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X /UI/G UI

NID INTERACTIVE is New Interface Design company.

-

P ortfo lio

· NIDI has technical and creative capacity and capabilities to produce new generations of digital user experience

Mobile App & Web Deisgn

2014 - 2021

· We carry out high quality UX design through experience in detail field for planning and understanding interface.

Digital Convergence

· Our objective is to combine user-centric technology and creative talent to develop digital contents.

UX Consulting
User Research

Company
Address

3F Dongwon Building, 26,
Yangjaecheon-ro 19-gil,
Seocho-gu, Seoul, Korea

@2021 NIDI.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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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당신과 함께할 때, 더 완벽한 NIDI가 됩니다.

And I,

WE ARE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NIDI의 원동력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깊은 공감이 지금의 NIDI를 만들었습니다.

The I

고객과의 만남이 NIDI를 더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먼저 고객을 이해하고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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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회사소개

Detail info

회사명

㈜ 엔아이디인터렉티브 / NID Interactive CORP.

주

업

Service Design / UX Design / UI GUI Design

연락처

TEL: 02.573.1157 / FAX: 070.8280.0093

대표자

강유화

이메일

shoh@nidi.kr

설립일

2012. 02. 25

웹주소

www.nidi.kr

종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26 3층 / 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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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업무 분야

Diagram

UX Consulting

UI Planning

GUI Design

ㅡ

ㅡ

ㅡ

UX 리서치 / 디자인

UI 기획 / 설계

GUI 디자인

전문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웹 서비스와 다양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전략적 컨설팅 및 최적의 솔루션 제공

웹 환경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구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사용자 조사

Mobile Web

Service Application

UX 디자인 컨설팅

PC Based Web

S/W Interface

UI 개발

Tablet Web

Equipment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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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디자인 프로세스

Description

엔이이디인터렉티브는 합리적인 리서치 분석을 통한 디자인 컨설팅 수행 경험과 다양한 UX/GUI 디자인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UX/GUI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엔이이디인터렉티브만의 프로젝트 목표 분석 방법론인 N-PGRM Process를 적용하여 유용하고 목적에 맞는 UX 전략을 도출합니다.
서비스 컨셉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N-KFD Process는 서비스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는 엔이이디인터렉티브만의 GUI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RESEARCH

UX CONCEPT

UI

GUI

PROGRAM

분석

제안

설계

디자인

개발

평가

Analysis

Proposal

Plan

Design

Development

Evaluation

* N-PGRM Process

** N-KFD Process

서비스 분석 기반 인사이트 도출 및

사용자 분석 기반 서비스 목적 및

방향/컨셉 설정

UX 전략 제안

· Environment Analysis

· Persona

· Workflow

* N-PGRM Process
Nidi - Project Goal Research Method Process

· GAP Analysis

· User Scenario

· Function Design

(니디 프로젝트 목표 분석법 프로세스)

· User Requirement

· User Goal

· IA Design

· Keyword Extraction

· Program Design

· Extracting Insights

· Service Proposal

· Wireframe

· GUI Proposal

· Prototyping

· Design Guide

· Coding

** N-KFD Process
Nidi - Keyword Focus Design Process
(니디 키워드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Service /
System

검증을 통해 서비스

서비스 아이디어 구체화

· Trend/Opposition
Research

완성도를 높임

· Requirement Analysis

· Service Evaluation

· System Design

·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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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경력사항
Key project List

2021

2020

2019

2018

2017

LG Display Stand Plus TV UI/UX 개발

p.11

솔리데오시스템즈 공간정보(상권분석) & 부동산 가치평가 사용성 평가 및 UI/UX 개발

p.12

NH저축은행 BI 디자인

p.13

솔리데오시스템즈 전자증명서 BI 디자인 및 웹/앱 페이지 개발

p.14

현대모비스 HMI 표준 사양서 Index 정의 및 수평전개 프로젝트

p.15

KIS정보통신 편의점 배달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UI 리뉴얼

p.16

아이큐어 스마트 코스메틱 솔루션 UX/UI/GUI 개발

p.17

루컴즈 스마트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커넥티드 디바이스 UX/UI/GUI 개발

