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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산업을 넘어서

Best Design Firms : 
Beyond the Design Industries

국내외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밀도 

높은 디자인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디자인 

산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디자인의 생산적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산업을 넘어서]에서는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밀도 높은 디자인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들이 소개됩니다.

Excellent design � rms in Korea and abroad 
have succeeded in leading design busines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y also strive for a 
better future for the design industry and focus on 
enhancing the value of design. The [Best Design 
Firms] is made of showcases of each company 
and it is the main platform for desig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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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람유시티는 2004년, 난간디자인을 시작으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의 슬로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과 산학연계 

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가람유시티 

디자인의 차별성입니다.

Galam UCT 'founded in 2004' is a specialized 
company in design and construct public facilities. 
Galam UCT has been implementing projects 
successfully in connection with domestic 
universities and world-famous(international) 
scholars with high-quality design solutions. It is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Galam UCT that is 
the design considering  human and the pursuit 
of harmony between nature and facilities.

(주)가람유씨티

GALAM UCT

가온에이스는 기업의 열린 사고와 젊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사용자 문화 중심에서 세계 속의 디자인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체계화된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양한 분야의 

경력팀은 스마트 협업 시스템의 차별화된 디자인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공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Human Centered Design’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CEGAON is striving to create user-centered, 
culture-centered, global design with an open 
and passionate for of the industry. 
Our systemized design process and professional 
team of various sectors promise our customers 
to provide unique design consulting through 
smart-coworking system. By "Human Centered 
Design" based on the value of co-existence of 
universal design, we endeavor to realize the 
better quality of life. 

가온에이스(주)

ACEGAON

www.galam-uct.co.kr

www.acega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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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애드

GREENAD

그린애드는 브랜드 전략수립을 비롯하여 기업명, 브랜드 네임 및 슬로건, 

제품디자인을 포함한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모든 요소들의 개발 및 

전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네임의 콘셉트를 디자인 전략과 연계시켜, 

토탈아이덴티티의 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와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의 관점, 시장의 흐름 속에서 현 브랜드의 위상을 파악하고 

각종 브랜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REENAD engages in all stages of the development and strategy 
building of corporate identity including corporate and brand 
names, slogans and product designs. Connecting the concept of 
brand name with design strategy, GREENAD strives for a total 
identity. If understands the current position a brand stands in 
and provides various design solutions to advance forward. 

김현선디자인연구소

KIMHYUNSUN DESIGN

1991년에 설립되어 ‘감성이 깃든 보다 나은 환경창조’의 설립취지를 기반으로, 

여러 생활환경의 존재방식을 생각하며, 환경오브제, 장식, 

시설의 설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질이 높은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 전반에 관계합니다. 특히 환경디자인과 도시기반시설의 

경관계획분야의 계획에서 설계까지 공공의 편리를 고려한 쾌적하고 감성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Kimhyunsun DESIGN has been designing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al objects and ornaments. Based on its mission of 

"creating better environments," the company studies the meaning 
of subsistence of urban spaces, places for ordinary life, and event 
spaces, which are critical to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www.greentium.com

http://khsd.co.kr

DESIGN KORE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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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에 설립된 ‘넵디자인’은 2008년 4월 제2의 

도약을 위한 뉴프론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넵플러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실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6S(Strategy, Style, Skill, System, 

Support, Solution) 라는 각각의 측면에서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eplus has changed its company name with a 
spirit of new frontier from Nepdesign founded 
in April 2000. Neplus has designed based on 
6S (Strategy / Style / Skill / System / Support 
and Solution) and has vast expierience having 
previously worked at Samsung Electronics.

넵플러스

NEP-PLUS

(주)도시경관연구소 율은 국내 경관부문 교수진 및 

경관설계용역의 전문기술자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최적의 환경맞춤형 디자인 수행능력을 갖춘 경관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기존 경관분석과 차별화된 분석기법을 

통해 설계 및 시공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맞춤형 경관설계를 

제시합니다. 미래형의 환경 친화적인 공간설계를 통해, 

도시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The urban landscape laboratory, YOUL, is 
one of best companies in South Korea in 
the � eld of urban and engneering design. 
The laboratory is extremely able to manage 
customized environmental designs through 
collaboration. Plus, YOUL suggests and provides 
a differentiated strategy on master planning or 
design and aims towards a successful, futuristic 
urban identity from old landscape analysis.

