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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아이엠은 혁신과 창의로 무장한 전문 웹(앱)개발 & 디자인 기업으로서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력과 함께 최상의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NTEGRATED VISUAL DESIGN GROUP

THE
CREATIVE
DESIGNIAM

(주)디자인아이엠은 다양한 SW개발 노하우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사의 만족을 넘어
든든한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Partners



(주)디자인아이엠은 혁신과 창의로 무장한 전문 웹(앱)개발 & 디자인 기업으로서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력과 함께 최상의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NTEGRATED VISUAL DESIGN GROUP

THE
CREATIVE
DESIGNIAM

(주)디자인아이엠은 다양한 SW개발 노하우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사의 만족을 넘어
든든한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Partners



04 WWW.DIAM.KR

Founded

2015
Project

999+
Creators

20

INTEGRATED
VISUAL DESIGN GROUP

(주)디자인아이엠은 혁신과 창의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전문종합디자인 & 웹(앱) 개발 기업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력과 함께 최상의 프로세스를 구축한 우리 기업은 다양한 SW개발 노하우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사의 만족을 넘어 든든한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사의 숨은 가치까지 찾아내 디자인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는 (주)디자인아이엠은 SW개발 및 웹(앱) 구축, CI BI 

디자인, 편집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디자인컨설팅 전문가들이 뛰어난 브랜딩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디자인아이엠은 

고객사가 만족해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매일 매일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아이엠의 이유있는 발전,
인증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OMPANY

CEO

FOUNDED

SERVICE

ADDRESS

CONTACTS

(주)디자인아이엠

최지율

2015

웹(앱)개발 / 종합디자인 / 사진&영상

본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184, 2층

스튜디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전상길 6, 2층

T. 1833.6912    F. 062.945.0914    E. admin@diam.kr

History of DesignIAM

여성기업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호환성 확인서

저작권 등록증 직접생산증명 특허출원

0010-2020-55850

893-81-01787

J)

2020-03-17 ~ 2021-03-31

sminfo.smba.go.kr)

:

:

:

: 8 93 -8 1 - 01787

:

:

:

:

1/2

www. smp p . g o . k r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전문회사벤처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WWW.DIAM.KR

2021

2020

2015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및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업 선정

ICMS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도제학교 훈련기관 지정업체 선정

자본금 증액(1.5억) 및 현주소지로 본사 확장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ICMS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ICMS 상표출원(40-2020-0228379)

ICMS 특허출원(10-2021-0002796)

벤처기업 인증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인터넷지원개발,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여성기업확인

법인전환

디자인아이엠 설립(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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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 CMO

최지율
마케팅 총괄

Choei, Jiyul

COO

김철호
기획 총괄

Kim, Cheolho

Visual design PM

송나리
시각디자인 팀장

Song, Nari

Web design PM

김보배
웹디자인 팀장

Kim, Bobae

Web Development PM

이두형
웹개발 팀장

Lee, Doohyung

SOLUTION

-

I-CMS

I-BUILDER+

I-CHAT+

I-SEARCH+

I-PLANNER+

I-BOOKING+

WEB&MOBILE

-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반응형 / 적응형

상세페이지 디자인

웹표준 준수

크로스 브라우징

IDENTITY

-

CI BI

캐릭터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기획 개발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통합 디자인 개발

EDITORIAL

-

전단

신문광고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기타 인쇄 출판 디자인

PACKAGE

-

쇼핑백

박스 패키지

비닐 패키지

슬리브 디자인

라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기타 패키지 디자인

PHOTO&VIDEO

-

제품촬영

항공촬영

고스트촬영

홍보영상

광고영상

VR촬영

온라인부스

08 12 28 36 46 56

디자인아이엠은 SW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CI BI, 편집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등

원-스톱 토탈 브랜딩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 비주얼 디자인 그룹입니다.

What We Do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당신을 위한 전략팀입니다.