p.18

아이씨뱅큐 코딩교육 툴 및 웹 서비스 UX/UI/GUI 개발

p.19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어플리케이션 UI/G UI 개발

p.20

SALEEN S1 미국향 차량용 AVN GUI 개발

p.21

현대모비스 HMI 사양서 HMI 사양서 구조개선 및 수평전개 프로젝트

p.22

Beacon INC STB 차세대 Set-Top Box UI/GUI 개발

p.23

대우 루컴즈 SMART HUB TV 라이프케어 TV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UX/UI/GUI 개발

p.24

대성엘텍 핸드제스처 차량용 핸드제스처 UX/UI 컨셉 개발 & 사용성평가

p.25

씨엠아이테크 홍채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단말기, PC 매니저 소프트웨어 UX 개발

p.26

CNC Atomo 둥평위에다KIA LQE 중국향 전기차 LQE AVN GUI 개발

p.27

CNC Atomo BX 디자인 BX 디자인, 웹사이트 개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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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경력사항
Key project List

2017

2016

2015

2014

진우전자 스마트 쇼케이스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UX/UI/GUI 개발

p.29

KORUST UTIMS 모바일 / PC 소프트웨어 UI/GUI 개발

p.30

EBS 단추 수학 BI 디자인 및 웹 사이트 구축

p.31

Vista RODO Dentistry BX 디자인 중국 치과 BX 디자인

p.32

아모레퍼시픽 뷰티테일러 뷰티케어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X/UI/GUI 개발

p.33

미스터블루 할리퀸 코믹 북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X/UI/GUI 개발

p.34

SK Planet 문자매니저 웹 서비스 UX/UI/GUI 리뉴얼

p.35

롯데홈쇼핑 기업 웹사이트 리뉴얼

p.36

SK Planet T-map 대중교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GUI 리뉴얼

p.37

SINSEGAE FOOD 웹사이트 리뉴얼

p.38

천재교육 시험멘붕탈출모바일 교육 어플리케이션 UI/GUI 리뉴얼

p.39

현대자동차 i30 호주향 Display Audio GUI 개발

p.40

비상교육 수박씨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GUI 개발

p.41

창홍 Smart Home TV 서비스 개발

p.42

INFINITT 의료 솔루션 신규 서비스 구축

p.43

LG전자 빌딩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UX/UI 개발

p.44

2013 -

SAMSUNG 삼성물산 전사,상사 웹 사이트 구축

가비아 G Video 서비스 개발

쿠팡 콘텐츠 운영

2012

LG전자 Smart TV Home GUI 디자인

SAMSUNG 삼성전자 DMC 웹 사이트 구축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 제로. 태양. 에코 에너지 모니터링 키오스크 UX 개발

ABOUT N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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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고객사

Client List

엔아이디인터렉티브는 최고의 고객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9

Discription

WHAT-

새로운 테크놀러지와 다양한 OS에 기반한 UX를 연구하고 선도합니다.

UI/UX

WE MADE

전문적인 기획력과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GUI
BX

PORTFOLIO

2021 PROJECT

LGD Stand Plus
투명 T-OLED TV 콘텐츠 개발

투명 T-OLED Stand Plus 콘텐츠 개발 제안

Description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T-OLED 콘텐츠 기획 방향 및 UX/UI 컨셉을 설계하여 GUI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명 T-OLED TV 특성에 맞는 배경과 아이콘 요소를 제작하여 기존과 다른 T-OLED의 특성을 사용자게 전달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Client.

LG Display

Type.

UI / GUI

Period.

2021.06 - 2021.08

1

2

3

1. LG Stand Plus 화면 설계서
2. LG Stand Plus 디자인 제안서
3. LG Stand Plus 화면 디자인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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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21 PROJECT

솔리데오시스템즈 공간정보 & 부동산 가치평가
웹/앱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 UX/UI

공간정보 서비스&부동산 가치평가 웹/앱 개선점 도출을 위한 사용성 평가

Description

1차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 확인을 위해 인터뷰 후 제작된 목업을 바탕으로 2차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점 도출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기능 및 정보와 UI로 웹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창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lient.

솔리데오시스템즈

Type.

UT / UX / UI

Period.

