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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posal

Our favorite partners make your
favorite accessories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보다 멀리 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편이 되어, 같은 고민을 함께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가곘습니다.

2010-2021 INCT Portfolio



Design Proposal

Establish a successful integrated design system
with strategic marketing and efficient processes for enterprises.

(주)아이앤시티의 전문가들은 기업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성공적인 통합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Our Service

아이앤시티의 비전은 사용자의 니즈, 행동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통하여 사용자를 행복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경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INCT vision is to make users happy with the design grounded on customer’s needs, emotions and behaviors, which would lead to the realization of enhanced brand value of 

a company for successful business managemen

디자인컨셉 및 CMF전략, 트랜드 분석, 기업 니즈 

분석 및 기획,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 

# Design Process

2010-2021 INCT Portfolio

Research IDEA Design GOALKick off Production

Our Vision



Design Proposal

INCT Introduce

INCT Process

기업의 니즈를 지향하는 맞춤형 프로세스로 각 단계별 순차 수행을 통해 제품의 Feature에 맞는 전략 및 컨셉을 찾아내며, 불필요한 요소와

과정 제거 및 효율적 과정을 진행합니다.

(주)아이앤시티는 2010년 설립 이후 R&D개발, Total Marketing Consulting, Product Design, SW/웹 개발을 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기업입니다. 기업의 매출 극대화, 제품의 홍보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On·Offline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유익한

라이프 서비스와 IT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앤시티의 전문가들은 기업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성공적인 통합적 마케팅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2010-2021 INCT Portfolio

- 자사 기술 및 제품 분석

- 내, 외부 환경분석

- 사용자 분석

- 트랜드분석

- Kick Off미팅

- 기업의 니즈 파악

- 아이디어 도출 및 적용

- 디자인 컨셉 및 CMF전략

-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

- 디자인 개발

- 시안 품평회

- 최종 품평회

- 의장 시방서 작성

- 예산 수립

- 결과물 납품

01

Research

02

IDEA

03

Design

04

GOAL



Design Philosophy

Accomplishment

아이앤시티는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인사이트 외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한 포어사이트까지 고려된 디자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아이앤시티는 시장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상품이 얼마나 많은 숙익성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하고 어떠한 사업과

브랜드가 연계성을 지니게 될지 예측하는 컨설팅 메커니즘을 지니고있습니다.

ProductDesign Proposal2010-2021 INCT Portfolio

2012

2016

2019

2020

2020

2021
(주)SPS : Wearable Design - Reddot design award ‘Winner’ 수상

RedDot Design Awards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KIDP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전주기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출바우처사업 디자인분야 파워 수행기관 선정

(주)아이앤시티 :  Vis Pro - Good Design Selection

Good Design Awards

(주)아이앤시티 :  MAVIN2 - Good Design Selection

Good Design Awards



ProductDesign Proposal

(주)SPS 

Wearable device , 2020

(주)TRUWIN

열화상카메라 키오스크 , 2020

(주)JEFNC

발열조끼  , 2020

(주)HUBIS

레이저웰딩기 , 2020

(주)SMARTKOREA

시약장 , 2020

(주)EVERTECH

스마트 미러 도어락 , 2020

CONTENTS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RFID
WearableDevice
물류산업과 제조산업의 업무능률을 효율적으로 높인 개인 

손목 착용형 Device 개발

3G 및 4G를 지원하는 스마트 워치 개발

- CGF 및 사업자 인증 경험 및 확보 능력

산업용 터치 기술 개발

- 장갑을 끼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있는 정전 식 

   터치 기술을 확보하여 작동 오류 최소화

내구성 있고 내구성있는 제품 개발

- 충격 완화를위한 내구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재질 적용

   및 방진, 방수 기능을 통한 제품 신뢰성 확보

ProductDesign Proposal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SPS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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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WearableDeviceColor Variation

