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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케팅 그룹
트레이드월드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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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Company Philosophy

Our Company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마케팅 그룹
트레이드월드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적의 물건을 만들려면

Who we are?

정말 다른 생각의 기초 위에 새로운 개념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착한 마음이 착한 디자인을 만듦이다. 차이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기존의 모든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여 마침내, 놀랄만한 수준의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차이이다.

더욱 체계화된 기획 그리고 혁신을 거듭한 디자인, 마음 속에 그려 왔던 원활한 소통 방식 또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으며, 완벽한 디테일을 갖추고 있죠. 우리는 각 분야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책임지는 시스템, 그리고

The purpose of our effort to create better things is the creation of better life and Better world.
It requires fresh and new concepts based on different and unique thinking, because only good mind brings good design.
The difference makes a better world.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마케팅 서비스 기반으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며 연구합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으며, 완벽히 새로워지고 깊이가 다른 (주)트레이드월드만의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This is the difference we want.

What we do.
각각의 필수 요소를 생각하며 독창적 아이디어 구상부터 포괄적 지식기반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 멋진 아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사용자들의 경험 디자인도 함께 연구합니다.

디자인 개발

기업홍보영상

웹/앱 개발

사용자와 소통하고 반응하는 디자인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 속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사용자의 환경, 패턴을

평이하고 단순한 접근방식의 마케팅과

고안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분석하고 예상 동선에 브랜드를 인지하는

콘텐츠 제공은 사용자들에게 그 어떤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기억으로도 남을 수 없습니다.

경험(UX), 화면(UI)을 고민해야 할 때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자와 소통할 수 없는 단방향 채널,

입니다. 재미있는 서비스이지만

그리고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설계합니다.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는 딱딱한 글과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사용자는 더욱

사진을 지양합니다.

편하고 재미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갈
테니까요.

Service

Our Clients

우리는
통합된 프로세스로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Brand eXperience

Overseas Exhibition Marketing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사회 문화적 인사이트를

Booth Installation, Ineractive Media, Digital Signage 등

바탕으로 표출하여 브랜드와 소비자의 최적의 만남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펼쳐지는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브랜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제공됩니다.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결합하여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창출합니다.

Partners
Communications Design

Media & Movie

디자인 개발에 있어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해

Interactive Film, Viral Movie, Motion Graphic 제작은

사용자의 경험과 환경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적합한 전략과 디자인을

감성소통의 스토리 라인과 화면 연출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Web & App Development

Product Design

Microsite, eCommerce, Hybrid App 개발 분야에서

제품에 대한 논리와 세밀한 분석 결과 중심으로 제품 디자인부터

고객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디자인/워킹(Working) 목업, 기구설계 및 금형, 제품 양산까지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최적화된 UI/UX를 설계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모든것을 진행합니다.

Our History

새롭게 탄생한 글로벌 마케팅 그룹
기술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단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2005. 03.

2005. 06.

2007. 09.

2007. 10.

2008. 06.

2008. 09.

(주)트레이드월드 법인전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정
KOREATRADE 광고대행사 단독 계약 체결

중소기업청 신기술 디자인 지원사업 주관업체 선정

대한민국 굿디자인 수상
(카라파크 외 6개 업체)

2008년 한국산업 및 기업총람 발행 제작
(460면 발행 190개업체 참여)

중소기업청 신기술 디자인 지원사업 디자인 수행

중소기업청 쿠폰제 경영컨설팅사 선정

서울시 산업진흥재단 학여울전시장
해외홍보물 시각 및 영상 제작업체 선정

대전테크노파크(바우처 지원사업) 디자인 업체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TRADE 발행 제작

2009. 06.

2010. 01.

2010. 06.

2010. 10.

2011. 06.

2011. 08.

대한민국 디지털이노베이션 대통령상 수상
(지능형교육로봇, 주식회사 이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제품디자인개발 수행사 선정

인천시 우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3개국 바이어와 102개 업체 수출상담)

동경기프트쇼 전시디자인 우수디자인상 수상
(Tokyo Giftshow Design Award 2010)

한국산업단지공단 선정 디자인개발 수행사

자사 제품 개발(핸드폰케이스 S-Zoom)

IF 디자인어워드 2011 선정
(매립형 자전거 거치대)

2011 추계 동경선물용품박람회 참가 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85개사 참가)

경기도 G디자인 개발 수행사 선정

2012. 12.

2014. 03.

2014. 09.

2014. 11.

2015. 10.

2016. 05.