2021.05 - 2021.06

1

2

3

1. 공간정보&부동산 가치평가 사용성 평가
2. 공간정보&부동산 가치평가 사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3. 공간정보&부동산 가치평가 화면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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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20 PROJECT

솔리데오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서비스 BI/GUI 디자인

종이 없이 간편하게 발급 받는 전자 증명서 PINO

Description

PINO는 종이 증명서 없이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전자 증명서를 발급·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PINO란 ‘Paper Is No Option’ 의 약자로 프린트 용지없음 안내란을 인용한 네이밍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담아 ‘흐름 / 종이’ 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BI/GUI를 디자인하였습니다.

Client.

솔리데오시스템즈

Type.

BI / GUI

Period.

2020.11 - 2021.01

1

2

3

1. 전자증명서 PINO BI 디자인 제안서
2. 전자증명서 PINO 모바일 화면 디자인
3. 전자증명서 PINO 웹 사이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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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20 PROJECT

NH저축은행 BI 디자인
브랜드 리뉴얼 BI 디자인

스마트한 자산 지킴이 NH저축은행 Fic

Description

Fic은 금융(finance)과 고르다(pick)의 합성어로 ‘스마트한 안목으로 금융 노하우를 픽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의 컨셉에 맞춰 레터링 강조 스타일과 알파벳 F에 스마트 + 집중 + 상승 브랜드 키워드를 녹여내여 심볼 타입으로 BI를 디자인하였습니다.

Client.

NH저축은행

Type.

BI

Period.

2020.11- 2021.01
04

NH SAVING BANK BI DESIGN

Project Goal
프로젝트 목적

1

2
Trust and Safe

NH저축은행

Customer

NH저축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고 탄탄하게
보호합니다

NH저축은행은 안전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합니다

NH저축은행은
활기차고 사려깊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행

변화와 발전

새로운 가치 제공

1. Fic BI 디자인 제안서
2. Fic BI 디자인

16

NH SAVING BANK BI DESIGN

Symbol & Logotype

디자인 시안 A-2

디자인 시안 A-3

SIGNATURE TYPE

APP ICON

18

NH SAVING BANK BI DESIGN

Symbol & Logotype

SIGNATURE TYPE

APP ICON

NH픽

NH픽

| NH저축은행 픽

| NH저축은행 픽

SIMBOL COLOR

NH저축은행 픽

SIMBOL COLOR

NH저축은행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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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20 PROJECT

현대모비스 HMI 표준 사양서 Index
HMI 표준 사양서 Index 정의 및 수평전개 프로젝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HMI 사양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HMI 사양서 Index 개발

Description

HMI 사양서 관리 및 신규 플랫폼의 사양서 작성 시 참고를 위한 Index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모드 사양서들을 분석하여 공통 사양, 기능 사양, 화면 사양, Use Case를 확인하고 각 모드에 따른 플랫폼 별 사양 내역을 재정리하여,
총 80개의 모드 중 Common, Radio, Media, Bluetooth Phone, Phone Projection, TMU 모드의 Index를 작성하여 검증하였습니다.

Client.

현대모비스

Type.

UX

Period.

2019.07 - 2020.02

1

2

1. HMI 사양서 Index 분석
2. 최종 HMI 사양서 Index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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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20 PROJECT

KIS e-mart24 Delivery Service Application
편의점 배달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UI 리뉴얼

편의점 배달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UI 리뉴얼

Description

e-mart24의 로고에서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여 3가지의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제안하였고,
‘e-mart24’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통해 밝고 생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Client.

KJS 정보통신

Type.

GUI

Period.

2019.12 - 2020.02

1

2

1. 이마트24배달주문서비스 디자인 제안서
2. 이마트24배달주문서비스 GUI 화면

16

PORTFOLIO

2019 PROJECT

아이큐어 스마트 안티에이징 서비스
스마트 코스메틱 솔루션 UX/UI/GUI 개발

지속 가능한 고객 맞춤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케어 서비스

Description

사용자 맞춤형 제형-성분 조절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 조합 시스템으로 디스펜서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추출받고 피부 측정 및 피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티에이징 라이프 케어 서비스 입니다.
사용자 조사 및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타겟층의 코스메틱 제품 이용 행태 및 니즈를 파악하여 카트리지 내용물과 서비스를 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고객 맞춤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하고,
예상 소비자와 UX·UI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사용성을 검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Client.

iCure

Type.

