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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mpany

어글리스미스

(주) 어글리스미스

adDress

homepage

Business area

ceo 신정우

서울시강남구역삼동 678-1, 
마하빌딩 6층

WWW.UGLYSMITH.CO.KR

- 비즈니스컨설팅
- WEB, UI, UX , 브랜드디자인
- 웹/앱플랫폼개발



리서치는기획의기초입니다.
시장트렌드를파악하고분석하여
디자인콘셉트를구체화합니다.

Why

축적된경험,  트랜디함,  
숙달된감각을 바탕으로최적의

브랜딩을만듭니다.

Planning/
research

단순히보기만좋은결과물이아닌
스토리와의미가있는

가치있는 브랜드디자인을만들기위해
끊임없이소통합니다.

철저한시장조사기반의
전략적인기획

왜어글리스미스의디자인솔루션인가?

Design
experiences

채널에최적화된
고객경험설계

고객과의긴밀한소통
그리고스토리텔링

Communication/
storytelling



What we do? 온라인과오프라인에사용되는모든브랜딩서비스를제공합니다.

Brand design
Online 

advertismentsWeb/ui/ux

브랜드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SNS 마케팅을
시작하고 싶다면?

상품 상세페이지를
제작해야 한다면?

사업 아이디어를 웹/앱
에서 구현하고 싶다면?

logo

론칭하는 브랜드의
로고가 필요하다면?

editorial

리플렛, 팜플렛, 
포스터를
필요하다면?



What we do? 온라인과오프라인에사용되는모든브랜딩서비스를제공합니다.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리플릿

(2단 3단 접지 외) 
• 포스터
• 명함, 사원증
• 봉투
• 라벨, 패키지 디자인
• 제작은 위탁 생산

로고 디자인

• 로고 디자인
(가로형, 세로형, 단색형, 조합)

• 시안 총 3개/ 3회 수정
• JPEG, AI 파일 제공
• 총 제작 기간: 2-3일

1,000,000원부터

브랜드 디자인

• 로고 디자인
(가로형, 세로형, 단색형, 조합)

• 시안 총 3개/ 수정 제한 없음
• CI 가이드라인
• 응용 디자인 Look&Fell 제공JPEG, AI 
파일 제공

• 총 제작 기간: 4주일 이상

3,000,000원부터

홍보인쇄물

2,000,000원부터

온라인 광고

• 카드뉴스
• 인터넷 배너 이미지
• 자사 쇼핑몰 상세페이지
• 오픈마켓형 상세페이지

500,000원부터

• 카탈로그
• 브로셔

*페이지숫자/크기에따라다름 *페이지숫자/기획여부에따라다름



how we do?
프로세스별로체계적으로진행됩니다.

*제작물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습니다



PORTFOLIO

어글리스미스와고객이함께한작업물입니다.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연구소/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 CI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 응용 디자인 15종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연구소/컨설팅

브랜딩 디자인 패키지
- CI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 응용 디자인 15종



- CI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 로고 디자인재팬닥터 해외직구 쇼핑몰

브랜드 디자인



- 로고 디자인
- 홈페이지 디자인스마트랩스 투자 플랫폼

브랜드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 홈페이지 디자인ACI Advisory Group 글로벌 무역 컨설팅

브로슈어 디자인



- 명함 디자인
- 로고 디자인위메이크 에이전시

명함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 홈페이지 디자인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교육기관

브로슈어 디자인



- SNS 카드뉴스 기획 및 디자인

SNS 카드뉴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교육기관



상세페이지

타가베이비 베이비 샴푸/로션



·

shakit.co.kr



·

shakit.co.kr



· ·

www.bodeepsleep.com



· ·

www.bodeepsleep.com



· ·

www.bodeepsleep.com



· ·

www.bodeepsleep.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