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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앤디자인은기업이추구하는차별성과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기획,
조사에서생산, Concept Marking, 디자인에 이르기까지철저한 프로세스를 통한 Total
DesignService를수행하는지식경제부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본사는이론과실무를병행한실용적디자인에가치를두고오랜기간풍부한현장경
험을갖춘제품디자인전문가와산업디자인교수등전문가그룹의인력 POOL제도를
시행함으로써인간공학과감성적측면을통한디자인기반기술확충과사용자중심의
디자인 (User InterfaceDesign)개발을목표로합니다.

정보화시대와세계화속에 (주)아이앤디자인은오직실력만으로인정받으며긍정적인
사고와성실한노력,도전정신으로21세기디자인이상실현을추구해나갈것입니다.

㈜아이앤디자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45, 304호(가산동)

TEL. 02-855-8770 / FAX. 02-2068-5088

E-mail : ind155@ind.or.kr
Web : http://www.ind.or.k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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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디자인

사람을중심으로가치를창조하는디자인발견을

핵심으로 (주)아이앤디자인은지난 2000년설립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2009년법인전환,

2017년기업부설연구소재인증과

벤처기업재인증을받았습니다.

2013
• 벤처기업재인증 [디자인컨설팅부문] (제20130102459호)

• 경기지사(광명시), 대전지사(대전광역시) 설립

• G-디자인개발수행업체지정(경기중기센터)

• 인천지식재산센터,경기도,인천시,한국지식재산전략원등

디자인개발사업수행

2014
• G-디자인개발경기도유공표창(경기도지사)

• 한국디자인진흥원GOOD DESIGN 선정

• 인천지식재산센터,경기북부상공회의소,인천시,경기도디자인사업

2015
• 벤처기업재인증(디자인컨설팅부문)

• 인천지식재산센터,경기도,인천시,한국지식재산전략원등디자인

개발사업

2016
• 기업부설연구소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K-DESIGN AWARD Winner 2016

• 한국디자인진흥원GOOD DESIGN 선정

2017
• 기업부설연구소재인증

• 벤처기업재인증

201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디자인개발사업

• 인천지식재산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사업

201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지재권연계사업

• 인천지식재산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사업

• 한국디자인진흥원GOOD DESIGN 선정

HISTORY
㈜아이앤디자인포트폴리오

2005
• 디자인전문회사IND디자인연구소설립

• 산업자원부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 한국디자인진흥원공인디자인전문회사등록(제0091호)

2006
• 한국디자인진흥원,중소기업청,경기도중기센터등디자인지원사업

2007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변경(제0091호)

• 한국디자인진흥원GOOD DESIGN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Success DESIGN 선정

• 중소기업청,경기도중기센터,인천시,안산시,부천시등디자인지원

2008
• 한국경영컨설팅협회회원사등록

• 한국디자인진흥원Success DESIGN 선정(2건)

2009
• (주)아이앤디자인법인전환및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변경

(제02317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 디자인개발사업

2010
• 한국디자인경영협회, 학회회원사등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테크노파크사업

• 인천지식재산센터,서울시,경기도,인천시등디자인개발사업

2011
• 벤처기업인증(디자인컨설팅부문)

• 한국발명진흥회,인천지식재산센터,서울시,경기도,창업진흥원등

디자인개발사업

2012
• 한국발명진흥회, 인천지식재산센터의디자인․특허융합사업

•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창업진흥원등디자인개발사업



프로젝트 및 사후관리 총괄

분석
및

전략수립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경쟁력있는제품개발을위하여조사에서기획

Concept Marking, 디자인개발에이르기까지본사만의

차별화된프로세스로 Total Design Service를

이루어나가고있습니다.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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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장 실장 실장 대리 대리 사원

전략수립
및

디자인개발

전략수립
및

디자인개발

디자인분석
및

디자인개발

디자인분석
및

디자인개발
디자인개발



AWARD &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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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벤처기업확인서 (2017)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증 (2018)

3.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2017)

4. K-Design 어워드수상 (2016)

5. GOOD DESIGN수상 (7건)

6. Success Design 상품수상인증서 (2건)

7. 특허및디자인등록 (8건)

8. 상표디자인등록 (1건)



GOO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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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은산업디자인진흥법에의거하여상품의외관,기능,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마크를부여하는제도로지난1985년부터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2019
[WIZWING] Drone

2019
[EVERNET]Push Pull

2016
[DAILYKIT] UD Platform

2013
[QUICK SEPARATE TYPE]
Continuous Suction Unit

GD마크 선정

유니버설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디자인을고도화(우수디자인선정,장려등)함으로써

사회적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창조경제실현

GOOD DESIGN 수상 총 7건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주)아이앤디자인은그동안생활용품을비롯하여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의료기기, 심지어산업용장비까지
다양한디자인역량을바탕으로우수한제품디자인을

개발해왔으며, 제품을이해와소비자Needs를파악하여
성공적인시장진입사례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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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상담 및 의뢰
• 예비 제안서 작성
• 디자인경영 진단
• 기본계획 및 일정 수립

• Market Research
• Idea-deduction
• 소비자 리서치 조사
• IP 디자인 조사

• Design trend 분석
• 디자인 전략수립
• 디자인 컨셉

• Idea sketch
• 3D Rendering
• Color & Material Variation

• Design Mock-up
• 디자인 어워드 출품
• 기구 설계 감리
• 디자인 출원

AUDIT
DESIGN

DEVELOPMANT
AFTER

SERVICE

1. Design Consulting

2. Research

3. Analysis

4. Styling

5. Follow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