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E
GLOBAL

㈜수퍼비글로벌디자인그룹
You Dream, We Design



수퍼비는 전략적인 열정으로
즐겁고 치열하게 만듭니다.

벌은 자유롭습니다

수퍼비만의새로운완벽함을찾아자유롭게사고하고창조하는

수퍼비의치열한날개짓은마치벌의자유로움과같습니다.

벌집의 기하학은 완벽합니다

자유와협력을통해만들어진수퍼비의디자인은

벌집의기하학과같이 완벽합니다.

자유

완벽

협력



시각 디자인

BI/CI
패키지
카탈로그/브로셔
포스터/배너

사진 촬영

제품
모델/화보
컨셉/스타일링
드론항공

제품 디자인

기구설계 및 검증
금형제작
제품양산
Follow-up

영상 디자인

기획/연출
기업홍보영상
광고영상
2D/3D 모션

웹 디자인

UI/UX
쇼핑몰
반응형
탬플릿/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의 차별적인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담아내는 전략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로고, 패키지, 편집물 등의 시각 디자인부터 사진촬영, 웹사이트, 
브랜드 및 광고 영상 디자인 분야가 있으며, 

브랜드의 장점 및 톤앤 매너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디자인
작업이 하나의 큰 컨셉 아래 이루어집니다.

About us.

차별화된 디자인 솔루션



수퍼비 사무실 내 전문적인 촬영에 최적화된 자체 사진, 영상 스튜디오 보유

제품/기구설계, 사진, 시각, 웹, 영상 분야별 디자인팀의 내부 일괄 작업으로
기업의 톤앤매너를 유지하는 고퀄리티 디자인 제공

국내외 9개국 글로벌 디자인 인재들이 선보이는 독보적인 디자인

제작 원본 관리 및 매뉴얼 관리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Design Professionalism

Optimized Studios

Global Insight

Exclusive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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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 지원 및
아마존 외부협력업체로서 기업의 아마존 입점지원 등 수출판로 지원

Marketing & Export Channel05



Reason

To

Believe
Long Term Experience
디자인 개발, 10년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수퍼비와 함께 BEE GLOBAL!

Export Voucher Power Agency
부담되는 디자인 개발비용, 수퍼비와 함께 정부지원사업 받아 디자인 개발 비용 SAVE!

One-Stop Design Solution
이제는 제품 경쟁력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
소비자를 사로잡을 브랜딩 및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세요

모든 분야의 디자인 개발을 진행 할 수 있는 제작사, 만나 보셨나요?
종합 디자인 전문회사 수퍼비는 브랜딩부터 영상제작까지 우리 기업만의 브랜드 톤앤매너를 유지하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제공합니다.

디자인, 너무 어려운가요?
어렵고 막막한 디자인 개발도 디자인 전문기업 수퍼비와 함께하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작업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터득해온 수퍼비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너무 복잡한가요?
수출 바우처 파워 수행기관인 수퍼비는 1인창조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온라인 전시회, SOS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진행 시 운영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드립니다.



전국 전시회 바터
코엑스,킨텍스,벡스코,엑스코 등

전국의 다양한 전시회 소식을 받아보세요

수퍼비는 전국의 전시회 주관사 초청으로 전시회에 참여하여
디자인 무료 컨설팅, 사진촬영, 전시회스케치 영상 등을 촬영
합니다.

수퍼비 대외 네트워크

런던뷰티페어 공식 주관사
세계 3대 뷰티전시회인 2020런던뷰티의
공동 주관사로 전시회 참여를 문의하세요

수퍼비는 전세계 5만명의 참관객 및 바이어가 참여하는 세계 3대
뷰티전시회의 한국 디자인 공식 주관사로 다영한 전시회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아마존 공식 SPN(외부서비스사업자)

입점부터 상품등록, FBA, 광고 및 마케팅, 
유지 및 관리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수퍼비는 아마존 공식 SPN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고객사의
Needs와 제품의 시장 적합성을 파악하여 고객사에 최적화된 다양
한 대행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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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상