(주)도시경관연구소 율

URBAN LANDSCAPE LABORATORY YOUL

www.nep-plus.com

www.youl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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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글꼴 

DESIGNGEULGGOL

디자인글꼴은 종합디자인전문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고객만족을 실현해 온 

공신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초심과 열정, 창의라는 사훈을 기초로 기획, 

촬영, 웹비즈니스, 브랜딩, 편집디자인, 디자인문구 및 팬시제품, 기획 및 

제작 판매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Design Geulggol, established in 1995, specializing in design, 
is a general and outstanding company pursuing environment-
friendly Eco design. And it is known for editing and branding 
design, web and fancy business. 

(주)디자인넥스트

DESIGNNEXT

(주)디자인넥스트는 제품디자인전문회사로 세계적 기업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며 매년 5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아울러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디자인에 담아, 기업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 있는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DESIGNNEXT is an industrial design company that can perform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more than 50 projects every year since 2002. 
We understand exactly things what the user needs and the our 
design well re� ects the user’s life story. 

www.ggad.co.kr

www.designnex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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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뮤는 다양한 디자인컨설팅 경험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자인 전략, 트렌드 분석, 제품디자인 개발, 

효율적인 마케팅 및 양산 지원 등의 토탈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인컨설팅전문회사입니다. 고객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전략 및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자인비즈니스의 파트너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ESIGNMU’ is a professional design consulting 
company which offers total design solutions 
such as design strategies, trend analysis, 
product design development, and ef� cient 
marketing and production support, based on 
its variety of design consulting experience and 
know-how. Also, as a good design business 
partner, Mu serves optimum design solutions, 
to agree with the business strategy and 
development goal of the client, and to create 
the best value.

디자인뮤

DESIGNMU

(주)디자인와우앤파트너스는 ‘Creating a Desire’를 

추구하며, 사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제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고객이 쉽게 선택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프로세스 관리와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지향합니다.

‘Creating a Desire’ is the key design ideology, 
which DesignWOW & Partners pursues. We 
aim to create a new value to products by clearly 
understanding and de� ning users’ needs. 
DesignWOW & Partners develops simple designs 
that users can easily select and use through 
rational process management and the supply of 
an optimizing solution, leading to a higher level of 
the corporation’s value and brand image.

(주)디자인와우앤파트너스

DESIGNWOW & PARTNERS

www.designmu.com

www.designwo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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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파크커뮤니케이션즈 

DESIGNPARK COMMUNICATION

1984년 설립되어 기업의 시대적 요구에 창조적으로 부응해 온 

(주)디자인파크커뮤니케이션즈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기업, 시장, 소비자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디자인파크의 ‘크리에이티비티

(Creativity)’는 브랜드의 시대를 맞아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Founded in 1984 with the motto of uncompromising creativity, 
Designpark Communication had grown as a distinguished 
leader through its dynamic and refreshing success stories in 
the Corporate Identity and Brand Identity sector of  the Korean 
design industry. Designpark Communication reach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ore corporate challenges to develop and 
provide strategic solutions for total satisfaction. 

(주)세올디자인컨설팅

SEOL DESIGN CONSULTING

(주)세올디자인컨설팅은 제품, 환경, 시각, 포장디자인 등의 토탈디자인솔루션 

개발을 주도하는 디자인컨설팅사입니다. 집약된 디자인 리소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상생경영'을 모토로 합니다.

SEOL Design Consulting specializes in product and environment 
design development including design management consulting. 
We provide Total Design Solution to the client. Our service 
suggests an objective diagnosis from market research to design 
development and offers a visible operational structure which 
allows for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cal and non-technological 
parts enabling ef� cient and effective product development. 

www.designpark.co.kr

www.se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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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찰력과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로 기업의 성공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행하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Established in 1973, CDR Associates is Korea’s 
leading identity-design company, offering both 
world-class experience and competence in 
strategy through our wide-ranged experiences 
of numerous CI/BI projects. Successful identity 
design is a sophisticated task that requires 
a highly strategic approach and cannot be 
achieved through simple creativity or a rational 
approach alone.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CDR ASSOCIATES

사람연구소(We explore human beings)

심크리에이티브는 더 좋은 브랜드를 위해, 더 좋은 

마케팅을 위해, 더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心)에서 만들어 지고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 

크리에이티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CIM believes in the truth that merchandise 
may be made in a factory, but a brand should 
originate from the human mind. CIM  has the 
creative ability to move consumers' minds. 
CIM's creativity and passion help keep clients’ 
brands consistent as well as future-oriented.