일본디자인협회 업무 협약 체결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추계 동경 국제선물용품 전시회 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142개사)

인도네시아 소비재전시회,
중국 이유 상품전, 광저우 켄톤페어 계약 체결

대한민국 굿디자인 수상
(자사 상품 크리스탈 램프)

차이나하이웨이 자율마케팅 수행사 선정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시회 계약 체결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수행사 선정
수출기업화사업 수출마케팅 수행사 선정

2016. 06.

2017. 02.

2017. 03.

2018. 04.

2018. 06.

2018. 09.

수출프론티어지원사업 디자인 수행사
(경기수출기업협회)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기업 선정(BS분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디자인 개발 수행사 선정

농식품판로개척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경기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KOTRA 상반기 유망내수기업
eCatalogue 제작 사업 수행

판교테크노밸리 창업존 입주기업 디자인 수행
(얼스랩 외 29개 업체)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수출바우처 해외홍보/광고/전시회 수행사 선정

수출연계형지원사업 디자인 수행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수출바우처 홍보동영상 수행사 선정

KOTRA 하반기 유망내수기업
eCatalogue 제작 사업 수행

Global

Exhibition

Marketing

Design

Our Works

기업 홍보 영상

새로운 도전과 열정! 한양철강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웁니다.
자동차 Shock-Absorber용 강관 생산 및
가공, 조립 전문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스틸파이프 생산, 가공 및 조립의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영상 솔루션
브랜드의 가치를 생각하는 글로벌 마케팅 그룹 트레이드월드는 분야별 맞춤 디자인으로 전문성을 높이며,

고객사

한양철강 주식회사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감성을 완벽히 전달합니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기계, 자동차

타입

실사촬영, 2D+3D그래픽, 헬리캠

01

02

03

기업홍보영상

비즈니스영상

전시 박람회 영상

기업의 경영철학과 사업영역을

최고경영층과 영업부서의

CES, MWC, 소비재 전시회 등

품질 높은 LED 모듈, 오케이산업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시 박람회에서 신기술 및 미래 비전을

우리는 언제든지 고객 만족을 위한 자세가 항상 준비가

제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LED 모듈 생산과
High Power LED, 광고 물자 유통 등 다양한 광고

04

05

06

IR영상

제품 서비스 영상

기술영상

국내외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를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영업 활동을

R&D 분야의 선행 연구 기술 성과를

유도하는데 돕습니다.

지원합니다.

홍보합니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오케이산업

제작사

(주)트레이드월드

업종

LED조명, 광고

타입

실사촬영, 2D+3D그래픽, 헬리캠

All-in-one Solution System
해양 발전기 산업의 핵심 기업! 성도하이텍
기획

시나리오

연출

눈에 띄지 않는 섬세함을 생각하는 것.

최고 경영층의 경영 전략에 맞는 최적의

타겟 시청자를 섬세하게 고려한 메시지

기획 파트와 연출 파트의 긴밀한 소통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

영상 콘텐츠를 제안합니다.

전략으로 기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협업을 통해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어렵지만 더 높은 가치로 이어지는 가장 큰 것들.

전달합니다.

시각화를 구현합니다.

더 나은 품질을 향한 가장 핵심적인 태도.
지금까지 추구해 온 성도하이텍의 가치입니다.

촬영

편집

CG

4K UHD 카메라 및 High-tech

다수의 편집감독이 동시 편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2D/3D 모션그래픽 디자인

고객사

주식회사 성도하이텍

촬영장비를 자체 보유, 촬영 스탭진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층 더

역량으로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협업으로 세련된 영상미를 구현합니다.

빠르고 수정이 용이한 후반 작업이

구현합니다.

업종

모터, 해양 발전기

타입

실사촬영, 모션그래픽

가능합니다.

Our Works

기업홍보영상

첨단 IoT기술을 선도하는 그린텍

대한민국의 표준, PLK테크놀로지

첨단 IoT기술과 3차원 설계 및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영상인식 기술을 통한 다양한 물체인식, 타 기술과의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펌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연동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및 운송수단, 로봇 등

펌프 상태감시를 위한 수중 카메라 개발등 국가과제를

영상인식이 필요한 어느 분야에나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펌프분야의 IoT기술을 선도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그린텍

고객사

주식회사 피엘케이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펌프,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종

차량용 영상인식장치

타입

2D+3D 모션그래픽

타입

실사촬영, 헬리캠, 모션그래픽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기업 네맘이야

광학기기의 선두기업 에스아이티

친환경 종이을 활용하여 건강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고

전자화폐, 물류관리, 보안시스템 등의 다양한 핵심기술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성과 자신감을

토탈 솔루션 제공과 비주얼 재활용사업, 모바일&PDA,

높여줄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관이 용이한 제품을 개발 및 연구 하고

핵심역량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있습니다.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네맘이야

