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CI-2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기업과제 설명자료

- 공모분야 : CI
- 응모과제 : (주)알렉스분석시험소 CI
- 과제범위 : CI 기본형(시그니쳐 포함),
응용형 3종 이상

1. 개발 필요성
- 기업명 : (주)알렉스분석시험소
- 카테고리 : 국제공인 전문분석기관

- 기업의 상징성 정립 및 존재감을 부각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이념 및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C.I를 개발하고자 함.

- 기업소개
알렉스분석시험소는 “환경적으로 훌륭

2. 반영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

하고 진보된 실험실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2010년에 설립 된 환경
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분석 기관
입니다.
수질 및 생태독성분석, 폐기물분석,
실내 공기질 분석, 건축자재 방출시험
분석 등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각 기관에 전달
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alexlab.co.kr

기존 디자인

- 한글 : 알렉스분석시험소, 영문 : ALEX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분석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반영
-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분석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이미지 반영
- 로고디자인(기성서체 그대로 적용 불가)은 필수이며, 그래픽모티브 또는
심볼 필수
- 심볼로고 스타일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추상적인 모양을 이용한 로고
- 키워드 : 젊은, 대중적인, 모던한, 단순한
- 컬 러 : 자유색

- 과제문의
(주)알렉스분석시험소 윤경채 팀장
070.5153.7104
alex@alexlab.co.kr
*문의시간 : 10:00 ~16:00

3. 디자인 활용계획
- 홍보물(명함, 브로슈어 등), 기념품 제작, 인터넷(웹사이트)
- 서식류(실험분석 일지 및 시험결과 성적서, 대·소봉투 등)

4. 참고자료
- 별도 첨부

과제번호 CI-2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첨부자료

기업소개

2019.

7.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인정분야 : 실내 및 기타환경
(KT859)

접수
번호

기관표기
응모과제 기업명

알렉스분석시험소 CI 디자인
작품설명(간략히)

안정감 있는 삼각형의 도형에
실험용 플라스크를 배치하여 실험을
통한 전문적인 기업,
전문분석기관임을 나타내었고
알렉스의 A 형태로
A등급의 성적으로 최고의
분석기관임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1. 세로는 작품만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사용
2. 작품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 할 경우
실격처리 됨
3.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과제번호 PK-1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기업과제 설명자료

- 공모분야 : 포장디자인
- 응모과제 : 패치류 3종 포장디자인
- 과제범위 : 파우치 3종&단상자 3종

1. 개발 필요성
- 기업명 : (주)한국비노프
- 카테고리 : 화장품 개발 전문기업

- 수출에 주력을 둔 해외 제품 ODM 제품 생산 및 직수출이었으나, 자체 브랜드의
포장디자인 개발로 국내·외 시장 진입을 계획 수립 중이며, 이에 따른 자체 포장
디자인이 필요함

- 기업소개
(주)한국비노프는 화장품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기획, 처방
개발, 디자인 개발, 제형 개발 등 ODM
전문회사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
하고 있습니다.

2. 반영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
- 경쟁사 패치 포장디자인과 차별성이 있고 심플하면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포장디자인
- 기본 1,000세트 이상을 제작해야 하므로 포장 작업의 용이하도록 제작
- 키워드 : 젊은, 대중적인, 모던한, 단순한
- 컬 러 : 자유색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차별화
된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제품으로
해외 글로벌 파트너 기업과 협력을
통한 관련 제품의 세계적인 트랜드를
만들며 이끌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bnofkorea.com
- 과제문의
(주)한국비노프 김영춘 대표
010.9001.9165

3. 디자인 활용계획
- 홍보물(카탈로그 등), 인터넷(웹사이트), 포장디자인

info@bnofkorea.com
*문의시간 : 10:00 ~16:00

4. 참고자료
- 별도 첨부

과제번호 PK-1

제품 설명 및 성분 표시 내용
- 제품내용 : 아크네 피부에 효과가 있는 패치류
- 타겟 : 10대 ~30대 여성
- 재질 : 알루미늄 파우치 및 종이 단상자
- 크기 : 미정

생산 중인 패치류

해외 판매 중인 (주)한국비노프 ODM 생산 제품 이미지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첨부자료

과제번호 PK-2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기업과제 설명자료

- 공모분야 : 포장디자인
- 응모과제 : 햄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 과제범위 : 선물세트 박스 1종

1. 개발 필요성
- 기업명 : (주)일양웰푸드
- 카테고리 : 친환경 햄&소시지

- 주력제품인 친환경/무첨가 햄, 소시지의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고자 냉장 제품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유통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요함

전문생산기업
- 기업소개
(주)일양웰푸드는 국내산 친환경
(무항생제) 돈육으로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햄&소시지를
생산하여 친환경 전문매장인 생활 협동
조합과 친환경 급식업체에 주로 공급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어육
소시지를 개발하여 미주 시장 수출과

2. 반영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
- 제품의 특성상(냉장제품) 보냉에 필요한 재질과 보냉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
- 선물세트 사이즈 미정
- 과대포장/재활용/손잡이/택배용이 여부고려
- 부담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의 모던한 포장디자인
- 안정감, 신선함

일반 시중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에도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
문화의 트랜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ilyangwf.co.kr
- 과제문의
(주)일양웰푸드 엄수민 주임
033.378.5700
iyr07@hanmail.net

3. 디자인 활용계획

*문의시간 : 10:00 ~16:00

- 선물용 홍보물(카탈로그), 홈페이지, 인터넷판매

4. 참고자료
- 별도 첨부

과제번호 PK-2

선물세트 구성 제품

2020 강원 기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첨부자료

접수
번호

기관표기
응모과제 기업명
㈜일양웰푸드
작품설명(간략히)

친환경 제품에 맞는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품을 스케치하여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1. 세로는 작품만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사용
2. 작품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 할 경우
실격처리 됨
3.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