(주)심크리에이티브

CIM CREATIVE

www.cdr.co.kr

www.cimcreat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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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드아이

THIRDEYE

(주)써드아이는 제품 개발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다양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조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며 

자동차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리얼리스틱 랜더딩(Creative Realistic Rendering), 3D 디지털 모델링

(Digital Modeling)과 VR 시뮬레이션(Simul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irdeye satis� es the needs of the client by providing many 
choices to make, in a shorter amount of time to develop the 
product. We make systematic plans to realize the idea of modelling 
and more, to enable the mass production of automobiles. 
Moreover, we provide "Creative Realistic Rendering Service," "3D 
Digital Modelling Service," and "VR Simulation Service."

(주)아이디엔컴

IDNCOMM

(주)아이디엔컴은 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강력한 이미지 형성효과를 가져오는 

아이덴티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웁니다. 마케팅 분석 기반의 네이밍, 단계별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과학적 분석을 기초합니다. 또한 

폭넓은 디자인 전문영역의 통합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브랜딩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IDnComm is a methodical marketing strategic design company 
for corporate identity (CI), brand identity (BI), and brand naming 
based on marketing analysis and product design from scienti� c 
approach, and whose goal is to help our clients create, revitalize 
and promote strong identity communication. 

www.thirdeyeinc.net

www.idnco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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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엑스포디자인브랜딩은 1994년 설립된 브랜딩 및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입니다. 폭넓은 감성과 파괴적인 

창조력을 통해 유수의 기업 및 국가 대표기관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창조해 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디자인과 도전적인 

브랜딩을 추구하는 (주)엑스포디자인브랜딩은 혁신적인 

토탈브랜딩 패러다임을 선도할 뿐 아니라, 고객과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고자 합니다.  

X4 design branding is a branding-specialized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in 1994. 
With boundless emotion and destructive creative 
power, the company has created the Corporate 
Identity of representative nation organizations, 
and leading companies. Constantly seeking 
fresh design and innovative branding, X4 design 
branding will continue to make remarkable 
development after and after, through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and we play a 
leading roll in total branding paradigm.

(주)엑스포디자인브랜딩

X4 DESIGN BRANDING

엔에스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제품디자인 

개발에서부터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에까지 관련된 

개발 업무를 지원합니다.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자질을 보유한 각 팀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사고로서 

고객을 대합니다. 가장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된 히트 상품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NS Design Center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industrial design, product design development 
and packaging design. We approach our clients 
with creative thoughts of our designers with a 
wealth of practical experiences and qualities. 
We strive to produce hit items of functional and 
realistic designs and uniqueness.

엔에스디자인

NS DESIGN

www.x4design.co.kr

www.ens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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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아이디자인

M.I DESIGN

(주)엠아이디자인은 1997년 창립, 2004년 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인증, 

2003년, 2008년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회 수상, 한국산업디자인상 대상 

3년 연속수상 등 다양한 디자인 개발경험을 갖춘 디자인컨설팅기업입니다. 

(주)엠아이디자인은 사용자와 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M.I DESIGN was established in 1997 and was con� rmed the 
Venture Business Certi� cation for the � rst in the design industry. 
We are a Design Specialized Enterprise which has various 
development experiences, won IF Design Awards (Germany) 
in 2003 and 2008, and have won the Grand Prize from KIDA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M.I DESIGN always provides the best solution to success by 
understanding the users and market.

(주)올커뮤니케이션

ALL COMMUNICATIONS

(주)올커뮤니케이션은 1981년, 제일은행 CI로 국내 디자인 업계에 코퍼레이트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컨설팅, 

디자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올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실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코레일, 세종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우수한 CI 및 BI 디자인, iF 디자인어워드, 코리아디자인어워드 

등을 수상했습니다. 

All Communications is one of the most in� uential brand 
consulting/design companies in Korea. In 1981, we introduced 

"corporate-branding" to Korea's design scene by creating the 
identity system of "Korea First Bank". And we have been leading 
Korea's design industry ever since. We carried out many projects 
for decades includ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Korea 
Railroad and many more.

www.midesign.co.kr

www.allco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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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퍼디자인은 디자인 리서치, 산업디자인, UI, 제품개발, 

설계와 그래픽까지 전 과정의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주)우퍼디자인은 고객기업의 

비전, 철학, 제조능력과 시장트렌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디자인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는 포지셔닝, 스타일링, 

설계 등에 주력하며 제품을 다룹니다. 