Spec. 104(W)mm x 66mm(D) x 22m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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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WearableDeviceDevice Rotate Function

Spec. 104(W)mm x 66mm(D) x 22mm (H)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RFID Wearable Device. Little by little without knowing, Moment of ease

Rotate to scan barcodes and reduce load on the wrist and consider usability

360  Can be used by rotating

Rotat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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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Cabinet

Background

- 연구실에 사용을 하는 시약장

Concept

-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사선형의 느낌과 사용환경과는 사뭇 

   다른 컬러톤을 사용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제품과

   다르게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약장

Color Variation & Material

- White & Pink

- Metal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스마트코리아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주)스마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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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800.0(W)mm x 589.4mm(D) x 1990.0mm (H)

Reagent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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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800.0(W)mm x 589.4mm(D) x 1990.0mm (H)

Reagent Cabinet



Reagent Cabinet
Warm interior atmosphere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Laser
Welding Machine
Background

- 자동재배치 기능 및 반복 용접이 가능한 레이저 용접 기계

   외관하우징 디자인

Concept

-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더불어 진출하는 제조 분야의 

   혁신적인 이미지와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술력을 

   보여줄, 제품의 가치를 고려한 디자인

- 제품의 쓰임새를 분석하여 스포티한 컬러톤을 사용하여,

   제품자체의 활동적이며,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한 디자인

Color Variation & Material

- Black & Redwine 

- Metal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HUBIS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Spec. 534.0(W)mm x 437.0mm(D) x 400.0mm (H)

Laser
Welding Machine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Spec. 534.0(W)mm x 437.0mm(D) x 400.0mm (H)

Laser
Welding Machine



Laser Welding Machine
Fast and accurate operation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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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irror
Door Lock
Background

- 출입대상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며,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오는 스마트미러 도어락 디자인

Concept

- 전면부의 미러의 심플함을 통하여 현대가전의 인테리어와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으며, 제품 측면부 형상

   을 사선형으로 사용자의 사용시 시선각도를 고려한 제품

   디자인

Color Variation & Material

- Black & Silver

- In door : Plastic

- Out door : Metal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에버정보기술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KESP)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Spec. 

Out Door. 84.5(W)mm x 395.6mm(D) x 47.8mm(H)

IN Door.   84.5(W)mm x 395.6mm(D) x 62.1mm(H)

Smart Mirror
Door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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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irror
Door Lock
Spec. 

Out Door. 84.5(W)mm x 395.6mm(D) x 47.8mm(H)

IN Door.   84.5(W)mm x 395.6mm(D) x 62.1mm(H)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Smart Mirror Door lock. Comfortable space for peace of mind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Heat Vest
Remote Controller
Background

- 발열패드와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 디자인

Concept

-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CMF를

   고려하여 버튼, LED부분의 차이를 주어 제품의 담백함을

   제공한 디자인

Color Variation & Material

- Black

- Plastic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장은FNC 디자인 전주기사업과제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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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31.0(W)mm x 73.5mm(D) x 13.0mm (H)

Heat Vest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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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Vest
Remote Controller
Spec. 31.0(W)mm x 73.5mm(D) x 13.0mm (H)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HeatVest Remote Controller. My war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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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2020.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하려, 공공환경에서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 키오스크 개발

Concept

- 공공장소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음

   

Color Variation & Material

- Black & Silver

- Metal

작업년도

회사명 사업명

주최기관

2020

(주)TRUWIN 기술융합디자인지원사업

대전디자인진흥원

Thermal imaging
Camera Kiosk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ProductDesign Proposal

Spec. 260.0(W)mm x 110.0mm(D) x 1590.0mm (H)

Thermal imaging
Camera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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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260.0(W)mm x 110.0mm(D) x 1590.0mm (H)

