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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Design │ Product Design │ Design Consulting

BEACON DESIGN OVERVIEW

BEACON DESIGN..
산업자원부 공인 디자인 전문 회사인 비콘디자인은 2002년 11월 설립이래 현재까지 500개 업체와
800여건의 시각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3개 업체의 연간 협약 프로젝트와
단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VISION
비콘디자인은 열정과 오랜 디자인 개발 노하우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귀사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로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HISTORY

2002
2017

인천시디자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및 포럼 주관 & 개최
밀라노디자인위크 국제기술교류단 참관
Kodfa It(잇:) Award상 심사위원 위촉
인천시중소기업디자인전문위원 위촉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주관 & 개최
디자인경영 CEO 과정 수료
Kodfa it Award상 심사위원 위촉
인천디자인포럼 주관 개최
인천상공회의소 디자인 재능기부패 수여
주)씨리얼 연간 업무협약 체결
주)미드무로 년간 업무협약체결
인천디자인 나눔지원봉사단위촉
인천디자인포럼 주관
인천시 비전기업 선정
최병철 대표 인천디자인협회 회장 취임
Good Design 심사위원 위촉
Kodfa 인천지부 회장 취임
전자교탁 Good Design 마크 획득
Kodfa 사단법인 한국디자인 협회 인증

인천 국제 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위촉
주)엘림 H&B 전 제품 로열티 계약
주)오디오프로브 전 제품 로열티 계약
인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 은상 수상
공공디자인 창작부분 대상수상
인천대학교 가족회사 인증
인천 기술 지원단 지도위원 위촉
인천 국제디자인페어 입선
주) Sims뮤직 연간업무 협약체결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자문위원 위촉
인천 자랑스런기업 인천시장상 표창
인천디자인 해외 기술교류 해외연수 참가
인천디자인 협회 인증(IDCA)
인천 중소기업 디자인 지도위원 위촉
산업자원부 공인 디자인 전문회사 인증(KIDP)
주)마라테크 연간 업무협약체결(2003-2008종료)
주)인텔리전자 연간 업무협약체결(2003-2009종료)
비콘디자인 설립
주)삼익악기 디자인팀 아웃소싱(2002-2012종료)

BEACON DESIGN OVERVIEW

IXD

IPD

UXD

Intelligent Experience
Design

Improved Product
Design

User Experience
Design

Product master
Lifestyle design
Trend creator

Human factors export
Comceptual design
Product design

UX designer
Interaction desiner
Graphic designer

Holistic approach to design service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디자인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의 혁신을 위한 제품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위하여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콘의 포커스는 명확히 정의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드를 위해 새롭고 강력한 디자인 언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Smart professional to know market
업계와 시장을 파악하는 스마트한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는 현 시대의 문화와 기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트렌드, 급변하는 시장 등을 분석하고 확실한 컨셉과
전략을 제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콘은 기대를 받는것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클라이언트와의 훌륭한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Value of company by systematic consulting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화된 디자인 컨설팅
인간 환경 친화적 사고에 의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브랜드의 전달력을 높이는 시스템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비콘은 14년간 P.I / B.I / C.I / S.I의 구축 노하우로 2014년을 기준으로 500여개의 양산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Approved by leading companies worldwide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들과 경쟁하며 성장하는 디자인전문회사
열정과 오랜 디자인 개발 노하우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로부터 인정받는 비콘은
세계 곳곳에서 디자인을 선도하는 디자인 회사들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 입니다.

BEACON DESIGN RANGE

DESIGN RANGE
비콘디자인은 클라이언트의 혁신을 위한 제품 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위하여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략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콘의 포커스는 명확히 정의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드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로 새롭고 강력한 디자인 언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Design
Consulting

Mass Production
Management

VISUAL
DESIGN

Product
Identity design

C.I / B.I
Identity design

PRODUCT
DESIGN

Catalogue
Brochure
Leaflet

Brand
design
Package
design

BEACON DESIGN PROCESS

DESIGN PROCESS
비콘디자인은 열정과 오랜 디자인 개발 노하우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위한 시스템화된 디자인 컨설팅 프로세스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Total Design Consulting을 수행합니다.

