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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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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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주먹밥 레시피북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의료관광 메디웰 홍보책자(국문)
광주광역시청, 광주의료관광센터

LX리플렛(러시아, 스페인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테크노파크 카다로그
광주테크노파크

국내브랜드 프로모션 참가기업 홍보책자
광주디자인진흥원

2020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집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정보처리학회 컨퍼런스 프로그램북
(사)정보처리학회

동신대한방병원 공진단 리플렛 2020 동신대한방병원 소식지
동신대한방병원 동신대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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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사례집 나주 동신대한방병원 카다로그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전 리플렛
동신대한방병원광주가정법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한반도 평화통일 국기국제디자인전 브로슈어

2019 디지털콘텐츠학회 정기 논문지

2019 국제포스터전 브로슈어

2019 공동 학술대회 책자

지역산업 일자리창출사업 안내 책자

2019 디지털콘텐츠학회 컨퍼런스 프로시딩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광주광역시청 & 상공회의소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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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신대한방병원 소식지 2019 정보처리학회 컨퍼런스 프로그램북 죽향골여름지기 홍보 리플렛
동신대한방병원 (사)정보처리학회 농업법인회사 죽향골여름지기(주)

인쇄 인 광주 브로슈어 

식품 포장디자인 연구보고서

북구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결과집

오핸즈상품  카달로그

북구 1인창조 지원사업 성과 리플렛

해농식품 제품 홍보 리플렛

(재)광주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

(주)해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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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 리플렛 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 카달로그
LX 한국국토정보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성과집
(재)광주디자인센터

까꿍맘마 이유식 홍보 리플렛 제품 샘플북 지역산업 일자리창출사업 안내 책자
까꿍맘마  TDL 광주광역시청 & 상공회의소

청년유통협동조합 홍보 브로슈어 2018 정보처리학회 컨퍼런스 프로그램북 2018 디지털콘텐츠학회 정기 논문지
청년유통협동조합 (사)정보처리학회 (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5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책자 강진만노을장 홍보 리플렛 2015~2018 소식지
광주대학교 강진군청 동신대한방병원

양림국제재즈페스티벌 양림저녁음악회 리플렛 양림동 근대예술타임여행 가이드 북
남구관광청 남구관광청 남구관광청

AED 2종 카다로그 (영문,아랍어,스페인어,독일어) AED 2종 카다로그 (영문,아랍어,스페인어,독일어) 종합 카다로그
나눔테크 나눔테크 나눔테크

26



Editorial
Design

제품  카달로그 제품 리플렛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리플렛
DK문교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재)광주디자인센터

2017 창업지원사업 가이드북

2017 올해의 관광도시 광주남구 양림동 홍보 리플렛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2017 양림저녁음악회 리플렛

KTL 윤리경영 가이드북

전남대학교 RIS사업단 영문 카다로그

창업진흥원

남구관광청

창업진흥원

남구관광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광주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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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1 전시 도록 제품 카달로그 제품  카달로그
(재)광주디자인센터 TPS KOREA TPS KOREA

2016 광주디자인센터 기업 제품  카달로그

홍보 리플렛

 K-Startup 홍보 리플렛

모아모아 대국민 투자유치 프로젝트 홍보 리플렛

소식지 간행물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물

(재)광주디자인센터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국토교통부

(재)광주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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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로슈어 회사 카다로그 JY요트 카달로그
10억홈피 (주)삼산기공  (주)신우산업

디자인 메뉴얼 가이드북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메뉴얼 가이드북

가맹점 모집 리플렛

디자인 메뉴얼 가이드북

홍보 리플렛

남광주야시장

뜨레찬

말바우시장

뜨레찬

무등시장

광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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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디자인센터

2013~14 광주디자인센터 기업 제품카다로그 자동차 카달로그 제품 카달로그
(재)광주디자인센터 클라이슬러 TBM 

디자인개발 결과집

기업 카달로그

제품 카달로그

기업 카달로그

제품 카달로그

주일환경기술 카달로그

(재)광주디자인센터

(주)삼영산업

쿠보텍

이엔에스바이오

쿠보텍

에코크론

Edito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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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61960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92 (치평동) 현영빌딩 3층, (주)디파트너스  I  Hyeonyeong building 3F, Chipyeong-dong, Mareuk-ro 92, Seo-gu, 

Gwangju, South Korea  61960  I  Tel  062 . 941 . 2280  I  Fax  062 . 941 . 2282  I  E-mail  gdp2280@gmail.com  I  Website   www.gjdpartners.com  I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 • 포장 • 제품)  I  미래창조과학부  디자인연구소  I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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