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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마케팅, 이제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에 최적화된  

통합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XID Reel

https://youtu.be/sO2PJZ9UHvI


OVERVIEW

통합 브랜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엑스아이디입니다.

엑스아이디 (XID) 

권혁태 

2005년 7월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 그래픽 디자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909호 

Tel : 070.4109.4687      Fax : 02.6455.1287 

http://www.xi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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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UI/UX PRINT

PACKAGE BRAND PHOTO

MOTION MARKETING PRODUCT

ABOUT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고객과의 브랜드 접점을 찾기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웹사이트, 그래픽 디자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단편적인 시각의 접근으로 사용자에게 브랜드를 경험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

에 없기에 엑스아이디는 기업이 원하는 본질을 찾으려 노력하고 다양한 마케팅의 접점을 찾

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CESS

엑스아이디의 업무 진행은  
체계적인 방식과 유연함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DESIGN  
CONSULTING
브랜딩 / 온라인 프로모션 / 디지털 마케팅 /  

모바일 / 미디어

GRAPHIC  
DESIGN
UX/UI / 웹사이트 / 편집디자인 / 패키지디자인 /  

브랜딩 / 포토그래피 / 멀티미디어

MAINTENANCE

웹사이트 / 그래픽디자인 / 온라인 마케팅 /  

디자인 연간계약

DEVELOPMENT

웹사이트 / 모바일 / E-커머스

BUSINESS AREA

엑스아이디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LIENTS

엑스아이디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오고 있는 파트너 고객사입니다.





IMC DESIGN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고 웹사이트, 편집디자인, 패키지등  
해당 업무에 따라 업체를 찾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작업된 소스를  
필요한 해당 업체에 각각 전달하는 방식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다양한 
업무를 연계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입니다. 



PROJECT BRIEF

바티스트는 여성의 아름다운 헤어 관리를 위해 힘써온  

영국 판매 1위의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드라이샴푸 브랜드 

입니다. 바티스트의 모델 섭외, 사진 및 영상 촬영, SNS 컨텐츠, 

영상 제작, 판매용 제품 전시대 등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SERVICES

바티스트

사진촬영 

영상촬영 

SNS 컨텐츠

브랜드 에셋 

영상편집

흔들고! 뿌리고!  
마사지 해주면 끝!  
매일매일 상쾌하게



MODEL PHOTOGRAPHY
모델 촬영



BRAND VIDEO
브랜드 영상

https://youtu.be/otSMFTkqxwU


HANG SHELF
매장 전시대



SNS CONTENTS
바이럴 컨텐츠



KEY VISUAL
키비주얼



PROJECT BRIEF

영국의 여성청결제 1위 브랜드 Femfresh의 2019년 아시아  

프로모션을 위해 통합 마케팅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Femfresh라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일관성있는 디자인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였고 

모델 섭외, 스토리 기획, 촬영까지 펨프레쉬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여 통일성있는 디자인 산출물을 제작하였습니다.

SERVICES

펨프레쉬

사진촬영 

영상촬영 

SNS 컨텐츠

브랜드 에셋 

영상편집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그 날의 선택 
펨프레쉬 여성 청결제



PHOTOGRAPHY
사진촬영



BRAND VIDEO
브랜드 영상

https://youtu.be/0HFGc4DkyCg


HANG SHELF
매장 전시대



SNS CONTENTS
바이럴 컨텐츠



KEY VISUAL
키비주얼



PROJECT BRIEF

제주의 좋은 재료로 만든 상품들을 엄선해 한가득 담아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성어린  

제주특산물 선물세트 브랜드를 제작하였습니다

SERVICES

제주한가득 선물세트  
브랜딩 디자인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로고 디자인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촬영

패키지 디자인 

리플렛 디자인



PACKAGE DESIGN
패키지 디자인



PACKAGE DESIGN
쇼핑백 디자인



ONLINE CONTENTS DESIGN
상품소개 온라인 컨텐츠



ONLINE CONTENTS DESIGN
상품소개 온라인 컨텐츠



LEAFLET DESIGN
리플렛 디자인



PROJECT BRIEF

게이트맨의 X300은 프리미엄 도어록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어록" 컨셉을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텐츠를 총괄하여 크리에이티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SERVICES