고객사

주식회사 에스아이티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친환경 교육 제품 개발

업종

전기 전자기계, 특수부품

타입

실사촬영, 모션그래픽

타입

3D 모션그래픽

바다의 신선함을 선물합니다. 청해랑

정직을 심는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청정해역서 생산된 수산물로 자사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인삼, 태극삼, 홍삼, 흑삼 등 고려인삼 제품 및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대한민국 수산물의

한방원료를 기초로 한 의약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과 마케팅 중심의

더 나가 수산물을 통해 한국의 청정함과 깨끗함을 함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청해랑

고객사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식품

업종

건강기능식품

타입

실사촬영, 헬리캠, 모션그래픽

타입

실사촬영, 헬리캠, 모션그래픽

Our Works

그래픽 디자인

신선한 우리밀로 옳은 빵을 굽는 강동오케익
전주의 풍년제과의 법인기업으로써 제과제빵 기능인
최초로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꾸준히 신제품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전주에서 여러
역사와 함께 전주를 지키고 있는 전주 토종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화된 기획 그리고 혁신을 거듭한 디자인,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냅니다.
홍보물, 카탈로그, 책자, 안내장, 명함, 포스터, 사보 등 세상의 모든 인쇄물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반영됩니다. 인쇄물은 기업의 얼굴과 같습니다.
인쇄의 결과가 곧 품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계와는 달리, 인쇄물에는 읽는 사람이 직접 실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심미적이고도 감성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강동오케익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식품

이러한 요소들까지 반영되는 섬세한 디자인을 입혀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인쇄까지 이르는 모든 절차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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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록/브로셔

아이덴티티(CI/BI)

마케팅 목표 실현을 위한 시각적 디자인을 극대화, 맞춤형 전략으로

기업의 경영 철학과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시각화 및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를 제공합니다.

명확하게 기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립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시대를 개척해가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인정 받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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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시 디자인

광고 목표를 설정하여 최적의 전략적 창의성으로 완성도 있는 신문광고,

잠재 고객에게 직접적인 프로모션 행사 시 정보 전달 및 이미지를

옥외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광고로 마케팅 목표를 실현합니다.

디자인하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구체화 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그립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홈 IoT, GUI 솔루션 개발

CCTV의 역사를 쓰는 기업! 영국전자

All-in-one Solution System

연구와 획기적인 기기 발명, 개발 그리고 각 환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획과 합리적인 사업을 성실히

기획 및 아이디어 돌출

디자인 개발

마케팅/인쇄/설치

수행해왔습니다. 전문특화된 일반 보안 감시시스템과

전문적인 수준의 경험 디자인 바탕으로

전략적 기획안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이 완료되면

특수목적의 영상카메라 시스템을 함께 보유하여 경험과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시작합니다. 방향, 심미성 등 모든 디자인

제작 과정 중 결과물의 관리 및 감독을

기술로 축척된 노하우로 그 해법을 풀어가는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지 관찰하며

콘셉트를 설정하고 더 발전 시켜줄 수 있는

실행하여 오류 및 불량을 확인하며

기술혁신기업입니다.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도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프로젝트

제작물을 점검한 후 서비스 운영 방식 및

이에 시장조사, 경쟁분석, 제품분석을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철저한 관리,

브랜딩, 마케팅 등에 효과적으로 제공

고객사

주식회사 영국전자

통해 전략을 기획입니다.

감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CCTV 개발, 제조

진행합니다.

Our Works

그래픽디자인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유진폴리텍크

산업기계 전문메이커, 대오정공

1990년 국내 최초로 심실링 테이프를 개발 양산하여

보다 향상된 성능의 제품생산을 추구하며,

국내외 아웃도어 관련 제품발전에 이바지하고

하이테크 중심의 21세기 산업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고객 만족과 가치

연구,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유진폴리텍크

고객사

주식회사 대오정공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기능성 아웃도어

업종

엘리베이터

기밀성 0.00의 기술력, 에이스윈도우

스마트 빌딩 복합 정보 솔루션, 석영시스템즈

기술력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퀄리티 있는 제품의 품질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가능성을 넘어 아름다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디자인까지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생성된 데이터의 전달과 관리를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아름다운 공간에 가치를

위한 플랫폼 솔루션 제공을 위해 고객의 성공적인

더해드립니다.