Thermal imaging
Camera Kiosk



Thermal imaging Camera Kiosk
Warm interior atmosphere

2020-2021 INCT Product Team Portfolio



INCT DESIGN has always stayed one step ahead by innovating the designer/client relationship. it’s unique process, called “Design First”, proposes design ideas to client companies before they come with speci�cations. This allows innovative ideas
to set the companys direction. and results in their products leading the market. Through a partnership with INCT DESIGN. You’ll be able to see our future and your company’s future in a one of a kind product you had never even dreamed of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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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R A T E G Y  &  B R A N D I N G  

V I S U A L  C O M M U N I C A T I O N

B r a n d i n g  D i v i s i o n

I D E N T I T Y ,  E D I T O R I A L  &  P A C K A G I N G



D i r e c t o r ’ s  W o r k s

Professional Experience

디렉터스 주요 실적 - 네이밍 & 아이덴티티

당진시 도시통합브랜드, 해나루 BI, 당진항 CI, 캐릭터 개발

진천군 문화축제 캐릭터 개발

한국철도공사 - KTX 산천 Identity

현대기아자동차그룹 - 현대엠코 Corporate Identity

태광그룹 - 흥국생명 국문로고타입 개발 및 아이덴티티 로컬화 작업

(English Version_Total Identity 社 개발)

태광그룹 - 주식회사 이채널 Brand Identity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Identity

대구도시공사 DUCO Corporate Naming & Identity

(주)불스원 - Brand Package & Signage System

요진건설산업 Y City Brand Naming & Identity 참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Identity(KIDP지원사업)

(주)솜씨 - 솜씨환경디자인연구소 Identity

경기도시공사 Corporate Naming & Identity

(주)세라온홀딩스 Corporate Identity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POSIA Naming & Identity

EC Edutainment Corporate Identity

동부건설(건원 Tern-Key) - TRIAD HOTEL Naming & Identity

SH공사 동남권 유통단지 HIEAST Identity

(주)경방 - 타임스퀘어 Brand Naming(Consortium:브랜드메이져 社)참여

(주)신동아 건설 - 파밀리에 Brand Identity

삼양식품 - 프루웰 Corporate Naming & Identity

한국투자증권 - 트루워런트 Brand Identity

외 다수 프로젝트 수행



PROJECT

잇츠올레  /  네이밍 &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농업회사법인 올레 주식회사