Products Deisgn Process │ 제품디자인
Discussion

Philosophy
&
Strategy

Characterize

Sample
Type

Presentation

Kick-Off
Meeting

Research
&
Concept

Development
Design Sketch

2D & 3D
Rendering

Drawing
&
Guide

Items

Trends Market

Development
Design Sketch

Design Manuals

Prototype
Follow-up

진단 및 제품기획

기초조사 및 분석

전략수립 및 컨셉도출

디자인 개발

제작결정 및 양산관리

Follow up

평가 및 사후관리

Visual Deisgn Process │ 시각디자인
Planning

Philosophy
&
Strategy

Characterize

Presentation

Kick-Off
Meeting

Research
&
Visual Positioning

Design
Concept

Primary, Secondary
Presentation

Final
Presentation

Contact Briefing

Research Analysis

Design Strategy

Deisgn Development

Development
Production

환경진단 및 기획

기초조사 및 분석

전략수립 및 컨셉도출

디자인 시안개발 및 수정

최종결정안 확정

Sample
Type

Design
Maintenace

제작·인쇄 감리

BEACON DESIGN ORGANOGRAM

DESIGN ORGANOGRAM
비콘디자인은 열정과 오랜 디자인 개발 노하우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위한 시스템화된 디자인 컨설팅 프로세스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Total Design Consulting을 수행합니다.

Organization Chart │ 비콘디자인 조직 구성도

총괄책임자

최병철 대표
기구설계

윤영한 특허법률사무소

최원락 실장

기구설계 및 시제품

수행책임자

IP권리화 부분

디자인개발에서 제작방법 및 설계와
관련된 자문과 생산 공정부분 자문

허건행 실장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기술 개발 방향
및 특허 활용 전략 수립 제공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략지원 (디자인자문)

최병철
허건행
옥상우
조원일

대표
실장
팀장
연구원

최영혜
심수진
한송희
공아란

실장
팀장
연구원
연구원

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 허도석 교수
가톨릭대 시각디자인학과 박영주 교수
경인여대 광고디자인과 이 진 교수

제품의 기술 및 메카니즘 연구

트랜드분석 및 그래픽연구

시장현황 및 환경분석

개발제품의 정확한 SPEC이해 및 확인
사용성과 워킹부분 등에 대한 연구 진행

감성적요소 및 사용자 트렌드 반영
디자인 형상 및 컬러, 소재 등 연구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진단하여
개발방향, 전략에 대한 연구 진행

BEACON DESIGN MAJOR EXPERIENCE

Major Experience │ 주요 사업실적
개발기간

제품디자인 개발 내용

발주처

개발기간

시각디자인 개발 내용

발주처

2016.08 - 2016.11

국내 및 해외수출용 공기청정기 제품디자인 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6.08 - 2016.10

에코매스코리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6.06 - 2016.08

전문 의료용 캐스터 제품디자인 개발

(주)삼송캐스터

2016.08 - 216.09

길이조절이 가능한 저장용기 수출용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퍼즐락

2016.03 - 2016.05

키홀더가 결합된 디지털 도어록 제품디자인 개발

(주)씨리얼

2016.06 - 2016.08

보급형 마이크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오디오프로브

2015.10 - 2015.12

감속기 모터 제품디자인 개발

(주)삼양감속기

2016.05 - 2016.07

수저살균기 및 휴대용 칫솔살균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5.08 - 2015.11

블루투스 기능의 휴대용 기타앰프 제품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6.04 - 216.06

네오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5.05 - 2015.10

해외 수출용 온장고 제품디자인 및 워킹목업 제작

인천중소기업청

2015.10 - 2015.11

인천공항 면세점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주)삼익악기

2015.04 - 2015.05

차량용 냉동기 제품디자인 개발

(주)동인써모

2015.05 - 2015.10

수출용 어쿠스틱 피아노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주)삼익악기

2014.08 - 2014.11

기능성 듀얼 형광펜 제품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5.08 - 2015.09

가정용 젖병살균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네오코

2014.08 - 2014.11

일반 병실용 콘솔헤드 제품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5.03 - 2015.05

에코맘 가정용 살균기 B.I 디자인 개발

(주)네오코

2014.05 - 2014.10

유아용 친환경 젖병살균기 제품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5.03 - 2015.04

