디자인 출간

그리올푸드_ 리플렛 디자인 제작

중흥건설_ 순천신대지구 오픈관련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중흥건설_ 광주하남지구 오픈관련 홍보물 및 프로모션 제작

중흥건설_ 세종시 오픈관련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주노여성의원_ 홈페이지, CI 및 매뉴얼북, 기프트카드외 오픈관련 인쇄물 디자인 제작

보아스위스_ 전단, 옥외사인물 외 디자인 제작

광주여자대학교_ 대학본부, 도서관동 실내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

광주여자대학교_ 실내디자인학과, 대체의학과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호남대학교_ 산학협력의날 행사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및 공중파 제작

전라남도_ 수출300억불 기념행사 인쇄물 및 토탈홍보 집행

나주시청_ 서울식품산업박람회 리플릿 및 부스디자인 제작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_ 소식지 13, 14호 디자인 제작 / 재단 이미지 포스터 제작

(재)전남TP_ 전남기업지원서비스사업 메갈로그(메거진+카다로그) 디자인 제작

(재)전남TP_ 전남기업지원서비스사업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재)김대중컨벤션센터_ 풍력, 태양광 디렉토리북 디자인 제작

(재)전남지식재산센터_ 2011도민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전라남도청_전남수출 300억불달성기념행사 영상 편집 및 홍보물 제작

(재)광주여성발전센터_ 2011광주콜센터 채용박람회 디렉토리북 디자인 제작

밝은얼굴피부과_ 블로그 마케팅 운영

(주)신우산업_ SPLO요트 홈페이지 제작(국문, 영문)

 광주시청_ 도시광산업포럼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재)광주TP_ 광주3D융합산업육성기업포럼 진행 및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재)광주TP_ 광주융합기술아카데미 1~4회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재)광주TP_ 지식경제부 바우처사업_ 대진미디어텍 BI, 기업카다로그 제작

(재)광주TP_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 진행 및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재)전남TP_ 2011전남 미래융합산업 육성포럼 홍보물 제작 

(재)전남TP_ 지식경제부 바우처사업_ 대덕바아오텍 CI, BI, 기업카다로그 제작

나주시_  공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단계 홍보브로슈어, 

              정기간행소식지외 홍보물 제작

2010-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브로슈어, 쇼핑백 제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010년 1, 2, 3기 프로그램 전단 및 각종 인쇄물 제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각종 행사 옥외 사인물 제작 

효령노인복지타운 소카다로그, 제품전단 및 각종 인쇄물 제작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기업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FTRA 브로슈어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FTRA 부산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FTRA 필리핀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FTRA 광주 국제컨퍼런스 홍보물 제작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홍보 리플렛 및 옥내•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제6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회 홍보 리플렛 및 옥내•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제3회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홍보 리플렛 및 옥내•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유)JY요트 요트제작 출시제품 홍보 리플렛 제작

(주)신우산업 SPLO보트출시제품 홍보 리플렛 제작

채명신헤어박스 수완점 포스터 외 토탈 오픈 홍모물 제작

밝은얼굴피부과 전단 외 기타 홍모물 제작

어룡신협 월드컵 홍보물 제작

쿠보텍 패키지 디자인

전라남도 도의회의원 선거광고물 제작

 2010 전라남도 일자리취업•창업 박람회 여수 디렉토리북 외 기타 홍보물 제작 

2010 전라남도 일자리취업•창업 박람회 목포 디렉토리북 외 기타 홍보물 제작 

전남•광주지식재산센터 2010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생 우수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외 토탈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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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지식재산센터 2010 호남권 디자인 컨퍼런스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광주테크노파크 2010 미래형치과산업 소재•부품 육성포럼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광주테크노파크 대구•광주 3D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포스터외 홍보물 제작