CATEGORY

Food

PROJECT

에즈웰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주식회사 에즈웰

CATEGORY

IT Service

肉の煮付け
よく煮た肉をシクヒョ 丁寧に木目通りに裂いて
並べた肉醤油は 子を思う温かいお 母さんの気持ちです。

牛肉 | 호주청정우

beef (Australia) 33%

150g 室温保管
Room Temperature

Braised Meat
sterilized product



PROJECT

세레스 에프엔디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세레스 에프엔디 코퍼레이션

CATEGORY

Bio Medical

PROJECT

삼원푸드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영어조합법인 광천삼원식품

CATEGORY

Food



PROJECT

송산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농업회사법인 송산 주식회사

CATEGORY

Food

PROJECT

클라우드 바론  /  브랜드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에즈웰

CATEGORY

IT Service



PROJECT

맘스필  /  네이밍 &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영어조합법인 광천삼원식품

CATEGORY

Food

PROJECT

3-WAY 리빙랩  /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대전대학교

CATEGORY

Research Platform



PROJECT

위례더힐 55  /  브랜드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위례더힐 55

CATEGORY

Construction 

PROJECT

VASFLEX  /  브랜드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주)상광 

CATEGORY

Bio Medical



PROJECT

세이프텍리서치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주)세이프텍리서치

CATEGORY

Ships & Ocean Engineering

PROJECT

일미삼무  /  브랜드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JL-TECH

CATEGORY

Food Service

밥중심 건강밥상



PROJECT

(주)승우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주)승우

CATEGORY

Bio Medical

PROJECT

(주)헬스브릿지  /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2018

CLIENTS

(주)헬스브릿지

CATEGORY

Medical



PROJECT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료집  /  printed  2018

CLIENTS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CATEGORY

Government Agency

PROJECT

나노시스템 카달로그  /  printed  2017

CLIENTS

나노시스템㈜

CATEGORY

Equipment for Measurement



PROJECT

한스산업 카달로그  /  printed  2018

CLIENTS

한스산업㈜

CATEGORY

Safety Shoes

PROJECT

한스산업 잡지광고  /  printed  2018

CLIENTS

한스산업㈜

CATEGORY

Safety Shoes



PROJECT

플랜아이 i·Checker 매뉴얼  /  printed  2018

CLIENTS

㈜플랜아이

CATEGORY

Service and Management System

PROJECT

그림 분석의 이론과 실제  /  printed  2019

CLIENTS

개인

CATEGORY

Art Psychology



PROJECT

세이프텍리서치 카달로그  /  printed  2018

CLIENTS

㈜세이프텍리서치

CATEGORY

Ships & Ocean Engineering

PROJECT

세이프텍리서치 브로슈어  /  printed  2018

CLIENTS

㈜세이프텍리서치

CATEGORY

Ships & Ocean Engineering



PROJECT

SMI 제품 카달로그  /  printed  2017

CLIENTS

㈜에스엠인스트루먼트

CATEGORY

Noise & Vibration Solution

PROJECT

TDG 브로슈어  /  printed  2016

CLIENTS

㈜티디지

CATEGORY

Golf Equipment



PROJECT

잇츠올레 장조림 파우치  /  packaging  2018

CLIENTS

농업회사법인 올레 주식회사

CATEGORY

Food



PROJECT

잇츠올레 장조림 파우치·한끼컵 (일문)  /  packaging  2018

CLIENTS

농업회사법인 올레 주식회사

CATEGORY

Food



PROJECT

나노기술 나노닥터 패키지  /  packaging  2018

CLIENTS

㈜나노기술

CATEGORY

Engine Oil

PROJECT

SMI 음향카메라 박스  /  packaging  2017

CLIENTS

㈜에스엠인스트루먼트

CATEGORY

Noise & Vibration Solution



M
A

K
E 

IT
 M

EA
N

IN
G

FU
L

INCT DESIGN has always stayed one step ahead by innovating the designer/client relationship. it’s unique process, called “Design First”, proposes design ideas to client companies before they come with speci�cations. This allows innovative ideas
to set the companys direction. and results in their products leading the market. Through a partnership with INCT DESIGN. You’ll be able to see our future and your company’s future in a one of a kind product you had never even dreamed of before.

 
I N T E R A C T I V E  D E S I G N  

W E B  &  A P P  D E S I G N  O N  U S E R  E X P E R I E N C E

I n t e r a c t i v e  D i v i s i o n
P U B L I S H I N G  &  D E V E L O P M E N T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VISION OF INCT
아이앤시티 비전

PHILOSOPHY ON DESIGN
디자인 철학

아이앤시티의 비전은 사용자의 니즈, 감성, 행동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통하여 사용자를 행복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경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앤시티의 디자 인 철학은 고객중 심의 크리에티브 

디자인 통찰력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뿐 아니라 내면의 가치까지 

통합적 으 로  구 현해  최 상 의  만 족 을  전달 하 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소통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아이앤시티는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인사이트 외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한 

포어사이트까지 고려된 디자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만이 아닌 사용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컨설팅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아이앤시티는 시장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상품이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하고 어떠한 사업과 브랜드가 연계성을 지니게 될지 

예측하는 컨설팅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I N T E R AC T I V E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주요 지원사항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창업가 400내외 

대전시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중인 자

주최기관

[선(先) 사용 후(後) 지원(환급) 방식]

신청

선정자 정보

카드발급

카드사용

사용내역

지급

청년창업자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하나은행

교통비 식비 제품 홍보 상담활동비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주)아이앤시티와 하나은행이 함께 협력, 구축하였다. (주)아이앤시티는 

창업자의 카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처리과정과 이를 검토, 승인하는 관리자 기능을 웹솔루션을 

사용하여 담아냈다. 개인정보와 비용 관련 내역을 다루는 만큼 망의분리와 각종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 강력한 보안대비체계를 구축했다.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UX(User Experience)디자인은 화면에 구성된 수 많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시스템 가입부터 정산 결과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각적 흐름을 

제공하며, 기능을 핵심가치로 하여 의미맥락에서 벗어나는 장식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다.