국내 및 수출용 마카롱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철은인터내셔날

2014.06 - 2014.08

일반 학생용 LED 스탠드 제품디자인 개발

(주)에코엘이디

2014.11 - 2014.12

오디오프로브 SPARTAN Series 패키지디자인 개발

(주)오디오프로브

2014.04 - 2014.07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도시락세트 제품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4.04 - 2014.07

수출용 종이 속눈썹 패키지 디자인 개발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2014.01 - 2014.03

컨셉형 어쿠스틱 피아노 제품디자인 개발

(주)삼익악기

2014.04 - 2014.05

하이마트 PB용 선풍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주)하이마트

2013.12 - 2014.02

다중파장을 가진 치과용 가시광선중합기 제품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4.01 - 2014.02

꽃게 RIS 사업단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주)꽃게 RIS사업단

PRODUCT

PORTFOLIO
│ Product Design │

Product Identity Development
Design Consulting
Mass Production Management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네오코 │ NEOCO
유아용 친환경 젖병살균기 제품디자인 개발
2015.05 - 2015.10 인천중소기업청

Product Design Portfolio

Visual Design Portfolio

Design Consultion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삼양감속기 │SYG 감속기 모터
감속기 모터 제품디자인 개발
2015.10 - 2015.12

Product Design Portfolio

Visual Design Portfolio

Design Consultion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굿닥터스│ Good Dr.s
와이어레스 치아 우식 탐지기 제품디자인 개발
2013

Product Design Portfolio

Visual Design Portfolio

Design Consultion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송화 │ SONGWHA
블루투스 기능의 휴대용 기타앰프 제품디자인 개발
2015.08 - 2015.11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Product Design Portfolio

Visual Design Portfolio

Design Consultion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모리스│ DUAL TWIN
기능성 듀얼 형광펜 제품디자인 개발
2014.08 - 2014.11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Product Design Portfolio

Visual Design Portfolio

Design Consultion

PRODUCT DESIGN PORTFOLIO

+
(주)가자마ENT│ KAZAMA E&T
아토피 UV 램프 테라피 제품디자인 개발
2012

Product Desig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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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코리아
주방용 칼

커터코리아
주방기구‘채칼’
키친아트
Functinality POT·Oven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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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캐스터
공업용 카트

삼송캐스터
의료용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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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프로브
SPARTAN 4

오디오프로브
SPARTAN CUE

오디오프로브
SPARTAN A

오디오프로브
LIS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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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ign Portfolio

Seereal LCP
유럽형 객실 온도/조명제어 컨트롤러

Seereal
객실용 키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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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이테크
주유소용 직하방식 LED 조명등

엔하이테크
탁상용 LED스탠드
엔하이테크
LED 조명

VISUAL
P O RT F O L I O
│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Branding
C.I / B.I Identity Development
Catalogue · Brochure & Leaflet
Package Design
Visual Communication

ㅍVISUAL DESIGN PORTFOLIO

+
SAMICK │ (주)삼익악기
계열사 기업 통합 브로슈어 디자인
SAMICK, SPECO, SAMSONG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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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CK │ (주)삼익악기
ORTUS Piano Series
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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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CK │ (주)삼익악기
Taranto Acoustic Guitar Series
Catalogu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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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DESIGN PORTFOLIO

+
SAMICK │ (주)삼익악기
삼익 스테리오 헤드폰 포장디자인
Stereo Headphone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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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ckdutyfree.com

www.samickdutyfree.com

하늘아래 시작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움·의·경·계·를·넘·다

BEYOND BORDERS!
위시 리스트에 담아 놓았던 명품 브랜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K-Beauty 브랜드,
뷰티와 메디컬을 잇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는 물론,
보석처럼 숨어 있는 감성이 풍부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
SAMICK DUTY FREE │ (주)삼익면세점
삼익면세점 광고 포스터 디자인
Wall Panel, X-banner,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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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롯데 │ Hi-mart(하이마트) 일렉시온
일렉시온 선풍기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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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오코 │ ECOMOM(에코맘)
Brand Identity Design
Package, Homepage, Catalogue, Brochur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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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LIGHTING
B.S │ 적용사례
아래의 사례들은 로고를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키는 예시이다.

