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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개요

대표

수석디자인엔지니어

디자인 / 실장

제품디자인

1팀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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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계 / 이사

COMPANY��PROFILE

회 사명 디자이니어 | DESIGNEER�������� ‘�We�are�Designer,�Engineer��and��Pioneer’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강남대로 6길 20 무아017빌딩 3층 | 대표 : 김운호

전화번호 070�– 4028�– 7891 E-mail kwh@designeerz.com

웹사이트 www.designeerz.com 설립년도 2003년 (업력16년)

업무분야
업무영역 : 제품리서치/아이디에이션, 제품디자인(컨셉스케치,3D모델링/렌더링), 기구설계

제품분야 : 생활가전제품, 디지털IT기기, 의료기기/미용기기/헬스케어기기, 산업기기장비

주요고객

대기업 :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CNS, 녹십자, 한솔넥스지, 효성중공업, SK텔레콤

중견중소기업 : 신성이엔지, 한컴유니맥스, 캐리어에어컨, EMW, 원텍, 엠에스코, 모다이노칩

중국 : KEXIAN Group(전기밥솥), DINGLI(정맥인식도어락), Heart&Heart(心連心/정수기,수소수발생기)

수상실적 2016년 reddot(레드닷)award | 2013년~2018년 6년연속 Good Design 선정 | 2018년 it Award 선정

수상실적

대표약력

LG산전 안양연구소 | 현대우주항공중앙연구소, 현대다이모스 | 디자인전문회사 운영 15년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사 (2016, 2018~2019)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위원 (2017~2019)



1.�회사개요

CANTON�Fair��2015~2018����������������������������it�Award�시상식 2018
WONTECH / Hair Beam Air
탈모치료헬멧

2016�~�2018

2016~2018
캔톤페어 참가

2016~2018 
산기평 디자인전문기업
육성사업 수행

2018~2020
과기정통부 과제 수행

2016~2018
캔톤페어 참가

SKT / Smart Gas Sensor
스마트 가스센서

2016�reddot Award�winner
2016�GD�award�‘Gold’�(최우수상)

2015�GD�Award�‘Best�of�Best’�(최우수상)
2015�GD�Award�‘Best’�(우수상)

2013~2018��:��6년 연속 GD�Award
2018�it�Award��

COMPANY��HISTORY



Research��|��Analysys Layout��|��Sizing Concept��Sketch
Ideation

3D�Modeling�
&�Rendering

Spec.�Sheet���|��Drawing��|��Mockup

SK이노베이션의 ESS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

제품디자인 개발 사례

1.�회사개요
DESIGN��PROCESS



1.�회사개요 CLIENT

2014~2015

- 캐리어에어컨 :�스탠드에어컨립스틱플러스 Renewal

- SK이노베이션 :�ESS�3종(Tray,�Rack,�Container)

- 한솔넥스지 :�차세대보안장비&�UTM장비라인업

- 현대차그룹(자스텍) :�AVN(블루투스검사단말기)�

- 삼성전기(위드시스템)�:�스마트폰&�스마트패드검사기

- 녹십자 :�TwoWay주사기제품디자인

- 테일러테크놀로지 :�스마트폰차량거치대

- 키튼일렉 :�손목시계형무선게임마우스

- 한국플랜트관리 :�산업용로거단말기,�방폭단말기

- 서울아산병원 :�진단키트거치유닛

- 와이즈센싱 :�IoT 실내공기모니터센서

- 한국암웨이(네스홈케어) :�정수기 KIT

2016~2018

- 엠에스코 :�DPC스킨샷 LED마스크제품디자인

- 신성이엔지 :�천정부착공기청정기제품디자인

- 한컴유니맥스 :�완속 EV�Charger�제품디자인

- 현대자동차(베이론텍) :�무선OBD커넥터

- 중국 KEXIAN�Group�:�전기밥솥제품디자인

- 모다이노칩 :�블루투스이어폰제품디자인

- EMW�:��공기청정기CLARO�신제품디자인

- 원텍 :�얼굴미용기기및탈모방지헬멧헤어빔에어

- SK텔레콤 :�Smart�Gas�Sensor�

- 엠에스코 :�DPC스킨아이론(갈바닉이온마사지기)�

- 우성하이텍 :�스마트디지털도어락&�도어캠 2종

- 세비채 :�전기밥솥(중탕기)

- 하이필 :�유럽수출용정수기

2013~2014

- SK이노베이션 :�가정용소형ESS�(태양에너지저장장치)�

- LG�CNS�:�스키장무인검표게이트 ‘X-Gate’�

- 효성중공업 :�산업용인버터3종

- 한국오바라 :�자동차자동생산라인용접Gun�&�ATD�

- 태웅메디칼 :�의료용 RFID�Generator�2종

- 프로테크코리아 :�CNC Machine�

- 백투클래식 :�복합스킨컨트롤기 EGG�(진동파운데이션)

- 신우공조 :�천정형 4방향시스템에어컨

- 일렉크 :�DualRoller 전기자전거키트

- 팜스포 :�스마트디지털줄넘기dollyrun

- 한국유지관리 :�‘AnyLogger’�단말기 &�경사계

- 자스텍 :�차량용OBD�IT�기기 (Von-S2/S3,�Von-STD)



1.�회사개요 HOME��APPLIANCES��- PORTFOLIO�



1.�회사개요 BEAUTY�&� MEDICAL��- PORTFOLIO



1.�회사개요 DIGITAL�/�IT�- PORTFOLIO�



1.�회사개요 SECURITY�- PORTFOLIO�



1.�회사개요 INDUSTRIAL��EQUIPMENT�- PORTFOLIO�



1.�회사개요 ROROBOT��- PORT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