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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IGN PROPOSALS

OVERVIEW 개요



CREATIVE DESIGN PROPOSALS제안 배경

디자인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찾는 일입니다.

당신도 디자이너입니다. 
집을 꾸미기 위해 가구의 색을 결정하고 형태를 
선택하는 것 역시 디자인적인 결정입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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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ORTFOLIO TECHNIC 06OVERVIEW

디자인은 문제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가 가지는 
시간·비용·필요성 등의 제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CREATIVE DESIGN PROPOSALS제안 배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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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디자인헌터스는? CREATIVE DESIGN PROPOSALS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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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자인헌터스는 
수많은 대안들 중 가장 훌륭한 것을 찾고,

디자인으로써 소통을 하며, 그 답이 실용될 수 있도록

CREATIVE DESIGN PROPOSALS제안 의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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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디어 감성 비주얼
라이징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감성을 더하여,
임팩트있는 비주얼라이징을 통한 멋진 디자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CREATIVE DESIGN PROPOSALS CREATIVE DESIGN PROPOSALS제안 의도개요



CREATIVE DESIGN PROPOSALS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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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IGN PROPOSALS디자인헌터스는?회사소개

COMPANY

디자인헌터스는 소셜 플랫폼 (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등)을 기반으로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 영상 /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감독, 촬영, 편집, CG, 디자이너, 작가 등 각 분야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클라이언트와 브랜드를 위한 최적의 통합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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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IGN PROPOSALS

COMPANYOVERVIEW

CLIENT LIST회사소개

여러 클라이언트와 함께 디자인 / 영상 / 마케팅 세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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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IGN PROPOSALS

COMPANYOVERVIEW

디자인헌터스는?회사소개







해당 군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실사와 함께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문화재 관련 정보 
및 설화, 테마별 관광 코스 소개, 기본 관광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닌 한 권의 작품집이 됨과 
동시에 문화재 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양 문화재 가이드북

OVERVIEW COMPANY PORTFOLIO TECHNIC 16

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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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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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교회 안의 유아,초등,청년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Newgen 
부서의 소개 브로슈어입니다. 각 부서의 소개와 사진들이 수록
되었으며,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새로 단장한 공간을 길쭉청
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할렐루야교회 뉴젠 브로슈어



OVERVIEW COMPANY PORTFOLIO19 TECHNIC

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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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명소, 먹거리, 
관광정보 등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작가의 화
법을 통하여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같은 친근함
과 함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기자기한 디자인 요소들이 특징입니다.

서산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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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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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코스별 관광지를 소개하며,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와 
함께 실사, 그리고 아기자기한 디자인 요소들로 꾸며져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산 시티투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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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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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해당 군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실사와 함께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문화재 관련 정보 
및 설화, 테마별 관광 코스 소개, 기본 관광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닌 한 권의 작품집이 됨과 
동시에 문화재 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산 관광안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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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해당 군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실사와 함께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문화재 관련 정보 
및 설화, 테마별 관광 코스 소개, 기본 관광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닌 한 권의 작품집이 됨과 
동시에 문화재 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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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초록우산 후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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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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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충남 서산시의 대표 관광지들을 일괄적인 디자인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컬러 바레이션을 적용하여 하나의 시리즈물로 제작한 
관광 리플릿 시리즈 디자인입니다.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일러스트를 적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서산 홍보 리플렛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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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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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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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한국건축가협회 주최, 젊은건축가위원회 주관, 여성중앙· 갤러리정미소
·COMREMSYS가 후원하는 전시회 Howshow 시즌2 ‘옆집탐구’의 전시 
안내 리플렛 디자인입니다. 전시회 주제 (7팀의 건축가들이 전하는 7가지
집 이야기)에 맞게 각 건축가들을 캐리커처로 표현하였고, 팀별로 페이지
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우쇼2 옆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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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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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사진가 박초월의 개인 전시회 리플렛입니다. 전시회의 부제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어 원석에서 보석이 되어가는 듯한 그래픽을 표현했습니다.

돌에서 부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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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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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건축 관련 일러스트 작품들이 주가 되어, 캘리그
라피 띨빵군 작가의 슬로건과 어우러진 국제 건축 박람회의 배너입니다.

서울 국제 건축 박람회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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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프랭클린 클래너와 길쭉청년 한정훈 작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길쭉청년 감성 일러스트 노트를 광고하는 포스터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여 작가만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 길쭉노트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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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출시된 캐주얼플래너의 프로모션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 캐쥬얼 플래너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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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프랭클린 플래너의 지하철 광고 프로모션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  지하철 광고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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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벤트 &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프랭클린 플래너의 지하철 광고 프로모션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 지하철 광고 프로모션





































CREATIVE DESIGN PROPOSALS

TECHNIC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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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작 과정 CREATIVE DESIGN PROPOSALS

모든 영역의 전문적인 접근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전문 작가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구성

다양한 작가군의 
유니크한 
작품으로

차별성 부여

전문 사진가의
인물 ·사물 ·풍경

촬영을 통한 
이미지

유연한 디자인
으로

상호 만족 가능한
결과물 도출

STORYTELLING ILLUSTRATION PICTURE DESIGN



OVERVIEW COMPANY PORTFOLIO TECHNIC 60

기술 제작 과정 CREATIVE DESIGN PROPOSALS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소장가치와 대중성을 갖춘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각 분야별 전문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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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CREATIVE DESIGN PROPOSALS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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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CREATIVE DESIGN PROPOSALS제작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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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IGN PROPOSALS

디자인헌터스는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에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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