+
(주)스마트라인 │ALPHA LIGHTING(알파라이팅)
알파라이팅(LED LAMP) Branding
Brand Identity, Package, Leaflet, Manual
ALPHA Lighting Brand Identity

VISUAL DESIGN PORTFOLIO

+
(주)스마트라인 │ ALPHA LIGHTING(알파라이팅)
알파라이팅(LED LAMP) 포장디자인
LED LAMP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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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 A

LISA MICROPHONES

FEATURES

Input / Output Level Indicators

110dBA Dynamic Range

2-input/2-output
USB Audio Interface for
Mac and Windows systems

+
(주)오디오프로브 │ AUDIOPROBE
제품 통합 카탈로그 디자인
Brand Identity, Package, Manual, Catalogue

110dBA Dynamic Range
Green Light
-30 ~ -1dBFS

Red Light
-1 ~ 0dBFS

With its vast 110dBA dynamic range and precisely designed analog
circuitry, SPARTAN A will bring perfection to your work, especially for
audio editing and mixing based on virtual instruments.
Independent volume controls for both speakers and headphones will
provide the most flexible monitoring environment you ever experienced. The low latency device driver for Windows guarantees stable
operation, and includes our innovative CAPTURE PROBE technology
which allows you to freely route and mix every audio signal from both
ASIO and WDM applications as logical inputs.

Separate Level Indications of
Line and Headphone Outputs

Separate Volume Controls
for Line and Headphone Outputs

Asynchronous USB Audio Class 2.0
You may once have experienced a
situation when you want to swiftly
switch between your headphone
and speakers while monitoring.
SPARTAN A provides separate
hardware volume controls for both
speakers and headphone, therefore
you can adjust each output level
quickly and easily. On top of that,
the Built-in Direct Monitor Function
will offer you even more flexibility.

Balanced Output, High-Quality Headphone Amps

Fully Balanced Line Output

2 x Headphone 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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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 A is equipped with the
low noise analog circuitry to make
it possible. 110dBA dynamic range
will offer you the best recording/
monitoring experience.

With its light level indicators, you can intuitively adjust input levels. Output
lights indicate the levels of speakers and headphone separately.

Separate Volume Controls

Connect your powered speakers
with SPARTAN A’s fully balanced
line output, headphones with
high-quality preamps. The professional-grade +14 dBu balanced
output maintains excellent
frequency response and low noise
level within wide frequency range.
The two headphone outputs are
capable of yielding maximum
+13dBu output even through low
impedance headphones, leaving
no single detail unnoticed.

480Mbps USB 2.0 High Speed 192kHz 24-bit

SPECIFICATIONS
Type

Low-Noise Mic Preamp & JFET High Impedance Preamp
The wide dynamic range is
required if you want to check
minute details of reverb in your
mixing process.

JFET High Impedance Inst.
Preamp & Low Noise Mic Preamp

We tested with various types of
equipment to build a perfect
analog front-end. Our mic preamps
and instruments input are tailored
to your practical use.

CAPTURE PROBE ™
In digital audio systems, clock jitter
is a major cause of sound distortion.
When an audio interface is connected via USB 1.1 standard, lot of jitters
is being produced because the
audio clock system is dependent
on a computer clock, which is not
accurate.

Asynchronous Jitter Free Clock System
Being connected to a computer via
asynchronous method with the USB
Audio Class 2.0 standard, SPARTAN A remains unaffected by the computer
and uses a completely independent audio clock to operate the ADC/DAC,
enabling it to perform more accurate sampling.
SPARTAN A is also equipped with a stable power supply, which further
reduce the clock errors. As a result the sample clock, up to 512 times of the
sampling rate, can be operated with minimal errors.
A digital signal made up of bits of data can be converted to an analog signal without jitter distortions and vice versa. This allows you to experience
clear and realistic audio.

A Powerful Signal Processing Solution on
Windows systems

CAPTURE PROBE™ is a fantastic tool
supported on Windows Systems,
enabling you to easily record a
sound playback of your computer.
Both WDM and ASIO Logical Inputs
can be constructed on the device
driver's CAPTURE PROBE control
panel. Refer to pg.12 -13, for more
details of CAPTURE PROBE's flexible
signal routing capability.

Windows and OS X

Standard MIDI I/O
Low-latency standard MIDI I/O is
also provided to make SPARTAN A
itself connects with various MIDI
instruments.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SA Microphone was a new challenge for
engineers in AUDIOPROBE Inc.
First of all, we had to enclose two key components; professional-grade
diaphragms, which would pair well with high-quality microphone preamps of SPARTAN products, and Impedance Converter to make our LISA
series perform well with many other audio interfaces on the market.
Last but not least, our microphones should be compact for convenient
home recording in addition to affordable for everybody.