1.8초,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어록
게이트맨 X300 통합 마케팅

제품촬영 

영상촬영 

브로셔

상세페이지 디자인 

영상편집 

신문광고



PRODUCT PHOTO
제품촬영



PRE LAUNCHING VIDEO
신제품 런칭 프로모션 영상

https://youtu.be/rt-weku3i0k


PREMIUM BROCHURE
프리미엄 브로셔



ONLINE CONTENTS DESIGN
제품소개 온라인 컨텐츠



NEWSPAPER ADVERTISE
신문광고



SEMINAR & 20TH ANNIVERSARY
마케팅 세미나 및 패밀리데이 행사



PROJECT BRIEF

캐시아커피하우스의 B.I를 비롯하여 각종  

어플리케이션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심볼마크는  

커피빈과 계수나무를 심볼화 하여 커피하우스의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간결한 폰트와 심볼을 

결합하여 캐시아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BI제작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작업 및 전체적인 촬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SERVICES

캐시아 커피하우스 
브랜딩 디자인
캐시아 커피하우스

제품촬영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LOGO DESIGN
브랜드 로고 디자인





APPLICATION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PHOTOGRAPHY
캐시아 촬영



PROJECT BRIEF

롯데기공의 프리미엄 보일러 IoT+의 통합 마케팅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품의 주요특징 4개를 기반으로 컨텐츠 

정보를 구성하여 강조하였고 이미지와 아이콘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SERVICES

롯데가 만든 
프리미엄 보일러
프리미엄 콘덴싱 IoT+ 통합 마케팅

제품촬영 

리플렛

상세페이지 디자인



PRODUCT PHOTO
제품촬영



LEAFLET DESIGN
제품소개 리플렛



LEAFLET DESIGN
제품소개 리플렛



ONLINE CONTENTS DESIGN
제품소개 온라인 컨텐츠



PROJECT BRIEF

워터픽의 660k 제품에 대한 통합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의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 워터픽만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컨텐츠 작업과 촬영, 브로셔 제작 등 

전체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SERVICES

워터픽 660K 
통합 디자인
워터픽 코리아

제품촬영 

리플렛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 사용안내 영상



PRODUCT PHOTOGRAPHY
제품 촬영



ONLINE CONTENTS DESIGN
제품별 온라인 컨텐츠



HOW TO MOTION
제품 사용 안내 영상

https://youtu.be/UV33kDIiAQ0


PRODUCT LEAFLET
워터픽 리플렛 디자인



ANNUAL DESIGN CONSULTING

연간 디자인 
컨설팅
기업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디자인실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다수의 디자인 인원의 구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수의 디자이너로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 업무를 연간 계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업무
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PROJECT BRIEF

㈜코마테크와 디자인 연간 계약을 통하여 브랜드 프리디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브랜드가 일관성있는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여러 매체에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디자인 산출물들을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SERVICES

기술과 디자인을 창조하다.

제품촬영 

웹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영상 편집

상세페이지 디자인 

브로슈어 

영상 촬영



WEB DESIGN
웹디자인 | 코마테크 홈페이지 리뉴얼



WEB DESIGN
웹디자인 | 프리디 홈페이지 리뉴얼



WEB DESIGN
웹디자인 | 주파수닷컴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ONLINE CONTENTS DESIGN
강화유리 액정필름 온라인 컨텐츠



PHOTOGRAPHY
충전스탠드 연출컷 촬영



PRODUCT DESCRIPTION VIDEO
프리디 충전스탠드 소개 영상

https://youtu.be/tBlAJd9Fe1o


CHARGING STAND BROCHURE DESIGN
충전스탠드 브로슈어 디자인
CHARGING STAND BROCHURE DESIGN
충전스탠드 브로슈어 디자인



CHARGING STAND PACKAGE
충전스탠드 패키지 디자인



PROJECT BRIEF

올프레쉬와 디자인 연간계약을 통하여 과일 소믈리에가 

직접 고르고 판매한다는 고객사의 성격을 반영&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기획하며 일관성있는 디자인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여 올프레쉬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 산출물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ERVICES

과일 소믈리에가 직접 고른 과일, 올프레쉬

제품촬영 

웹 디자인

상세페이지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PRODUCT PHOTO
제품촬영



WEB DESIGN
웹페이지 디자인





MOBILE DESIGN
모바일 디자인



ONLINE CONTENTS DESIGN
과일상품별 온라인 컨텐츠





PROJECT BRIEF

토탈 뷰티 디바이스 클렌슈어와 디자인 연간계약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일관성있는  

디자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였습니다.  

모델 섭외, 촬영, 그리고 결과물까지 클렌슈어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여 통일성있는 디자인 산출물을  

제작해주었습니다.