UX/UI/GUI

Period.

2019.03 - 2019.12

1

2

1. 스마트 안티에이징 3차년도 서비스 제안서,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2. 스마트 안티에이징 3차년도 디스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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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ROJECT

루컴즈 Smart Life Mate
스마트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커넥티드 디바이스 UX/UI/GUI 개발

스스로 사용자의 상황·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홈 라이프 케어 서비스

Description

1인가구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일정, 스타일, 건강)을 관리하여 안전과 홈 환경 구성에 도움을 주고, 스마트 미러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 가능한 스마트 홈 라이프 케어 서비스 개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 조사 및 타겟층 조사를 통해 1인 가구 여성이 느끼는 생활속 불안함과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만의 서비스 방향과 기능 및 프로세스를 구체화 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사용자의 상황과 상태를 확인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Client.

대우루컴즈

Type.

UX/UI/GUI

Period.

2019.04 - 2019.12

1

2

1. Smart Life Mate 2차년도 서비스 제안서,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2. Smart Life Mate 2차년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미러 디자인 제안서 및 G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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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뱅큐 코딩교육 웹 플랫폼 개발
코딩교육 툴 및 웹 서비스 UX/UI/GUI 개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웹 플랫폼 콘텐츠와 코딩 툴 서비스 개발

Description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기반하여 코딩 교육용 웹 플랫폼, S/W 코딩 툴, H/W 코딩 블록,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를 통해 시중의 코딩교육 관련 서비스 및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유저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Needs와 Goal을 바탕으로 기능을 정의 및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웹 플랫폼에서는 수준 별 코딩 강의, 작품 공유, 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W 코딩 교육 툴에서는 사용자가 H/W 코딩 블록에 적용하고자 하는 명령어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Client.

iCbanQ

Type.

UX/UI/GUI

Period.

2019.02 - 2019.12

1

2

1. 코딩교육 웹 플랫폼 개발 2차년도 서비스 제안서,
웹 플랫폼 및 코딩 툴 화면설계서
2. 코딩교육 웹 플랫폼 개발 2차년도 웹 플랫폼,
코딩 툴 G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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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수박씨닷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X/UI/GUI 리뉴얼

모바일 뿐만 아니라 타블렛에서도 더욱 더 편리해진 어플리케이션

Description

Tablet PC 및 Mobile용 학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사용자가 더욱 쉽고 빠르게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을 목표로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레이아웃과 수박씨닷컴의 서비스 및 혜택을 강조할 수 있는 UI 및 디자인으로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Client.

비상교육

Type.

UX / UI / GUI

Period.

2018.12 - 2019.04

1

2

3

1. 수박씨닷컴 화면설계서
2. 수박씨닷컴 디자인 시안 제안
3. 수박씨닷컴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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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EN S1
미국향 차량용 AVN GUI 개발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포츠카 AVN GUI 디자인 개발

Description

파워풀하고 현대적인 스포츠카 Saleen S1의 미국향 ANV GUI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명확하고 날카로운 대비 및 공간감과 속도감이 느껴지는 배경으로 절제된 역동감을 주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였습니다.

Client.

CNC Automotive

Type.

GUI

Period.

2018.09 - 2019.03

1

2

1. SALEEN S1 AVN 디자인 제안서
2. SALEEN S1 AVN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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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HMI 사양서
HMI 사양서 구조개선 및 수평전개 프로젝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HMI 사양서 관리 및 운영 가이드 개발

Description

HMI 사양서의 내·외부의 효율적인 협업 및 분업 체계를 위해 기존 HMI 사양서 검토 후 사양서 작성 가이드를 개발한 후,
Pilot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Client.

현대 모비스

Type.

UI

Period.

2018.08 - 2019.01

1

2

1. HMI 사양서 가이드 개발서,
HMI 사양서 관리 및 작성 가이드 개선안
2. HMI 사양서 Sample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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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STB
차세대 Set-Top Box UI/GUI 개발

Beacon Set-Top Box

Description

블루 컬러를 중심으로 배경과 포인트 요소를 그라데이션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시원한 여백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중심 컨텐츠에 사용자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Client.

Beacon Inc

Type.

UI / GUI

Period.