광주테크노파크 2010 3D융합산업 육성기업포럼 포스터외 토탈 홍보물 제작

나주시 철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단계 

리플렛, 정기간행소식지외 홍보물 제작

나주시 공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단계 

리플렛, 정기간행소식지외 홍보물 제작

나주시 농촌마을개발사업 별드리마을 CI 규정집, 패키지외 홍보물 제작

나주시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리플릿 및 판넬 제작 

크라이슬러 홈페이지 제작

밝은얼굴피부과 블로그마케팅 제작

(주)신우산업 홈페이지 제작

광주광역시 (재)광주공연예술재단 CI 제작

나정상회 CI제작

(주)자일토건 CI제작

농업법인 (주)S-아그로 CI제작

(주)초록당 CI제작

빛고을노인복지재단 2010 노일자리 박람회 부스내 사인디자인 제작

중흥건설 순천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옥외 사인물 제작 시공

전남테크노파크 전시 부스내 사인디자인 제작 

선일모터스 크라이슬러 매장 오픈 옥외 와이드칼라 디자인 제작 시공

지인모터스 스바루  매장 오픈 옥외 와이드칼라 디자인 제작 

광주여자대학교 신축 도서관, 행정동 사인 디자인 및 시공

밝은얼굴피부과_ 옥외 와이드칼라 디자인 제작 시공

금호동 쌍용예가 분양 판촉물 디자인 및 납품

2009-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원산지 표시 홍보 카다로그 제작

광주시청 빛고을건강타운 브로슈어,리플렛, BI, 기타 인쇄물 제작

광주시교육청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박람회 

토탈 기획 및 사인물 제작

중소기업청 2009 창업로드쇼 홍보물 제작

전남테크노파크 2009 전남 기업지원 성과 확산대회 토탈 홍보물 기획 및 인쇄물 제작

전남지식재산센터 IP-R&D 우수기술설명회 부스사인 디자인 제작

전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브로슈어 제작 

5•18 청소년 연극제 홍보물  제작

5•18 난장인 프리 홍보물 제작

전남대학교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산업 인재양선센터 브로슈어 제작

전남대학교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산업 인재양선센터 학과 신입생 카다로그 제작

군장대학교 글로벌 조리전공 신입생 모집요강 홍보물 제작

군장대학교 버스광고 디자인 제작

국립목포대학교 캠스톤박람회 홍보물 제작

광주여자대학교 인테리어학과 과제 전시회 엽서 제작

중앙일보기아타거즈 V10 성공기원 특집 섹션신문 광고 기획 및 제작

월드유니버시아드 대회 신문광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옥암골드클래스 잔여전단 제작

금호동 쌍용 예가 발명 특허 각티슈 홍보책자 제작

중흥건설 순천신대지구 옥외광고 대행

부영건설 부영사랑으로(하남, 수완, 첨단)  할인점 쇼핑카트 광고대행

 금거래소 듀엘 전단, BI 제작

이온레드 제품 리플렛 제작

류직업전문학교 전단 제작

삼성노블의원 오픈 홍보물 제작

2001~2009 Actual Results of Achievement_ 

2008-
동훈건설 봉선동 더쉴 분양홍보물 디자인

중흥건설 진영 S-클래스 외 타지역 잔여홍보물 디자인

대전 스마트 시티 홍보 리플렛 디자인

남양건설 휴튼(순천, 운암동) 잔여 전단 및 홍보물 디자인

아시아인앤씨 충무로 아시아미디어타워 분양 홍보물 디자인

골드클래스 옥암지구 잔여 전단 및 홍보물 디자인

금광기업 군산 베네스타 잔여 전단 및 홍보물 다수 디자인

대주건설 수완 피오레 잔여 전단 및 홍보물 디자인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 입주 카다로그 및 인쇄물 디자인

