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SERVICE

About Us

ONE-STOP
올하우 주식회사는

올하우는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홍보, 마케팅 등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동영상, 홈페이지 개발 등

디자인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디자인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원스탑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전문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모든 디자인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탄탄한 기획과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고퀄리티 결과물에 이은 서비스의 만족까지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써

올하우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시장을 선도하게 될 귀사와 협력하는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I/BI Naming Design

Catalogue / Leaflet Design
Home page Design
Shopping mall Design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DESIGN

10분 내
방문상담 가능!

광명/안양/의왕
군포/수원/화성

Brand Consulting

PLANNING

ONE-STOP
SERVICE

30분 내
방문상담 가능!
MARKETING

Promotion Video
UI/GUI

PRODUCT
DEVELOPMENT

Pakage Design
Product Design

Graphic Design

GRAPHIC DESIGN
기업 네이밍에서부터 로고디자인, 카탈로그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까지 고객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각디자인을 기획/제작합니다.

EDITORIAL DESIGN
IDENTITY DESIGN
PACKAGE DESIGN

Web Design

WEB DESIGN
책임감 있는 일정관리 및 고객 맞춤 홈페이지 제작업체로써
고객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작업하며,
고객사의 성향에 맞게 맞춤기획/디자인 제안드립니다.

HOMEPAGE
SHOPPING MALL

PACKAGE DESIGN

IDENTITY DESIGN

비즈니스형

제작기간 : 2주
담당디자이너 : 팀장/주임급
디자인 시안 : 2종 중 택1(디자인 수정 2회 제한)

비즈니스형

제작기간 : 1주
담당디자이너 : 팀장/주임급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2회 제한)

고급형

제작기간 : 3주
담당디자이너 : 팀장/주임급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3회 제한)

고급형

제작기간 : 2주
담당디자이너 : 팀장/주임급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3회 제한)

프리미엄

제작기간 : 5주
담당디자이너 : 실장/팀장/주임급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별도 협의)

프리미엄

제작기간 : 3주
담당디자이너 : 실장/팀장/주임급 2명
임원진 PT
디자인 시안 : 5종 중 택1(디자인 수정 5회 제한)

PRODUCTS DESIGN
새로운 감성으로 고객의 트랜드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디자인 트랜드 리더로 만들어 드립니다.

작업은 개발규모와 내용에 따라 별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PROMOTION VIDEO & UI / GUI
최적화된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제작하는 올하우디자인은
영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귀사의 마케팅에 경쟁력이 될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홍보, 제품홍보, 인터뷰, 일러스트, 3D 모델링 등으로
나누어지며 혼용이 가능합니다.

작업은 개발규모와 내용에 따라 별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EDITORIAL DESIGN
비즈니스형

담당디자이너 : 주임급
디자인 시안 : 2종 중 택1(디자인 수정 3회 제한)

고급형

담당디자이너 : 팀장/주임급
개발미팅 2회 / 디자인기획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3회 제한)

프리미엄

담당디자이너 : 실장/팀장/주임급
개발미팅 / 트랜드분석 / 카피라이팅
디자인기획 / 사진촬영
디자인 시안 : 3종 중 택1(디자인 수정 5회 제한)

SHOPPING MALL
일반형
(PC)

고급형
(PC/모바일)

맞춤형
(반응형)

HOMEPAGE

제작기간 : 3~4주
담당디자이너 : 1~3년차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제품 상세페이지 : 기본형(세로~3000px) 1종 제공
모바일사이트 : 없음(별도제작)

일반형

제작기간 : 4~5주
담당디자이너 : 3~5년차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제품 상세페이지 : 실속형(세로~5000px) 1종 제공
모바일사이트 : 지원(기본스킨 5page)

고급형

제작기간 : 5~6주
담당디자이너 : 5년차 이상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맞춤기능개발 : 별도협의
모바일사이트 : 지원

맞춤형

(PC)

(PC/모바일)

(반응형)

제작기간 : 3~4주
담당디자이너 : 1~3년차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제작페이지 : 10~15Page
모바일사이트 : 없음(별도제작)
제작기간 : 4~5주
담당디자이너 : 3~5년차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제작페이지 : 15~25Page
모바일사이트 : 지원(기본스킨 5page)
제작기간 : 5~6주
담당디자이너 : 5년차 이상 디자이너/개발자
디자인 시안 : 맞춤시안 2종 중 택1
제작페이지 : 20Page 이상
모바일사이트 : 반응형웹
(모바일+태블릿+PC버전 포함)

쇼핑몰 제작시

홈페이지 제작시

이니시스PG연동(신용카드결제모듈)
셋팅비/연관리비 100% 무상지원(\440,000원 상당)

올하우 웹호스팅 무료 (1년) +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무료(1년)

design.allhow.com

정부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올하우(주)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산업디자인
8,000개 이상의 업체와
거래하는 경기도 탑레벨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정부지원 디자인사업
경기도 공식 수행기관
(사업별 200만원~1억원
정책자금 지원 수행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608호
Tel. 031-417-3349 / 3403 Fax. 031-417-3404 E-mail. hkb@allhow.net / deuxcp@allhow.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