Who Works Design

Photo & Video PM

송기호
미디어영상 팀장

Song, G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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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arch

I’Planner

I’Reservation

I’Web analyzer

I’Research

I’CS manager

I’SMS

I’Membership

I’Web recruit

I’Payment

I’Board

I’Board

I’E-book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3.9

시큐어코딩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모듈

편리하고 쉬운 일정관리

직관적인 달력형태의 예약 관리 모듈

디지털 데이터 웹 로그 분석 모듈

온라인 설문 전용 모듈

온라인 상담 관리 모듈

문자 및 카카오알림톡 연동 모듈

온라인 회원관리 모듈

온라인 채용 모듈

온라인 결제 모듈

용도별 게시판 모듈

사업신청 모듈

웹 카다로그 연동 모듈

GS인증
1등급

I’CMS 솔루션은 웹 표준 및 접근성, 웹 취약점 및 정보 보안을 준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표준화된 설계를 적용하여 기능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한 디자인아이엠만의 콘텐츠 관리 솔루션입니다.

커스터 마이징에 용이한
콘텐츠 관리 솔루션

공공기관 최적화!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았습니다.

공공기관 사이트 구축에 탁월한
통합 솔루션 ICMS

회사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I’PMS+

교육기관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Edu+

PHP 기반 기업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Builder+
JAVA 기반 기관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쇼핑몰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Mall+

구인구직 플랫폼 관리 솔루션

I’CMS Job+

I-CMS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v3.9 호환성 인증 및 GS인증(1등급)을 받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기능만 모아서 탑재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및 쇼핑몰에 특화된 관리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입사지원 및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관리 솔루션입니다. 

소규모/일반 기업 홈페이지에 특화된 PHP 기반 CMS입니다.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 및 교육 일정관리 등 교육 담당자의 업무관리 효율성을 높여       
드립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니즈에 맞는 사이트를 구축하세요.

기업 운영의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진척현황, 인력 배정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기업의 전략 추진과 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입니다.

10 WWW.DIAM.KR



I’Search

I’Planner

I’Reservation

I’Web analyzer

I’Research

I’CS manager

I’SMS

I’Membership

I’Web recruit

I’Payment

I’Board

I’Board

I’E-book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3.9

시큐어코딩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모듈

편리하고 쉬운 일정관리

직관적인 달력형태의 예약 관리 모듈

디지털 데이터 웹 로그 분석 모듈

온라인 설문 전용 모듈

온라인 상담 관리 모듈

문자 및 카카오알림톡 연동 모듈

온라인 회원관리 모듈

온라인 채용 모듈

온라인 결제 모듈

용도별 게시판 모듈

사업신청 모듈

웹 카다로그 연동 모듈

GS인증
1등급

I’CMS 솔루션은 웹 표준 및 접근성, 웹 취약점 및 정보 보안을 준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표준화된 설계를 적용하여 기능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한 디자인아이엠만의 콘텐츠 관리 솔루션입니다.

커스터 마이징에 용이한
콘텐츠 관리 솔루션

공공기관 최적화!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았습니다.

공공기관 사이트 구축에 탁월한
통합 솔루션 ICMS

회사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I’PMS+

교육기관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Edu+

PHP 기반 기업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Builder+
JAVA 기반 기관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쇼핑몰 전용 관리 솔루션

I’CMS Mall+

구인구직 플랫폼 관리 솔루션

I’CMS Job+

I-CMS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v3.9 호환성 인증 및 GS인증(1등급)을 받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기능만 모아서 탑재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및 쇼핑몰에 특화된 관리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입사지원 및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관리 솔루션입니다. 

소규모/일반 기업 홈페이지에 특화된 PHP 기반 CMS입니다.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 및 교육 일정관리 등 교육 담당자의 업무관리 효율성을 높여       
드립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니즈에 맞는 사이트를 구축하세요.