풍림건설 포항 풍림아이원 잔여전단 디자인

군산베네스타 메거진, 전단 및 기타 분양물 디자인

광주시립미술관 손봉채전 도어록 및 기타 인쇄물 디자인

함평군 함평나비대축제 2009 Korea Eco 일러스트 공모전 수상집 디자인

기아타거즈 V10 성공기원 특집 섹션신문 쌍용예가 광고 디자인

2009 함평나비대축제 신문광고 디자인

산삼의 힘 제품 카다로그 기획 디자인

구례 산수유 클러스터사업단 홍보 카다로그 기획 디자인

광주은행 신문광고 디자인

함평나비축제 신문광고 디자인

조선켄벤션 웨딩홀 신문광고 및 BI 디자인

이택곤 가족음악회 홍보물 디자인

2006-2007
제너시스 프랜차이즈 사업 BHC 신문광고 디자인

5•18 기념재단 5월의 발견 전시 도어록 및 포스터 디자인

토우벽돌 제품 카다로그(2006,2007년) 및 기타 인쇄물 디자인

장성 백양 고로쇠 축제 홍보물 디자인

파워콤 전단 및 신문광고 디자인

예인 인테리어 홍보 리플렛 및 BI 디자인 

아로아 인테리어 홍보 리플렛 디자인

영풍실내골프장 홍보물 및 BI 디자인

패션 아울렛 폭스존 입점 분양 전단 디자인

레츠고여행사 CI 디자인

대성툴 CI 디자인

태암건설 청주베스트윙 전여세대 전단 및 홍보물 디자인

대로건설 운암동 블루시안 분양홍보물 디자인

일현건설 운림글로벌 신문광고 디자인 

남해건설 운림동 오네뜨빌 외부 그래픽 사인 디자인

온세계건설 소태동 아이조움 분양홍보물 및 BI 디자인 

온세계건설 송정동 잔여세대 전단 및 인쇄물 디자인

진아건설 진월동 2차 리채 분양홍보물 및 BI 디자인

골드클래스 옥암지구 분양홍보물 디자인

성화종합건설 청주 누리안 분양홍보물 및 MH 사인 디자인

우리종합건설 전주 뷰티빌 분양홍보물 디자인

한국토지신탁 운암산 코아루 분양홍보물 디자인 

19



2001-2005
대주건설 순천왕지2차, 서울 정릉 2차, 서울 역수동, 역곡동 분양홍보물 제작 

및 M/H 사인디자인

씨엔에스건설 강진2차 분양홍보물 디자인,  M/H 사인디자인

근형기업 경기도 화성, 경기도 광주 진우리 분양홍보물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호반건설 대전 노은지구 6,8,9블럭, 광주 주월동 분양홍보물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호반건설 광주 신창지구 3, 5, 6차 분양홍보물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리젠시빌 익산 부송동 분양홍보물 디자인

대주건설 대전 가양동, 인천 당하지구 분양홍보물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유탑건설 운암동 하늘세움 분양홍보물, BI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고운주택 진원동 고운하이플러스 분양홍보물 디자인 및  M/H 사인디자인

한국토지신탁 순천 연향동, 목포 옥암지구 분양홍보물 디자인

한국토지신탁 전주 첨단1차, 광주 금호동, 여수 청솔 잔여세대 전단 

및 홍보물 다수 디자인

한국건설 봉선동 아델리움 잔여세대 전단 및 홍보물 다수 디자인 

남양건설 김해 진영, 전주 효자동 잔여세대 전단 및 홍보물 다수 디자인

해광건설 신창동 해광샹그릴라 전여세대 전단 및 홍보물 다수 디자인

신영종합건설 진월동 신영루체빌 잔여세대 전단 및 분양홍보물 디자인

성우건설 쌍촌동 성우행복한집 분양홍보물 디자인

대전 스마트시티 홍보물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시, 군, 구의원 8인 선거광고 디자인

제너시스 프랜차이즈 사업 (유나인, 아찌, BBQ, 닭익는 마을) 신문광고 디자인

리빙에이스 프랜차이즈 사업 신문광고 디자인

광주 문화콘서트 독도의 힘 행사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해남녹차 패키지 및 B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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