2018.07 - 2019.02

1

2

3

1. Beacon INC STB 화면 설계서
2. Beacon INC STB 디자인 제안서
3. Beacon INC STB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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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컴즈 SMART HUB TV
라이프케어 TV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UX/UI/GUI 개발

스마트한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

Description

사용자 맞춤형 라이프 케어(건강-수면-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체정보 기반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홈-라이프 케어 제품을 통해 취합한 테이터를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 매트를 이용한 홈 트레이닝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유도해 사용자의 건강 및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Client.

대우루컴즈

Type.

UX / UI / GUI

Period.

2018.06 - 2018.12

1

2

3

1. Smart HUB TV 3차년도 UX 컨셉 제안서
2. Smart HUB TV 3차년도 기능 설계서
3. Smart HUB TV 화면 디자인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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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엘텍 핸드제스처
차량용 핸드제스처 UX/UI 컨셉 개발 & 사용성평가

Description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돕는 핸드 제스처 UI 개발 & 사용성 평가
차량 정보 시스템을 제어함에 있어 시선분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용 핸드체스처 인터페이스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UX 컨셉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Client.

대성 엘텍

Type.

UX / UI / UT

Period.

2018.06 - 2018.12

1
2
1. 핸드제스처 UX 컨셉 제안서
2. 핸드제스처 사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25

PORTFOLIO

2018 PROJECT

CMID 홍채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단말기, PC 매니저 소프트웨어 UX 개발

정확하고 신속한 홍채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사용성 개선

Description

CMI Tech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홍채/얼굴 인식기(CMID System)’에 NIDI가 제안하는 사용자 관점의 방향성을 더하여 UX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뚜렷한 컬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명확하고 단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볍고 여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가독성이 높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명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Client.

CMI Tech

Type.

UI / GUI

Period.

2017.12 - 2018

1

2

3

1. CMID PC Manager 디자인 제안서
2. CMID PC Manager 화면 디자인
3. CMID EF-55 (단말 및 홍채인식)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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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평위에다KIA LQE
중국향 전기차 LQE AVN GUI 개발

중국향 차량용 AVN GUI

Description

안드로이드 OS의 중국향 KIA AVN GUI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Client.

CNC Automotive

Type.

GUI

Period.

2017.03 - 2017.08

1

1. AVN 화면 설계서
2. AVN 화면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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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Automotive BX 디자인
BX 디자인, 웹사이트 개편

기업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기업사이트

Description

급변하는 전장 시장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CNC Atomotive의 아이덴티티와 비젼을 새롭게 재정립하였습니다.

Client.

CNC Automotive

Type.

UX / UI / GUI

Period.

2017.05 - 2018.08

1

2

홍길동

Production & Technology Head
Senior Managing Director
생산기술본부장 전무

Mobile. +82 10.1234.5678

Hong Gill Dong
E-mail. abcd@cncautomotive.com

본
사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56-3 / 산본동 1026-2 (공장)
R&D 센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06호
Tel. 000.000.0000

1. CNC Atomo BX 제안서 / 명함, 브로슈어 디자인
2. CNC Atomo 웹 사이트 화면 설계서 / 화면 디자인

Fax. 000.000.0000

www.cncautomotive.com

R&D Center 106 Gyeonggi R&DB Center 105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229 / HQ & Factory gongdan-ro 356-3, Gunpo-si,
Gyeonggi-do, Korea, 15808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Mobile

+82.10.1234.5678

E-mail

abcd@cncautomotive.com

www.cncautomo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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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쇼케이스 AD Master
스마트 쇼케이스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UX/UI/GUI 개발

쇼케이스(업소용 냉장고)를 활용한 광고 플렛폼 !

Description

스마트 쇼케이스는 업소용 냉장고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광고-정보 등 맞춤형 컨텐츠들을 손쉽게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입니다. 1차로 누구나 쉽게 쇼케이스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쇼케이스를제어할 수있는 AD Master 앱 서비스와 스마트쇼케이스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Client.

진우전자

Type.

UI / GUI

Period.

2017.07 - 2018

1

1. AD Master 화면설계서
2. AD Master 화면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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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트 UTIMS
모바일 / PC 소프트웨어 UI/GUI 개발

당신의 피부 전문가 UTIMS

Description

UTIMS는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등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얼굴, 목 등의 피부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 하여 UX를 설계하고, 케어 전문가라는 디자인 콘셉으로 UTIMS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습니다.