Woofer Design is a design � rm that offers a 
complete range of design services-from product 
development, design research, industrial design, 
user interface, mechanical engineering, and 
prototyping to product graphics. Since 1993, 
we have provided design solutions to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seeking to enhance their 
brand impact and to advance their position 
in the market.

(주)우퍼디자인

WOOFERDESIGN

(주)유디아이도시디자인그룹은 ‘better design, better 

place, better life’의 이념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상상합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특화디자인을 제시하고 

가로, 오픈스페이스, 예술조형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구성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완성함으로써 도시디자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DI-Urban Design Idea Associates was founded 
to create a better urban environment under 
the principle of ‘better design, better place, 
better life'. As presenting specialized designs 
which can give vitality to the place through 
creative ideas, it has designed various elements 
that comprise cities like streets, open space 
and artistic sculpture. 

(주)유디아이도시디자인그룹

URBAN DESIGN IDEA ASSOCIATES

www.wooferdesign.com

www.udid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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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상씨앤씨

YISANG DESIGN

(주)이상씨앤씨는 인간에게 즐거움과 믿음을 주는 문화적 가치 창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토탈 디자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합적 환경, 공백 및 다른 많은 요소를 설계합니다. 1990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을 통해 한국 환경 디자인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YISANG Design has a vision to creat cultural value which gives 
pleasure and trust to human. Environment design is a total 
design solution that includes the need to analyze and design 
surroundings, spaces and many other elements in an integrating 
way focused on human. YISANG Design has become a leader 
of Korea's environmental design � eld based on its successful 
performance in various projects since 1990. 

(주)인테그랄 어소시에이츠

INTEGRAL ASSOCIATES

(주)인테그랄 어소시에이츠는 브랜딩 전략, 네이밍, CI 및 BI 개발을 주 업무로 

하여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켓 및 산업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브랜드 개발 시스템인 ‘뮤추얼 브랜딩 시스템

(Mutual Branding System)’과 전략추출 프로세스인 ‘브랜딩 플랫폼

(Branding Platform)’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tegral is a branding and design company, and we extend and 
provide various kinds of design solutions specialized mainly in 
branding strategy, brand naming, brand story building, CI & BI 
design development and package, editorial design as well. We 
have worked with clients in various industrial � elds; IT, BT, fashion, 
cosmetics, living, food, tobacco, the public sector and others. 

www.yisang.co.kr

www.integr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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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시장바닥의 쟁쟁거리는 소리를 잠재우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이롭습니다. 좋은 차이는 경쟁자들을 

차별하여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리석은 나로부터 

떠남으로써 얻어집니다. 차이는 스스로 밝은 상태를 

좇으며 이는 인류의 진보와 궤를 같이 하는 궁극입니다. 

(주)코다스디자인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합니다. 

‘Difference is the beginning of business.’ 
Difference eliminates the annoying noise of 
the market and brings a peaceful world. 
Positive differences cannot be found by 
differentiating oneself from others but from 
oneself. This is the philosophy that KODAS 
Design bases its design on.

(주)코다스디자인

KODASDESIGN 

www.kodasdesign.com

(주)지오투유니츠는 기획에서 개발까지 

토탈디자인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디자인회사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외형적인 디자인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아이디어와 세련된 디자인 

감각으로 신선한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각 

고객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GO2 Units is a global design � rm, aiming 
to creat valu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innovative and creative way of thinking. 
We work with the world’s leading companies, 
helping them create and bring meaningful 
products, services, and experiences to the 
global market. With a team of multidisciplinary 
members such as designers, technologists, 
strategists, and analysts, we deliver fully 
convergent experiences that span multiple 
technologies, platforms, and media.

(주)지오투유니츠

GO2UNITS

www.go2un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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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회사 프로인커뮤니케이션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테크닉을 통한 

전략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탁월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오랜 노하우와 

창조적 크리에이티브는 고객이 지향하는 바를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하여 

기업과 고객에게 확실한 성과를 약속합니다.

Proin Communication puts its best efforts to realize high-quality 
designs based on strategies of original ideas and technology. 
And specialists with superior achievement abilities promise to 
the corporate and customers certain results through precis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what the customers wishes for.

