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COMPANY INTRODUCTION

2020.02



목차

・　Ｄ＋ＥＮＴＥＲ 에 대해서

・　Ｄ＋ＥＮＴＥＲ 의 주된 업무

・　Ｄ＋ＥＮＴＥＲ의 강점

・� � 업무가 이루어지는 순서

・  업무에 대해서

Ｄ＋ＳＰＡＣＥ

프로젝트 경험 기업

Ｄ＋ＰＬＡＹ

Ｄ＋ＧＲＡＰＨＩＣ

Ｄ＋ＢＲＡＮＤ

・　회사개요

・　주요 프로젝트



Ｄ＋ＥＮＴＥＲ에 대해서

D+ENTER ＝ 디자인+엔터테인먼트

폭넓은 분야와
원스텝 솔루션이 강점인

디자인 전문 회사

・시대와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회사입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운용까지 원스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조경, 인테리어, 영상, 그래픽, 인쇄물 등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디자인으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Ｄ＋ＥＮＴＥＲ의 주된 업무

D+ENTER 의
주된 업무

①　공간의 기획, 설계, 감독 및 시공

②　시장 조사, 경영 및 비즈니스 컨설팅

③　공간 관리, 운영 및 판매 촉진

④　디스플레이 장비의 설계, 제작 및 판매

⑤　일반 건설업

⑥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 알선

⑦　상업 시설의 임대 업무

⑧　그래픽 디자인

⑨　영상의 기획, 설계, 제작

⑩　상기 각 내용에 관련 있는 일체의 업무



주요 프로젝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03.23　주식회사 「Ｄ＋ＥＮＴＥＲ」 설립

-  AIR LIQUIDE JAPAN Office Design Virtual Tour Movie

-  현대자동차 Truck & Bus GDSI 글로벌 메뉴얼

-  Fuji Xerox 종로 쇼룸 디자인

-  SIMADZU 건축 설계 스케치업 모델링 제작

-  대전 유성선병원 종합센터 설계 디자인

-  삼성 갤럭시S9 Crown Zone 해외 순회 전시 설계디자인

-  LG Display 파주 본사 게이트동, 오피스동, 식당동의 기획설계

-  SRT수서역 종합안내센터 디자인

-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HiF」 (Human is Finally..)
    총 브랜딩기획, 제작, 판매 총괄

-  아트웍, 드라이 플라워 도매 무역 브랜드 「바림」 
    전 브랜딩, 기획, 제작 총괄

-  강남 쇼룸 겸 오피스 「Grace U」
    인테리어, 로고, 브랜딩 디자인

-  프라이빗 북 카페 서점 「読書同幸」(독서동행)
    인테리어, 로고, 브랜딩 디자인

-  수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Pastiny」 
    인테리어, 로고, 브랜딩 디자인

-  인천 패션샵 「OH.FEMME」 (오팜므) 
    인테리어, 로고, 브랜딩 디자인

-  CES2020 4DX Virtual Tour와 제품 소개 영상 제작

-  홍대 RYSE HOTEL 4층 레스토랑 아트웍 예정

-  Citibank Seoul Center,Cheongdam Center, Dogok Center
　 Virtual Tour Movie

-  Kolon Sport 360°VR세트장 디자인
    (출연：송중기 등 다수 )

-  스미토모 화학 주식회사 건강·농업 관련 사업 연구소 건축 설계
    스케치업 모델링 제작

-  일본 Air Liquide주식회사 설계 공모전 건축 모델링 영상 제작



Ｄ＋ＥＮＴＥＲ의 강점

01.

04.

03.

02.

ＥＸＰＥＲＩＥＮＣＥ

ＤＥＳＩＧＮ

ＳＥＲＶＩＣＥ

ＡＳＩＡ

Ｄ＋ＥＮＴＥＲ는 국내외의 대기업, 공기업, 개인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까지 폭 넓게 경험하고 수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스태프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있습니다.

Ｄ＋ＥＮＴＥＲ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영상, 그래픽, 로고, 출판, 패션, 제품, 드라이플라워 등

디자인에 관계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다각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Ｄ＋ＥＮＴＥＲ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주된 활동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대응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Ｄ＋ＥＮＴＥＲ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디자인에 관한 여러 분야에 대해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 검토했을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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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획·설계

디자인

제작

운용서포트

브랜드분석, 브랜드 전략, 세일즈 스토리 설정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영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실 제작이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인쇄) 등의 제작 진행

공개 후의 이미지 디자인 정기적 AS관리

브랜드전략 실현을 위한 컨텐츠 기획, 컨셉 디자인 가이드 라인, 건축·인테리어 설계



업무에 대하여

D+SPACE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상업시설
오피스
쇼룸

전시,박람회
호텔. 레지던스

병원
공공기관

가구

D+PLAY

퍼블릭
ＭＶ

콘서트
뮤지컬
교육

세미나

영상
디자인

D+BRAND

「ＨｉＦ」
- 스트릿 패션 브랜드

「바림」
-드라이 플라워

아트웍
도매, 무역

자사제작
브랜드

D+GRAPHIC

패키지
로고
광고
포스터
브랜딩
편집
인쇄

그래픽
디자인



Ｄ＋ＳＰＡＣＥ

강남 쇼룸 오피스 「Grace U」 LG Display 파주 본사 게이트동, 오피스동, 식당동의 기획설계

「삼성 갤럭시S9」 Crown Zone 해외 순회 전시 설계 인천 송도 패션샵 「OH.FEMME」

프라이빗 북 카페  「読書同幸」

수원 레스토랑 「Pastiny」



Ｄ＋ＰＬＡＹ

FUJI XEROX Seoul 쇼룸 디자인 Virtual Tour Video

SRT수서역 종합안내센터

Citibank 청담, 서울, 도곡 센터 Virtual Tour Video

LGU+ Home IOT Video

AIR LIQUIDE JAPAN 오피스 디자인 Virtual Tour Video

CES 4DX Virtual Tour Video



Ｄ＋ＧＲＡＰＨＩＣ

「pan cake」 로고, 팜플렛 디자인

「Grace U」 명함, 쇼핑백 디자인

「Ｂａｒｉｍ」 로고, 명함 디자인 「読書同幸」 로고, 프로덕트 디자인

「Sugar Skulls」 로고, 랩핑지, 쇼핑백 디자인「Pastiny」 로고 디자인



Ｄ＋ＢＲＡＮＤ

ＨｉＦ（Ｈｕｍａｎ ｉｓ Ｆｉｎａｌｌｙ．．）
스트릿 패션 브랜드

바림（Ｂａｒｉｍ）
아트웍, 드라이플라워 도매, 무역



프로젝트 경험 기업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디엔터 (Ｄ＋ＥＮＴＥＲ)

Head Office

Branch Office

1F, Seocho-dong1530-11,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670

Eulji-ro 157,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545

설립일 2015.03.23

대표 박 영준

메일 denter.info@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designentertainment.christmas/

전화번호 02-640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