Client.

KORUST

Type.

UX / UI / GUI

Period.

2016.09 - 2017.03

1

1. PC, Mobile 화면설계서
2. PC 화면 디자인
3. Mobile, PC 화면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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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단추 수학
BI 디자인 및 웹 사이트 구축

인공지능 단추와 함께 수학의 첫 단추를 꿰어보세요 !

Description

단추 수학은 AI(인공지능)와 EBS 수학이 만나 미래형 교육 트랜드를 이끄는 인공지능 수학 교육 서비스입니다.
‘단추’가 전달하는 의미에서 브랜드 키워드를 도출하여 도출된 키워드인 ‘첫 시작 / 과정의 묶음 / 연속성 / 확장성’ 이란
키워드를 디자인에 녹여내었습니다.

Client.

EBS

Type.

BI / GUI

Period.

2017.10 - 2018.02

1

2

3

1. EBS 단추 수학 BI 디자인 제안서
2. EBS 단추 수학 웹 사이트 디자인 제안서
3. EBS 단추 수학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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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O Dentistry BX 디자인
중국 치과 BX 디자인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BX 모티브에 접목

Description

고객이 원하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에 RODO가 지닌 고객 친화적 성격을 녹여내어 과하지 않고 친절하게 브랜드의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BI는 ‘RODO + 건강한 치아 + 행복한 미소’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고객들이 건강한 치아를 찾고 만족하며
웃음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Client.

Vista

Type.

BX

Period.

2017.06- 2017.09
Address.

1

2

1. RODO BX 디자인 제안서
2. 명함 / 리플렛 / 문진표 디자인

32

PORTFOLIO

2016 PROJECT

아모레퍼시픽 뷰티테일러
뷰티케어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X/UI/GUI 개발

내 피부에 딱 맞는 제품 추천과 꿀팁

Description

건강한 피부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개인 맞춤형 뷰티 트레이닝 앱으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데일리 프로그램 · 오늘의 피부 환경 지수 · 스페셜 스킨케어 콘텐츠의 3가지 주요 메뉴로 메인을 구성하여 사용성을 높이고,
매일 실행하여 체크해야 하는 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요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Client.

Amorepacific

Type.

UX / UI / GUI

Period.

2016.03 - 2016.11

1

2

1. 뷰티테일러 화면 디자인
2. 뷰터테일러 서비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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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16 PROJECT

미스터블루 할리퀸
코믹 북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X/UI/GUI 개발

오직 할리퀸을 위한, 할리퀸 만화 전문 앱

Description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만화 장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성스러움,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이에 어울리는 핑크와 파스텔 컬러를 사용하고
고전 만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Client.

미스터블루

Type.

UX / UI / GUI

Period.

2016.07 - 2016.10

1

1. 할리퀸 디자인 제안서
2. 할리퀸 화면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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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ROJECT

SKT 문자매니저
웹 서비스 UX/UI/GUI 리뉴얼

문자와 주소록을 PC로 간편하게 관리

Description

다량의 문자와 주소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웹 문자 발송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단순히 피처폰 형태의 문자발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의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자 수 · 발신 목록으로 재구성하고, 사용자의 시선과 무게 중심을 고려한 정보 구성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Client.

SK Planet

Type.

UX / UI / GUI

Period.

2015.06 - 2016.01

1

1. 문자매니저 UX 제안서
2. 문자매니저 화면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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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ROJECT

롯데홈쇼핑 웹사이트
웹사이트 리뉴얼

홈쇼핑부터 백화점까지, 롯데홈쇼핑 웹사이트

Description

롯데홈쇼핑 기업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여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존 웹사이트의 문제점인 복잡한 메뉴 구조와 사용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기업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lient.

롯데홈쇼핑

Type.

UX / UI / GUI

Period.

2016.04 - 2016.06

1

2

1. 롯데홈쇼핑 기업 웹 사이트 화면 설계서
2. 롯데홈쇼핑 기업 웹 사이트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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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ROJECT

SKT T-map 대중교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GUI 리뉴얼

출퇴근, 등하교 경로 편집이 손쉬운 대중교통 안내 엡

Description

OS 별 UI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iOS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UI 설계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설계된 UI를 바탕으로 GUI 화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Client.