주방기기 브랜딩

Brand logo

Brand concept

Brand Identity keywork

Brand story

Brand color / typeface

Brand motif



디엔티

세탁용 제품 브랜딩

Brand naming

Brand concept

Brand Identity keywork

Brand story

Brand color / typeface

Brand motif



PRODUCT /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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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도스인터내셔날 / LED마스크 제품디자인

호두인터내셔날 / 애견간식투척기 제품디자인

호인JMD / 커피디스펜서 제품디자인

메타신 / 스킨케어 제품디자인

GTS엔지리어닝 / 보안게이트 제품디자인

DAS/ 산업용 리모컨 제품디자인

인테크/ 마스크 제품디자인

SK 텔레콤/ Iot 블랙박스 제품디자인

SISOL/ 결제단말기 제품디자인

PLEDO/ 로봇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KS스탠다드 / 전처리시스템 제품디자인

메이텍시스템 / 조명기기 제품디자인

지원인더스트리/ 마우스 제품디자인

YESCO / 가스차단기 제품디자인

ACI케미칼/ 폐기물수거기 제품디자인

D&F코리아/ 수중이어셋 제품디자인

린나이/ 빌트인 가스쿡탑 제품디자인

BESS모바일/ 쿼티폰 제품디자인

인터텍/ 온수매트컨트롤러 제품디자인

247 Inc./ 휴대폰케이스 제품디자인

SPRINT/ 핫스팟디바이스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FineVu / 블랙박스 기구설계

호인JMD / 커피디스펜서 기구설계

AEPEL / 강의용 스피커 기구설계

가스트론/ 휴대용 가스디렉터 기구설계

JNG/ 전력량 측정기 기구설계

YESCO / 가스차단기 기구설계

ALGO/ 보청기 기구설계



BI /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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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I

쏘아트 / 코스메틱 브랜드 BI

새앙 / 헤어전문 브랜드 BI



BI/CI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 학회 CI

라이스클레이 / 장난감 브랜드 CI

(사)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 / 연합회 CI

텍센 / 보안업체 CI

해강 / 건설업체 BI

커스티지 / 주얼리 브랜드 BI

신창실업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 CI

안스베이커리 / 베이커리 브랜드 BI

대한소아과학회 / 학회 CI 외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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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베델코리아 / 비누 패키디자인

위젯누리 / 보안솔루션 패키지디자인

소보꼬 / 볶음고추장 스틱디자인

쏘아트 / 폼클렌징 패키지디자인

로보로보 / 유아교구 패키지디자인

신라명과 / 쿠기 패키지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호인(JMD) / 더치커피 패키디자인

부경식품 / 육고기제품 패키지디자인

태경식품 / 김 세트 패키지디자인

인텍 / 마스크 패키지디자인

LG생활건강 / 칫솔 패키지디자인

우일C&TEC / 마스크팩 패키지디자인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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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단품촬영