비즈니스에 앞장섭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시안

고객사

주식회사 석영시스템즈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창호

업종

BIM&BLM 솔루션 개발

한국 전통차의 자부심, 미와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닝아트

한국 전통차 전문 수출 제조기업으로 홍콩, 중국 등

사람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과 함께 상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글로벌 전통차류 제조기업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개발과 정보화촉진 그리고 세계화 선봉이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차를 현대적인 제조방법으로

미래지향적 경영이념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도약과

제품화하여 천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고 한국 농산물의

함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미와미

고객사

주식회사 모닝아트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식품

업종

생활가전

Our Works

그래픽디자인

노블에스 플러스 치약 포장 디자인
구강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금입자/은입자가 함유된 건강치약제조로 특허를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무한가치투자로 웰빙생활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보원바이오입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한국보원바이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구강전문제품 제조

모바일 앱 솔루션 개발 기업 디와이더

트라이캐치미디어 기업 이미지

주식회사 모일 브랜드 가드미

주식회사 금유산업 통합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라우터 및 IoT 기업 아이오텍스

주식회사 덴탈릭스 기업 이미지

이노시스 캐치라이트 포장 디자인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처럼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한 다용도 LED
랜턴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이노시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LED조명, 교통안전시스템

ADAS 캠, PLK 옵티안7 포장 디자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한 다양한 물체인식, 타 기술과의
연동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및 운송수단, 로봇 등
영상인식이 필요한 어느 분야에나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피엘케이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차량용 영상인식장치

Our Works

웹/앱 개발

영원한 빛을 담은 파시에티티
www.pasietiti.com

‘영원히 빛나다’는 뜻으로 가방 하나 하나에
영원한 빛을 담았습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경험을 토대로 30년 경력의 장인들이
모여서 만든 제품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 영원히
빛나는 감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진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매체들을 통합적이고 비교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매체를 구성하고 수립합니다.
매체별 최적화된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의 더 나은 연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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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

앱 개발

고객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해 모바일 사용자의 경험과 환경을 깊이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최적화된 UX/UI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있게 탐색하고 플랫폼에 적합한 전략과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트레졀콜렉션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특수피혁

신선한 우리밀로 옳은 빵을 굽는 강동오케익
www.gdocake.com

전주의 풍년제과의 법인기업으로써 제과제빵 기능인
최초로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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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신제품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전주에서 여러
역사와 함께 전주를 지키고 있는 전주 토종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마케팅

웹표준, 속도, 편리성, 보안등을 고려한 안전적인 시스템을 적용시키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 니즈를 통합하여 남다른 전략과 아이디어로

고객사

주식회사 강동오케익

무장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식품

CMS를 도입하여 폭넓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All-in-one Solution System
바다의 신선함을 선물합니다. 청해랑
제안

계약

기획

www.chlocean.com

기획자를 통해 웹/앱 개발에 대한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고객의 요구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청정해역서 생산된 수산물로 자사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구성 및 디자인 컨셉에 대해 제안서를

계약서를 작성 진행합니다.

트렌드 분석, 최적화된 웹/앱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대한민국 수산물의

기획합니다.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성합니다.

더 나가 수산물을 통해 한국의 청정함과 깨끗함을 함께
디자인

프로그래밍

검수 및 등록

플랫폼 설정 및 디자인 시안 제작을

디자인 코딩 진행과 함께 세부 웹

고객사의 최종 검수 후 모든 디바이스의

진행하며 고객사의 검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걸친 후 서버 활성화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완료합니다.

등록합니다.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청해랑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식품

Our Works

제품 디자인

지능형 로봇, 유로보
2002년 디자인 설계 시작으로 국내 로봇분야 업체로
용도와 프로그램 및 운동 구조를 분석하여 사용자와
교감 할 수 있게 고려하여 구현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노베이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5개국에 수출판매 중에 있습니다.

창조는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기업의 제품 기능은 물론 소비자의 감성도 만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에서 파생되는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우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우위 확보 및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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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기구설계

기업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을 설정하여 심미성, 생산성,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의 문제점을 최소화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이디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로봇

비트앤펄스 비콘 모듈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함께 무선 데이터 통신의 트래픽
증가로 인한 LTE 등의 4세대 이동 통신에서 필수적인
LTE 모듈/모뎀 개발에 디자인 분야로 참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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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단말기의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되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이 확대
되고 있다.

GUI

목업

제품의 색, 형태에 따라 최적의 GUI를 제공하며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철저히 확인 검토 후

고객사

주식회사 비트앤펄스

디자인 목업부터 워킹(Working) 목업까지 지원합니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무선 데이터 통신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해 본질에 가까운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All-in-one Solution System
가정용 가스 안전 밸브, 헤스타
기획

디자인

설계

주식회사 메츠의 가정용 가스 안전 밸브는 기존의

시장조사와 타사 제품의 비교분석 후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을 통해

파트별 레이아웃과 디자인 모델링을 통해

산업용 이미지에서 주방 가전기기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품의 개발 방향을 결정합니다.