프로인커뮤니케이션스

PROIN COMMUNICATION

www.proincom.co.kr

전략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oin Communication puts its best efforts to realize high-quality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디자인 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입니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조화로움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융합, 이것이 바로 퓨전이고 퓨전디자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Creating new culture and giving meaning to life is what design 
is all about. And designers are the ones who are behind all 
the many efforts. It is our pleasure and blessing to have such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 20th century was an era of a 
professionalism,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unity. Dramatic 
unity out of harmony is what Fusion Design aims to achieve.

www.fusiondesign.co.kr

(주)퓨전디자인

FUS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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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코

PNCO

(주)피앤코는 환경디자인으로 시작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발주한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의 

설계 및 기획을 합니다. 실생활 분야의 시각, 제품 등의 

디자인 서비스를 위해, 각각의 부문별사업 전문화 및 

통합을 통한 기술융합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PNCO began its � rst steps in the � eld of 
environmental design. Now it is planning and 
designing various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businesses. To enable design service for 
graphics and products in everyday life, we are 
executing integrated technology project through 
professionalization and integration among 
various divisions. We strive to realize complex 
design which is able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space, and utilize the space occupied by 
humans.

www.pnco.co.kr

1998년 설립된 (주)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기업의 

핵심가치 아래 새로운 변화를 통한 고객 만족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리더’로서 

앞서가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Digital Convergence Leader, PULIP. Established 
in 1998, Pulip Communications is a company 
that has set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constant change as its highest goal under 
key values of the company which is to realize 
innovative changes through creative ideas.

www.pulipinc.com

(주)플립커뮤니케이션즈

PULIP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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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혁신 및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루나 캘리포니아는 

1984년 팰러앨토에 설립되었습니다. 창립자 제프 스미스와 제라드 퍼버쇼는 

창의력과 고객 성공을 강조하며 실리콘밸리에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날 루나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서부해안문화의 실험적 정신을 받아들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독특한 디자인과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합니다. 

Born of the Silicon Valley’s love affair with innovation and high 
technology, LUNAR Design was established in Palo Alto in 1984. 
LUNAR Design’s founders Jeff Smith and Gerard Furbershaw 
built a following in the Valley by emphasizing creativity and 
client success. Today, LUNAR Design continues to embrace 
the experimental spirit of west-coast culture to create new 
possibilities and unique designs that people love.

루나디자인

LUNAR DESIGN 

모메디

MORMEDI

www.lunar.com

www.mormedi.com

모메디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1997년 창립한 이래로 지난 14년간 많은 국제적인 디자인상 

수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과 아시아 시장의 협력사들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전략에서 디자인실행까지 

약 200여 가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The Mormedi team offers talented professionals with multi-sector 
and high pro� le international work experience. Pro� les range 
from design strategist & researchers, service designers, market 
& business analyst, user interface & user experience designers, 
product & industrial designers, transportation designers, to 
industrial engineers specialized in mechanic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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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디비

STUDIO DB

필립 돌만와 레슬리 배첼러가 세운 스튜디오 디비는 

런던에 기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딘 어소시에이츠에서 20여 년 간 

경험을 쌓은 두 명의 설립자는 주거 환경은 물론, 

상업 공간, 전시회 등의 다양한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Studio db is a creative interior design 
consultancy based in London set up by Philip 
Dolman and Lesley Batchelor, ex-directors of the 
renowned design consultancy, Din Associates. 
Their twenty years experience not only includes 
iconic projects in the retail sector on the UK 
high street, Europe and the Far East, but also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exhibition, transport 
and leisure environments.

스트릭스

STRIX

스트릭스는 주전자 및 물 가열기 등 소형 가정용 기구들의 

자동온도조절기 생산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스트릭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60%에 달하며, 세계 인구의 1/5가, 매일 1천만 번이 

넘게 스트릭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룹도 

매우 글로벌하여, 대부분의 선도적인 SDA 그룹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trix is the established world leader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rmostatic 
controls for small domestic appliances, primarily 
kettles and other water heating devices. 
Our market share globally is nearly 60% and 
our products are used by 1/5 of the world’s 
population, over one billion times every day. 
Our customer base is truly global, with 
partnerships with almost all the leading SDA 
brands, both multi-national and national.

www.studiodb.co.uk

www.s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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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어파월

SEYMOURPOWELL

시모어파월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입니다. 리차드 

시모어와 딕 파월이 1984년 런던에서 설립한 이 회사의 다양한 수상경력의 

디자이너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시모어파월은 더 나은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신념과 창의성에 대한 

열정을 갖고 디자인을 합니다. 