기업 운영의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진척현황, 인력 배정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기업의 전략 추진과 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입니다.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11



INTEGRATED
VISUAL DESIGN

THE
LIMITED
DESIGN

WEB&MOBILE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반응형 / 적응형

상세페이지 디자인

웹표준 준수

크로스 브라우징

IDENTITY

CI BI

캐릭터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통합 디자인 개발

EDITORIAL

전단

신문광고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기타 인쇄 출판 디자인

PACKAGE

쇼핑백

박스 패키지

비닐 패키지

슬리브 디자인

라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기타 패키지 디자인



INTEGRATED
VISUAL DESIGN

THE
LIMITED
DESIGN

WEB&MOBILE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반응형 / 적응형

상세페이지 디자인

웹표준 준수

크로스 브라우징

IDENTITY

CI BI

캐릭터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통합 디자인 개발

EDITORIAL

전단

신문광고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기타 인쇄 출판 디자인

PACKAGE

쇼핑백

박스 패키지

비닐 패키지

슬리브 디자인

라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기타 패키지 디자인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14 WWW.DIAM.KR

DATE. 2021

PROJECT. 서울특별시 감염병연구센터

반응형 홈페이지

코로나19상황판 동기화

감염병 발생현황 동기화

감염병 정보검색 시스템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기타

15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기타

15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15

DATE. 2021

PROJECT. 한전에프엠에스(주)

반응형 홈페이지

전국사업소 관리 시스템

급여명세서 관리/출력 시스템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



Client

1616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16

DATE. 2021

PROJECT.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반응형 홈페이지

체험예약 및 관리 시스템

체험수료증 출력 시스템

휴무일 관리 시스템

WWW.DIAM.KR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17

DATE. 2020

PROJECT.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반응형 홈페이지

의료통계 각 영역별 데이터 그래프화

교육 신청 및 관리 시스템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학원·교육·기타업종

DATE. 2022

PROJECT. 전남여고

반응형 홈페이지

학사일정 공유시스템

교직원 소개 시스템

회원별 권한부여

18 WWW.DI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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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DATE. 2021

PROJECT.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반응형 홈페이지

코로나19상황판 시청 동기화

감염병 발생현황 동기화

감염병 정보검색 시스템

DATE. 2021

PROJECT. 광주광역시 AI종합지원센터

반응형 홈페이지

지원사업 메뉴얼 시스템

멘토링신청/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20 WWW.DIAM.KR

Client

DATE. 2020

PROJECT. 밝은안과21병원

반응형 홈페이지

자가진단 테스트 프로그램 구축

상담 관리 시스템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병원·의료기기

DATE. 2020

PROJECT. 안과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단

반응형 홈페이지

기업지원 모니터링

기업-과제관리

성과관리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병원·의료기기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단
Ophthalmic Optic Medical Device Globalization Team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21

DATE. 2021

PROJECT. 한국 천연염색 숨

반응형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웹 표준 준수

DATE. 2021

PROJECT. 전남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반응형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웹 표준 준수

Client

Client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학원·교육·기타업종

Web & Mobile 반응형 홈페이지 학원·교육·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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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lient

Web & Mobile 쇼핑몰 학원·교육·기타업종

Web & Mobile 쇼핑몰 학원·교육·기타업종

DATE. 2022

PROJECT. 지혜의숲

쇼핑몰(PC, 모바일)

가맹점 현황 동기화

등급별 차등 주문 시스템

DATE. 2022

PROJECT. MBC아카데미 연극음악원 강남본점

반응형 홈페이지

오디션 접수 시스템

SNS 연동

게시판 커스텀



Client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23

Client Web & Mobile 쇼핑몰 프렌차이즈·외식업·식품

DATE. 2020

PROJECT. NH장볼타임 쇼핑몰

PC / Mobile / APP(IOS·Android)