씨앤씨코스메디칼 / 뷰티제품 단품촬영

순꽃 / 식품 단품촬영

서원당 / 식품 단품촬영

뷰렌코리아 / 뷰티제품 단품촬영

비아모노 / 패션제품 단품촬영

에스피플 / 식기제품 단품촬영

매직코스 / 가전기기 단품촬영

삼성전자 / 가전기기 단품촬영

큐제네틱스 / 뷰티제품 단품촬영

와이앤제이바이오 / 의료기기 단품촬영

이온스파 / 욕실용품 단품촬영

안동소주 / 식품 단품촬영



이미지촬영

탈리 / 패션제품 이미지촬영

루모스캔들 / 인테리어소품 이미지촬영

메카상사 / 식품 이미지촬영

모데블랑 / 뷰티제품 이미지촬영

화요 / 주류 이미지촬영

내츄럴코리아 / 뷰티제품 이미지촬영

태바시 / 식품 이미지촬영

르뮤에르뷰티 / 뷰티제품 이미지촬영



이미지촬영

농부인푸드 / 식품 이미지촬영

키튼플래닛 / 세안용품 이미지촬영

정감옴니아 / 인테리어소품 이미지촬영

국순당 / 주류 이미지촬영

르뮤에르뷰티 / 뷰티제품 이미지촬영

시드비 / 세안용품 이미지촬영

리빙케어 / 애완용품 이미지촬영

왈츠와 닥터만 / 커피용품 이미지촬영



모델촬영

꿈비 / 유아용매트와 베이비룸 모델촬영

기쁨앤드 / 의류 모델촬영

탈리백 / 가방&악세서리 모델촬영

정감 / 컬러케어 테라피 제품 모델촬영

오운유 / 패션 액세서리 모델촬영

팝콘앤키키 / 패션 액세서리 모델촬영



전경촬영

Bexco / 전경 드론 항공 촬영

제주도 / 바다 촬영

빌드켐 / 전경 촬영

K&K / 전경 촬영

플랜아이 / 전경 촬영

에이스나노랩 / 전경 촬영

금덕펌프 / 전경 촬영

꼬까참새 / 전경 촬영

세방전자 / 전경 촬영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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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브로셔

디자인

오운유 / 패션&액세서리 카탈로그

국순당고창명주 / 제품 카탈로그

풍림유화공업 / 염료, 제조업 소개 카탈로그

블러썸 / 메이크업 부자재 카탈로그

탈리백 / 가방&액세서리 카탈로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모전 리플렛

화요 / 전통주 카탈로그

리메탈산업 / 가공설비제품 카탈로그



포스터/배너

디자인

이즈 / Gram LED 배너

모데블랑 / 저자극 화장품 브랜드소개 카탈로그

연인코퍼레이션 / Borsec 홍보 배너

제일스파이럴 / 덕트제품 포스터 및 배너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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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크레아큐브 / 학습교구 랜딩페이지

제우스 / 회사&제품 소개 홈페이지

오랄픽 / 제품 소개 홈페이지

해강산업 / 회사 소개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커스티지 / 주얼리 쇼핑몰

OMAE / 창작가 제품 쇼핑몰

퓨어블 / 클렌저 제품 쇼핑몰

오운유 / 브랜드 소개 및 제품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포인트앤엣지 / 시옷 받침대 상세페이지

켈리컴퍼니 / 오렐 바나나칩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

아이요 / 어린이용 칫솔 상세페이지

고려원인삼 / 효 홍삼정골드 상세페이지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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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CF 영상

오즈랩 / 코스메틱 업체 홍보영상

아코이 / 전자제품 홍보영상

모데블랑 / 코스메틱 홍보영상

라프랑 / 브랜드 홍보영상

공공의주방 / 서비스 홍보영상

로모스캔들 / 테라피제품 홍보영상



2D 애니메이션 영상

SNP월드 / BLOSSOM M&C 홍보영상

수산 CNC / 살균 소독제 홍보 영상

이노메틱 / 도서관 솔루션 홍보 영상

ALLT / 볼트 홍보 영상

ACI CHEMICAL / 스마트 폐기물 수거시스템 홍보영상

리빌드 / 컨시어지 서비스 홍보영상

아로마티카 / 천연화장품 제품 홍보영상

인젠트 / 보안솔루션 서비스 홍보영상

Insilico / 소프트웨어 홍보영상



3D 영상

데이문 / 유아용품 3D영상

카탈리스트 / 뷰티 제품 3D영상

블레스문 / 코스메틱 제품 3D영상

제이준 / 코스메틱 제품 3D영상

퓨리수 / 생활용품 3D영상

AKSYS / 스피커 제품 3D영상



전국지사

서울본사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23 베델회관 7층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25, 472호 (정부청사역 3번출구)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11층 1101(3)호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운동들2길 21-4. 103호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289, 505호 (동대구역 2번출구)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8 아스티부산 O/T 717호

02-574-8777

superbee.co.kr

superbee@superbee.co.kr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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