Seymourpowell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design and 
innovation companies. Founded in 1984 by Richard Seymour and 
Dick Powell, the London-based group of award winning designers 
has produced some of the ‘milestone’ products of the last two 
decades. At the core of what it does is a passion for creativity 
and an absolute commitment to creating better products: better 
for business, better for the world. 

키네어듀포트

KINNEIR DUFORT 

1977년에 창립된 키네어 듀포트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디자인 컨설턴트 

그룹입니다. 디자인의 힘을 이해하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자의 통찰력을 

사로잡아 지렛대 효과(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과 협업하며, 시장과 브랜드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Founded in 1977, Kinneir Dufort is one of the world’s most 
experienced design consultancies. We understand the power of 
design and how it is leveraged by harnessing user insight. We 
work globally across a variety of sectors, collaborating with our 
clients to identify and exploit opportunities for the growth of 
markets, brands and value. 

www.seymourpowell.com

www.kinneirduf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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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저린 디렉션 & 디자인

TANGERINE DIRECTION & DESIGN 

1989년 런던에 설립된 탠저린은 제품디자인 컨설팅 

기업입니다. 글로벌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사업의 

35% 이상을 국외에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팀원으로 팀을 구성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객사가 

설정한 목표달성을 돕는 것입니다. 

Tangerine, founded in 1989, is one of the 
largest product design consultancies based in 
London. Over 35 per cent of Tangerine’s work 
is commissioned by companies outside the UK, 
in response to an increasing workload from the 
global clients we extend our team members 
from various countries. Establishing the right 
team to achieve our clients’ goals is a key part 
of our approach.

하켓 홀 맥나이트

HACKETT HALL MCKNIGHT 

하켓 홀 맥나이트는 영국에 소재한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회사 파트너들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속가능성, 역사적 맥락과 

보존성을 고려한 건축 등 디자인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왔습니다. 또한 여가 시설과 문화적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Hackett Hall McKnight are a design focused 
architecture and design practice based in 
the UK. The partners are involved in teaching 
at a number of universities. The practice 
has developed expertise in many areas of 
architecture and design, including sustainability 
and working within historic contexts and with 
listed buildings. The partners have strong 
experience with leisure building and in the 
design of cultural buildings.

www.tangerine.net

www.hhm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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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델켐

HANKOOK DELCAM

델컴은 영국 최고의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35,000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공 소프트웨어로 유명하나 디자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품 검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파워쉐이프는 “트라이브리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데, 

다양한 CAD 패키지가 제공하는 솔리드 및 서피스 모델링에 트라이앵글 

모델링을 가미한 디자인접근법입니다.

Delcam is the UK’s leading supplier of product development 
software with over 35,000 customers in more than 90 countries. 
While best known for its machining software, Delcam also 
develops programs for design, reverse engineering and 
inspection. Its PowerSHAPE design software incorporates 

“Tribrid Modellilng,” a patent design approach that adds triangle 
modeling to the combination of surface and solid modelling 
currently offered in many other CAD packages. 

호치민 투자무역진흥센터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OF HO CHI MINH CITY (ITPC)

베트남 호치민 투자무역진흥센터(ITPC)는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특화된 

정부기관입니다. 베트남 내국인과 외국의 기업인의 협업을 주선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의 정책 및 행정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The Investment & Trade Promotion Center (ITPC), Ho Chi Minh 
City – Vietnam is a government agency specialized in facilitating 
investment and trade. Our tasks are matching Vietnamese with 
foreign business people, providing foreign investors with one 
stop service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cting as advisor 
to the local government on policies and measure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www.delcam.co.kr

www.itpc.gov.vn

영국무역투자청은 영국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전 세계 96개 국가에 2,400여 명의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영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자국의 기업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 사절단 파견,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K Trade & Investment (UKTI) provides expert trade advice 
and practical support to UK-based companies wishing to grow 
their business overseas. With 2,400 staff and a presence in 96 
countries, UKTI can assist you on every step of the exporting 
journey. Whatever stage of development your business is at, 
we can give you the support that you need to expand and prosper. 

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www.ukti.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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