품평회를 진행하며 선정합니다. 이 후

설계자와 조율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주방의 인테리어 적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주부들의

시방서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관합니다.

파트 리스트와 설계 도면을 이관합니다.

입장에서 심팔하고 스마트한 사용 인터페이스와
고급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업

금형

양산

시방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금형 설계를 검토하고 개별부품,

양산을 위한 작업지시서 등

조립성 검토를 통해 부품의 조립을

수정부품, 조립성검토, 성능검토 등

자재 조달 계획 수립 지원합니다.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설계

확인 후 인정 검사서를 작성합니다.

최종 BOM, 2D도면(조립도/부품도)을

수정을 진행합니다.

이 후 금형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생산에 이관합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메츠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산업용 안전 장치

Our Works

제품디자인

민영소프트 WAF 미니 무전기

이투에스 POS 단말기

무선 통신 기기는 기능성 제품으로서 전문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카드리딩 및 영수증을 발급할 수

수행하는 사용자들이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한손으로

있는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부품을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배치하였으며 기능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관과

각종 경쟁 모델 대미 기능적 특징을 감성적인 이미지를

상용자 중심의 휴대성과 사용성을 강조하여

제품에 부여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감을 부여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민영소프트

고객사

주식회사 이투에스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무선 통신 기기

업종

산업용 통신기기

Gen2wave 산업용 PDA

GMMC 커피머신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발전하여

사용자의 특징에 맞게 조작법이 간편하면서도 커피의

그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산업현장에서도

향을 풍부하게 하는 섬세한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각종 현장 환경에 맞는

형상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커피를 추출하고

기능형 디바이스를 탈부착할 수 있게 하여

추출 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게

견고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하였으며, 적절하고 다양한 소재를 결합하여 제품

개발되었습니다.

외장의 고급감을 부여하였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젠투웨이브

고객사

주식회사 지엠엠씨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산업용 모바일 단말기

업종

기기제조

모세시큐리티 하드 파쇄기

트레이드월드 크리스탈 램프 라이트닝 독

모세시큐리티의 하드파쇄기는

당사에서 자체 개발한 LED 라이트닝 독은 어떠한

내부 구조 조작 방법 및 인터페이스, 유지 관리 보수 등

공간에서도 고유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완벽히 분석 후

LED 조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충전, 거치대를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 심플하고 안전하게

겸비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디자인되었습니다.

고객사

주식회사 모세시큐리티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제작사

트레이드월드

업종

산업용 보안 장비

업종

디자인 개발

Our Works

전시 장치 디자인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시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은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기업의 이미지가 됩니다.
전시 및 그래픽의 새로운 디자인 제안부터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비전, 컨셉을 공간적/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효과적인 전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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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

그래픽 디자인

전시 공간 및 그래픽 디자인 컨셉을 고려하여

컨셉에 맞는 시각적 표현 및 제품과 기업 이미지 등

차별화된 전시 기획을 제공합니다.

모든 구성을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게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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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설치 시공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전 마케팅부터 전시 공간에서 제공되는

설치 규정, 설계 도면, 공간, 색채, 자재 등 전 과정을 철저한

콘텐츠를 토태로 효율적으로 사후 마케팅까지 지원합니다.

관리/감독하여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세계 보안 엑스포(SECON) 부스 디자인

All-in-one Solution System

기획

부스 설계

전시 작업 신고

전시회별 기획을 통한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계도면, 방염, 전기, 소방 등

공간구성, 연출을 기획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지

작업 신고가 이루어지며

설계합니다.

전시 컨셉의 방향을 맞추어 나갑니다.

디자인

시공

철거

설치규정, 도면 등 전시 목적에 맞는

설계 및 디자인에 준하여 목공, 시스템,

시스템 철거 및 폐기물 등

디자인을 제안하며 효율적인

공공그래픽, 기기설치 등 기획, 장소

안전하게 철거가 진행됩니다.

공간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비엔테 전시회 한국관 디자인

포슬린 페인팅 전시회 부스 디자인

Our Works

전시장치디자인

독일 페이퍼월드 한국관 부스 디자인

회사명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한국관 디자인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한국관 디자인

주식회사 트레이드월드

설립일

2005년 3월 10일

대표

김영호

주소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 메트로시티 C동 1311호

업태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종목

전시컨벤션, 디자인기획, 동영상물제작, 비디오물제작, 광고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산업디자인 및 기구설계 등

연락처

02-511-9022, office@tradeworld.co.kr
www.tradeworld.co.kr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