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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디자인서비스제공기업으로서다양한분야의디자인서비스제공과
디자인역량의산업투자를통하여디자인을통한산업생태계혁신에
앞장서는기업입니다.



15년에걸쳐 Editorial, Digital Media, Product, 

Package, CI/BI, Video Production, Advertising 영역에서

전문성을인정받으며빠르게성장해온디자인포르테만의

서비스개발방법론을집대성한서비스브랜드입니다.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와 제조 및서비스 공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디자인경영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포르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영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플렛폼의 발전과 IT인프라의 발전 속에 디자인 개발의 방법론 또한 진화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포르테는 워크스마트 기반의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 방법론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 역량의 극대화와 체계화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자인포르테의 창의성은 전통적인 매체와 도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발견’ 을 위하여 다양한실험정신과 디자인 협업 모델로
고객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크리에이티브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기술은 함께발전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에 접목하고자 하는
디자인포르테의 열정은 웹사이트 구축 뿐 아니라 UX/UI 개발 역량을 통하여 기업의 IT 및
IoT 서비스와 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기회를 창출하며 이를통하여
고객의서비스 가치를 한단계 더향상시킵니다.

디자인포르테는 보유한디자인 역량을 보다 능동적으로 산업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 및서비스의 개발및 생산에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매년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서비스및 제조업의 디자인 파트너사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를통하여 방식과방법의 창조를이루고
그결과를코어고객과 공유하며 함께성장하여 주변에선한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루어낸가치를공유가치창출(CSV)활동에협업으로 재투자하는생태계 사이클을
창조하고그울림을확산시킨다.”

VISION
디자인포르테는회사의비전을 과거의경험을 통해얻지않고, 목적을 통한
믿음으로획득합니다.
이를위해남다른 조직구성과 회사경영방식을통하여회사를 “전문가들의 놀이터
또는스튜디오” 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 남다른 컨셉창출로고객의 문제를해결한다.

- : 스스로의계발뿐만 아니라고객과함께 학습하고성장하는 문화를생성한다.

- : 성취와 성장의경험을자산화 하며, 주변에전파하여 선한영향력을 행사한다.

- : 기업활동을통해얻은과실을남다른방식과영향력있는행동으로사회에나눈다.

- : 모든과정에서 진정성을 유지하기위한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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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에대한통찰력을바탕으로고객의서비스와제품을디자인하는데그치지않고스토리텔링하고투자하고, 
확산시킬수있는능력을키우는데모든구성원들의역량을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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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무를수주하고합당하지않은인력의투입으로프로젝트가실패하는경우를우리는많이봅니다.
디자인프로테는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인력들을 투입률 100%로 투입하여디자인프로젝트의성공을이끌어드립니다.



“DDC”는 디자인포르테의 디자인개발 방법론입니다.

디자인포르테의 디렉터들에 의해정립된 수십년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디자인포르테만의
Work Smart 방법론은고객의 디자인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며, 체계화 해줍니다. 









www.samsungsmd.com www.topas.net



www.koreastock.co.krwww.myasset.com



www.toyota.co.kr



www.funkia.kr www.heinek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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