상세페이지 제작

이벤트 배너 제작

오픈마켓 시스템

정산관리 시스템

Web & Mobile 쇼핑몰 학원·교육·기타업종

DATE. 2022

PROJECT. 베스트 건축자재109

쇼핑몰(PC, 모바일)

전자결제시스템

브랜드별 상품 페이지



24 WWW.DIAM.KR

Web & Mobile 상세페이지 기타DIAM

CLIENT. 한국천연염색숨

DATE. 2021

PROJECT. 천연염색 마스크

CLIENT. 구례에서

DATE. 2021

PROJECT. 구례에서 곤룡포부채

CLIENT. 구례에서

DATE. 2021

PROJECT. 압화부채 체험키트

CLIENT. 백련동 편백농원

DATE. 2021

PROJECT. 백련동 편백도마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25

Web & Mobile 상세페이지DIAM 식품

CLIENT. 더원푸드

DATE. 2021

PROJECT. 가현 새싹삼 장아찌

CLIENT. 고흥군수협

DATE. 2020

PROJECT. 우주구운맛돌김

CLIENT. 국민농산

DATE. 2021

PROJECT. 햇살담은 으뜸곡 13종

CLIENT. 서울떡방앗간

DATE. 2020

PROJECT. 자연건조국수



Web & Mobile 상세페이지

26 WWW.DIAM.KR

DIAM 식품

CLIENT. 싸움의 고수

DATE. 2021

PROJECT. 1인보쌈 밀키트

CLIENT. 프롬네이처

DATE. 2020

PROJECT. 근본있는요리생활 육수근본

CLIENT. 피아골미선씨

DATE. 2020

PROJECT. 프리미엄 만능소스 만능쌈장 

CLIENT. 남해바다수산

DATE. 2020

PROJECT. 남해바다 활어문어



Web & Mobile 상세페이지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27

식품DIAM

CLIENT. 남도농산

DATE. 2021

PROJECT. 자몽콤푸차

CLIENT. 미트타임

DATE. 2020

PROJECT. 미트타임 시래기 돼지국밥키트

CLIENT. 쌍지뜰

DATE. 2020

PROJECT. 오븐에 구운 방울유과

CLIENT. 송오당

DATE. 2020

PROJECT. 송오당 포기김치



Client

28

DATE. 2020

PROJECT.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라지원단 CI

Identity Logo(CI·BI)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WWW.DIAM.KR



Client

29

DATE. 2020

PROJECT.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dentity Logo(CI·BI)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



Client

30

DATE. 2021

PROJECT.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BI

Identity Logo(CI·BI)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WWW.DIAM.KR



Client

31

DATE. 2022

PROJECT.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CI

Identity Logo(CI·BI)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



Client Identity Character

DATE. 2021

PROJECT. 에코드림 캐릭터 개발

32 WWW.DIAM.KR

기타



DATE. 2019

PROJECT. 모시토마토호떡 캐릭터 개발

Client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33

Identity Character 프렌차이즈·외식업·식품



Logo(CI·BI)

34 WWW.DIAM.KR

IdentityDIAM 교육·식품·기타업종

(주)미리정보통신 CI

지혜의 숲 BI

KPS파트너스(주) CI

펀펀잉글리쉬 CI

베스트건축자재 백공구 BI

늘해랑태권도 CI

miri information&communication



Identity Logo(CI·BI)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35

DIAM 교육·식품·기타업종

목임당 BI 리클 BI(주)세원이엔에스 BI

드림원 CI 딜리셔스밀 BI 바다손애 BI



Client Editorial Annual Repor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36 WWW.DIAM.KR

DATE. 2021

PROJECT. 2020광주광역시 감염병감시연보



Client Editorial Annual Repor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37

DATE. 2020-2022

PROJECT. 광주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DATE. 2020-2021

PROJECT. 전남6차산업 탐험 가이드북

Client Editorial Annual Repor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38 WWW.DIAM.KR



Client Editorial Annual Report 학교·교육시설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39