SERVICES

피부 본연의 광채를 선사하는 토탈 뷰티 디바이스

제품촬영 

영상 촬영

상세페이지 디자인 

영상 편집



PHOTOGRAPHY
제품 촬영



HOW TO MOTION
제품별 사용 안내 영상

https://youtu.be/SCuAL_g2xc4


ONLINE CONTENTS DESIGN
제품별 온라인 컨텐츠





DESIGN PORTFOLIO

분야별 
포트폴리오
기업의 브랜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 중 꼭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기업의 이미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요소로 브랜딩을 통한 온라인, 디지털마케팅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디자인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PROJECT
호텔신라 출장자 관리시스템 
SAMSUNG RESERVATION SYSTEM  
웹사이트 & 앱

CLIENT
THE SHILLA

PROJECT
VAROH 블루투스 스피커  
웹사이트

CLIENT
BH ACOUSTEL

http://www.varoh.com/


!"#

PROJECT
SGA 반응형 웹사이트

CLIENT
SGA

PROJECT
경기도문화원 반응형 웹사이트

CLIENT
경기도문화원연합회

http://www.sgaemb.kr/html/main.asp
http://ggjournal.mypro.co.kr/web/src/main.php


!"#

PROJECT
CNB 웹사이트

CLIENT
씨엔비텍

PROJECT
발해 웹사이트

CLIENT
BH ACOUSTEL

http://www.bhacoustel.com


!"#

PROJECT
구강스캐너 S/W GUI

CLIENT
덴티움

PROJECT
레인보우 밀 GUI

CLIENT
덴티움



!"#

PROJECT
다아름 셋탑박스

CLIENT
방송통신위원회



!"#

PROJECT
타타대우 텔레메틱스

CLIENT
타타대우



!"#

PROJECT
SK C&C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CLIENT
SK C&C



!"#

PROJECT
스마트리빙 앱 디자인

CLIENT
게이트맨



!"#$%

PROJECT
제품안내 브로셔

CLIENT
게이트맨



!"#$%

PROJECT
삼해명가김 카탈로그

CLIENT
삼해상사



!"#$%

PROJECT
자이 키오스크 IDEA 보드

CLIENT
GS건설

PROJECT
한컴 기업소개 브로셔

CLIENT
한컴



!"#$"%&

PROJECT
톤 블루투스 스피커 BTS-101, BTA-301 패키지

CLIENT
범진 CNL



!"#$"%&

PROJECT
블루투스 스피커 패키지

CLIENT
바로

PROJECT
도어클로져 패키지

CLIENT
킹 아사아블로이

PROJECT
올레 한끼컵 패키지

CLIENT
(주)송산



!"#"

PROJECT
아이버디 C.I

PROJECT
서진디자인 C.I



!"#"

PROJECT
톡페이 C.I

PROJECT
엣눅 C.I



!"#$#



!"#$#



!"#$"%

PROJECT
게이트맨 후크 실험 영상

PROJECT
스마트버튼 PopPoP 홍보영상

PROJECT
워터픽 CF

PROJECT
프리디 무선충전패드 홍보영상

PROJECT
게이트맨 신뢰성 테스트 영상

PROJECT
워터픽 CF

https://youtu.be/cXETYqgGB3U
https://youtu.be/cXETYqgGB3U
https://youtu.be/-hTkdxHAsvk
https://youtu.be/E7y32mssyP8
https://youtu.be/TboZYvoplUo
https://youtu.be/k9vlP0Mj5rs
https://youtu.be/LcTvqXHM5vI
https://youtu.be/-hTkdxHAsvk
https://youtu.be/E7y32mssyP8
https://youtu.be/TboZYvoplUo
https://youtu.be/k9vlP0Mj5rs
https://youtu.be/LcTvqXHM5vI


!"#$"%

PROJECT
게이트맨 스마트리빙 서비스

PROJECT
워터픽 코리아 소개영상

PROJECT
베베슈어 2in1 멀티포티 홍보영상

PROJECT
나루 마스크 R5 홍보영상

PROJECT
리아네이처 사용안내 영상

PROJECT
LED 아웃도어 스피커 홍보영상

https://youtu.be/Ay9xLExO5lM
https://youtu.be/MailCix5tJI
https://youtu.be/kSFbrR0NQjQ
https://youtu.be/53frOhSdJE4
https://youtu.be/RwuYvUHFwzI
https://youtu.be/VSEBjMIu05A
https://youtu.be/Ay9xLExO5lM
https://youtu.be/MailCix5tJI
https://youtu.be/kSFbrR0NQjQ
https://youtu.be/53frOhSdJE4
https://youtu.be/RwuYvUHFwzI
https://youtu.be/VSEBjMIu05A


엑스아이디는 고객의 브랜드를 함께 교감하고 

더 나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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