Only a few companies can develop both audio interfaces and microphones in-house. With SPARTAN CUE, AUDIOPROBE already set a new
standard of mic preamps within the realm of audio interface, and LISA
was built upon these knowledge and our electroacoustic technology.
For those who seeking new microphones for your recording interfaces,
LISA will make great companions to you.

OS X 10.6.1 and Later
• Core Audio (Natively supported)

MIDI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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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3 SPECIFICATIONS

Acoustic Principle

Pressure gradient transducer

Pressure gradient transducer

Pressure gradient transducer

Active Electronics

FET impedance converter with transformerless output circuitry

FET impedance converter with transformerless output

FET impedance converter with transformerless output circuitry

Capsule

34mm Gold sputtered diaphragm

34mm Gold sputtered diaphragm

35mm Gold sputtered diaphragm

Large Capsule
Cardioid
Condenser Microphones

We chose high-quality large diaphragms enabling LISA to collect very
linear sound throughout wide dynamic and frequency range. We also
designed an optimized low-noise preamp for those diaphragms. Compared to previous condenser microphones, LISA was designed to be
about 30% smaller, through which we achieved convenience as well as
reduced production cost.

Windows 7, 8, 8.1 & 10
• ASIO 2.2, multiple clients
• WDM
• WASAPI (Windows 7 or later)

LISA1 SPECIFICATIONS

LISA9 SPECIFICATIONS

Large Capsule
Cardioid
Condenser Microphones

Engineers of AUDIOPROBE know
what you need when you are
recording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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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Directional Pattern

Cardioid

Cardioid

Frequency Response

20Hz to 20kHz

20Hz to 20kHz (Internal Low Cut Switch, 100Hz -6dB Roll-off )

Sensitivity (1kHz, into 1kohm)

-34dBV/Pa

-34dBV/Pa

Rated Impedance
Rated Load Impedance

200 ohms
1000 ohms

200 ohms
1000 ohms

Cardioid
20Hz to 20kHz
-41dBV/Pa
200 ohms
1000 ohms

Maximum SPL for THD 0.5%

125dB SPL

125dB SPL

126dB SPL

Power Requirement

+48V(+/-4V)

+48V(+/-4V)

+48V(+/-4V)

Current Consumption
Connector

< 4mA
XLR3M

< 4mA
XLR3M

< 4mA
XLR3M

104mmH x 53mmW x 51mmD, 310g

152mmH x 49mmW x 46mmD, 340g

145mmH x 60mmW x 60mmD, 550g

Accessories

Leather Pouch, Hard-tail Mount, Desktop Tripod (Included)

Leather Pouch, Hard-tail Mount, Desktop Tripod (Included) / Shock Mount (Sold Separately)

Leather Pouch, Shock Mount, Windscreen (Included)

Product Code

AP-LISA1-RD (Red) / AP-LISA1-WT (White)

AP-LISA3-CP

AP-LISA9-BK

EAN

8809380470029 / 8809380470036

8809380470043

8809380470050

Dimensions an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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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디오프로브 │ AUDIOPROBE
LISA1, LISA3, LISA9 포장디자인
Microphone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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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은인터내셔날 │ GENESE(쥬네스)
Hand-made Dessert Brading
Package, Catalogue, Leaflet, Product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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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은인터내셔날 │ GENESE(쥬네스)
Hand-made 마카롱 포장디자인
Handmade macaroon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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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은인터내셔날 │ GENESE(쥬네스)
Hand-made 마카롱 포장디자인
Handmade macaroon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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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LOCK │ 퍼즐락
길이조절이 가능한 밀폐용기 포장디자인
Puzzle Lock Package design, Catalogue,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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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A PEAPLE │ (주)팁어피플
스니커즈 악세서리 브랜드 디자인
B.I, Package, Manual,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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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A PEAPLE │ (주)팁어피플
스니커즈 악세서리 브랜드 디자인
B.I, Package, Manual,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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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1001-1, Namkwang Centlex, 301, Bupyeong-daero, Bupyeong-gu, Incheon, Korea
Tel 070.4469.7060 - 5

Fax 0505.719.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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