우리는 보통 식사 여부를 묻고 대답을 얻은 뒤 무엇을 먹었는지 묻는다. 

이처럼 웹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과 관계와 흐름,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색상은 인간의 심리를 가장 먼저 자극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다양한 색의 

사용은 미적감각을 자극하지만, 현란하고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파악하는데 단점이 된다.

디자인은 기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뢰감과 시각적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적 신뢰감은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함으로써 획득된다.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자인 의미의 맥락과 맞닿은 요소의 구성 및 배치

절제된 색상 사용을 통한 시각적 구분

일관된 아이덴티티의 사용으로 쾌적한 사용자경험 제공



전용선을 사용한 암호화 패킷 통신과 VPN의 사용, IPIN인증, SSL, 방화벽을 통한 강력한 

보안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앤시티는 웹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퍼즐조각을 맞추듯 클라이언트의 요구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준비된 웹기반 정산 플랫폼

"아이앤시티의 준비된 플랫폼을 통해
 다각적인 상황을 맞춤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직근로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교육사업이다. 

사업 홈페이지 구축 프로젝트는 기업, 교육생 모집 및 관리에서부터 

교육과정 개설 및 수강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전스카이로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 조성된 스카이로드의 모든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소개, 메인프로그램, 편성시간표, 
이벤트, 포토존 등 스카이로드에 관한 궁금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해결가능하다.



한스산업

한스산업은 꾸준히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뜨거운 땀과 

열정을 쏟고 있다. 우수한 소재와 가격 경쟁력을 돋보이게 해줄 원만한 템플릿 디자인을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신발의 특색을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INNOVATING FOR THE FUTURE
DEPT. OF INTERACTIVE DESIGN 

송산올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문화를 창조하는 

잇츠올레의 브랜딩 가치를 담았다. 깔끔하고 정갈한 색상과 

레이아웃의 구성으로 완전성과 신뢰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청춘광장

<청춘광장>은 대전청년의 복지, 활동, 정책 등의 지원 및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대량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만큼 쉽고 체계적인 인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활동적인 청춘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완벽하게 최적화하였다.



테라테크노스
테라테크노스는 하이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자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절제된 색상의 선별과 사용, 요소와 공간의 최적화된 비율로 
진지한 연구소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레인보우아스트로 레인보우아스트로 홈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국문/영문)
http://www.rainbowastro.com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국문/영문)
http://www.rainbow-robotics.com



더 큐브 더 큐브 인생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모션 랜딩페이지 (반응형)
http://thecub.co.kr

대전 청춘광장 대전시 청년들을 위한 3개 공간 통합 홈페이지 (반응형)
http://daejeonyouth.co.kr



㈜엔씨디 기업 홈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국문/영문/중문)
http://ncdtech.co.kr

우성케미칼 회사, 제품 홍보 사이트 전체 리뉴얼 (반응형, 국문/영문/중문)
http://wsche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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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07호

042.935.5421

www.inct.co.kr

https://blog.naver.com/inctcokr/222283822464

INCT  Design Portfolio

Copyright 2018 INCT Product Team All Rights Reserved

We provide comprehensive design solutions to create whole new value
INCT Design helps clients’innovation through comprehensive and strategic design services in product design,

and brand design for business model development. Our focus is creating a new and compelling design language, which can
identify and differentiate the brand.

PRODUCT DI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