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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귀사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he creative and technical design created by profesional designers
will be more powerful in order to be a pure business partner.
2018년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광고회사로 설립된 레드박스는 홍보 및 광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여러 매체에 적용되어지는 홍보물을 디자인이라는 절대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드박스는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l 쇼핑몰 창업 l 카탈로그 / 브로슈어 l 팜플렛 / 리플렛 l 홍보동영상 l 전자카탈로그 l
패키지디자인 l CI / BI / 로고 l UI / GUI l 신문 / 잡지광고 l 전시회 / 배너디자인 l 기념품 / 판촉물등 홍보인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창조해 내는 독창적이면서도 기술적인 디자인은 항상 진정한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한 큰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We will be a great partner
for y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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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Service Area

귀하의 성공을 위한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he creative and technical design created by profesional designers
will be more powerful in order to be a pure business partner.
회사명 : 레드박스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88-1 302호

설립일 : 2018년 4월

연락처 : 031.503.1900

주업종 : 광고기획

이메일 : hkb@redbox7.com

C.I / B.I
Design

Edito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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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
판촉물

사이트 : www.redbox7.com

We will be a great partner
for y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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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ype
A Type 연간 계약형

B Type 프로젝트 계약형

현재, 디자인팀이 없으십니까?

정기적인 디자인 업무가 많지 않으십니까?

레드박스와 함께 하시면 귀사의 성공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디자인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경제적인 가격에 진행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하여 매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과 복리후생 비용을 계산하면 디자이너 1명 유지비용은 작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상품 개발로 디자인 업무가 많지 않은 업체에 적합합니다.

더구나 디자인 직종은 시각, 웹, 제품, 가구 등 전문분야가 나눠지므로 모든 분야에 실무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란 더 힘듭니다.

전문적이고 빠른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 20년의 노하우로 트랜드에 맞는 디테일한 기획으로 현재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제품을 만들어드릴 것이며,
한번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수정 및 디자인 리뉴얼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립니다.

레드박스는 20년차의 수석디자이너가 귀사의 디자인 기획과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디자이너 2인 이상의 디자이너가 머리를 모아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의 상품들은 소비자로부터 '자지고 싶은 제품'이 될 것이며 이것은 곧,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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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파트너로서 신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레드박스는 설립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시, 시흥상공회의소, KT&G 상상마당, 안산문화재단등과
디자인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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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I / B.I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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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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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Web Design

상상의 힘 - 레드박스

Portfolio
UI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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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ditorial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