DATE. 2022

PROJECT. 고려대학교 특성화보고서



DATE. 2021

PROJECT.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소식지

Client Editorial Annual Repor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40 WWW.DIAM.KR



Clien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41

Editorial Annual Report

Client Editorial Catalog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DATE. 2021-2022

PROJECT. 빛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

DATE. 2020

PROJECT.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연간소식지



42 WWW.DIAM.KR

Client

Client

Editorial

Editorial

Catalog

Catalog

프렌차이즈·외식업·식품

프렌차이즈·외식업·식품

DATE. 2021

PROJECT. 홀더형 카다로그 및 팜플렛

WWW.DIAM.KR

DATE. 2021

PROJECT. 다국어 홍보책자



Clien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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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letEditorial

Client Editorial Leaflet 공공기관 관공서 센터

DATE. 2020

PROJECT.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홍보전단 & 리플렛

DATE. 2021

PROJECT.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홍보리플렛



Client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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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Leaflet

Client Editorial Leaflet 교육시설

DATE. 2021

PROJECT. 광주베이스볼클럽 홍보 리플렛

Editorial Leaflet 교육시설

DATE. 2021

PROJECT. 어린이 영어 교재 및 리플렛

� � � � � � � � � � � � � � � � � � � � �



Client Editorial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45

의료기기·기타Leaflet

Client Editorial Leaflet 의료기기·기타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

DATE. 2021

PROJECT. 울트렉스 팜플렛 및 전단

DATE. 2022

PROJECT. 영문 홍보 팜플렛 및 전단



DATE. 2021

PROJECT. 레신저스 제품 패키지 

Client Package 박스·제품 패키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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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ckage 박스·제품 패키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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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

PROJECT. ELS550 제품 패키지



DATE. 2020

PROJECT. 곡물 미숫가루 패키지

Client Package 박스·라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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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ckage 박스·라벨 식품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49

DATE. 2021

PROJECT. 설악개똥쑥 청호수 음료 라벨

(주)신디랩



Client Package 박스 및 라벨 기타

50

Package 박스 및 라벨 기타

DATE. 2021

PROJECT. 교육용 밀키트 박스 패키지

Client Package 박스·라벨 식품

WWW.DIAM.KR



DATE. 2021

PROJECT. 갈비가든 슬리브 패키지

Clien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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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그라비아 식품



DATE. 2020

PROJECT. 해초 장아찌 그라비아 패키지 4종

                 해초 장아찌 슬리브 패키지 4종

Client Package 슬리브·그라비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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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ckage 박스 및 라벨 기타

53

Package 박스 및 라벨 기타

DATE. 2021

PROJECT. 곱창김 비닐 패키지

Client Package 식품비닐 패키지

©2022 DESIGN IA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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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ckage 박스·라벨 식품

DATE. 2021

PROJECT. 세진 멸치액젓&새우젓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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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ckage 박스·라벨 기타

DATE. 2020

PROJECT.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라벨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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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홍보영상Photo & Video

Client Photo & Video 홍보영상 기타

DATE. 2021

PROJECT. 시민인식조사 & 정책연구보고 영상

DATE. 2021

PROJECT. 우산신협 홍보영상



Client Photo & Video 홍보영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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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hoto & Video 홍보영상 기타

DATE. 2021

PROJECT. 2021 대학혁신포럼 전남대학교 온라인부스 영상

DATE. 2020

PROJECT. 루미앙 루체포체 파노라마 VR

AI종합지원센터

(주)우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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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Video 제품촬영 기타DIAM



Photo & Vide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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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 제품촬영



893-81-01787

제202110277호

제0114-2018-00672

B19-167915

제09064호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제2019-0507-01117호

시스템관리 제2019-0514-00967

인터넷서비스 제2019-0563-00704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제2019-0508-00915

제20200115764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부설연구소

여성기업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직접생산확인 증명

벤처기업



WWW.DIA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