SK Planet

Type.

UX / UI

Period.

2015.09 - 2015.11

1

2

1. T-map 대중교통 화면 설계서
2. T-map 대중교통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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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ROJECT

신세계푸드 웹사이트
웹 사이트 리뉴얼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신세계 푸드 웹사이트

Description

신세계푸드의 사업 분야와 30여개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기업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첫 진입 시 4개의 인트로 팝업을 제공하여 사이트의 방문 목적에 따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신세계푸드의 주요 사업소개가 가능하도록
4개의 대 메뉴로 정보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Client.

신세계푸드

Type.

UX / UI

Period.

2015.03 - 2015.10

1

2

1. 신세계 푸드 웹 사이트 화면 설계서
2. 신세계 푸드 웹 사이트 화면 디자인 (웹 /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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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ROJECT

천재교육 시험멘붕탈출
모바일 교육 어플리케이션 UI/GUI 리뉴얼

대한민국 중학생의 내신공부 필수 어플!

Description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 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서비스만을 메인에 배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중요도에 따른 메뉴 구조 재배치, UI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무드를 명랑하고 활발한 느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Client.

천재교육

Type.

UX / UI / GUI

Period.

2015.03 - 2015.08

1

2

1.. 시험멘붕탈출 화면 설계서
1. 시험멘붕탈출 디자인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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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15 PROJECT

현대자동차 i30
호주향 Display Audio GUI 개발

Gen3 스타일 i30 Display Audio

Description

호주향 i30 디스플레이 오디오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Gen3 스타일을 디자인에 적용하였습니다.

Client.

CNC Automotive

Type.

GUI

Period.

2015.01 - 2015.06

1

2

1. 현대자동차 i3 Digital Audio 화면 디자인
2. 현대자동차 i3 Digital Audio 화면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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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OJECT

비상교육 수박씨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GUI 개발

수박씨닷컴 학부모 회원을 위한 수박씨맘 스마트폰 앱

Description

학부모용 자녀 학습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존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자녀의 학습현황을 Mobile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lient.

비상교육

Type.

UX / UI / GUI

Period.

2014.02 - 2014.06

1

1. 수박씨맘 화면 디자인
2. 수박씨맘 기능 정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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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OJECT

창홍
Smart Home TV 서비스 개발

창홍 Smart Home TV 서비스 개발

Description

UX 리서치를 통해 가족간 소통의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이상적인 가족소통을 위한 스마트 TV용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Client.

창홍전자

Type.

UX

Period.

2014.01 - 2016.06

1

2

1. 창홍 Smart TV 서비스 리서치
2. 창홍 Smart TV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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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OJECT

INFINITT
의료 솔루션 신규 서비스 구축

바쁜 환경 속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

Description

의사 간의 소통을 위한 의료 맞춤형 메신저로 기존 PC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별도 구축하였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UI 설계를 통해 바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Client.

인피니트

Type.

GUI

Period.

2014.04 - 2014.10

1

2

1. INFINITT 의료 솔루션 화면 디자인
2. INFINITT 의료 솔루션 스타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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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BIMS
빌딩 지능형 관리 시스템 UX/UI 개발

LG전자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Description

건물 내 전력 제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중심으로 빌딩 지능형 관리 시스템의
UX/UI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Client.

LG전자

Type.

UX / UI

Period.

2014.02 - 2014.04

1

2

1.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화면 설계서
2.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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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NECT
WIT H U S

프로젝트 문의 및 제휴 협력을 위한 고객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Address
Contact

CONTACT US

CONTACT US
프로젝트 문의

Address / Contact

|주|엔아이디인터렉티브

대표전화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26 동원빌딩 3층 / 06753

TEL: 02.573.1157

3F Dongwon Building, 26, Yangjaecheon-ro 19-gil, Seocho-gu, Seoul, Korea

FAX: 070.828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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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Dongwon Building 26,

Tel

02.573.1157

Mobile App & Web

Ya n g jaecheno-ro 19-gil,

Fax

070.8280.0093

Digital Convergence

Seocho -gu, Seo ul, Kor ea

Web www.nidi.kr

UX based UI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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