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PHONE, TABLET PC 

Variety of  other Accessories 

Idea + Fun + Design = Accessories 

Professional Design 
Development 



SMART PHONE, TABLET PC 

Variety of  other Accessories 

회사 소개   
 

IT악세서리 개발 생산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실용성 있게 사용 할 수 있을까? 

숨겨져 있는 재미난 기능들을 끌어내어 위트와 재미가 가미된 디자인으로  

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을 도와주는 악세서리들을 디자인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소비자의 욕구와 감성에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작지만 크게 보려하고, 잔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특허 

특허 및 의장 등록 ( 총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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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  Entered industrial design. 

2005  전문 디자인 회사 ID POINT 설립 

2009~2010  Shen Chuang (중국) E-Book Design 

                 Soaiy (중국) Smart Phone Design  

2011  GRIPIN 설립 

전문 디자인 개발 서비스 

1996년에 산업디자인에 입문하여, 여러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쌓인 실력을 바탕으로  

2005 디자인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및 해외 여러 기업과 함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개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Design Development 



수상 실적 

2001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2 products) 

2001  일본 Good Design (2 products) 

2004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5 products) 

2004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1 product) 

2005  독일 IF DESIGN AWARD (2 products) 

2005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2 products) 

2006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1 products) 

2008  한국 Good Industrial Design (1 products) 

여러 다양한 방면의 디자인을 수행하면서 국내, 해외 디자인상 

(한국 Good Design 장관상 1건 및 다년간 선정, 독일 IF Design 2건, 일본 Good Design 3건)을  

받았습니다. 



ABOUT US 
 
 
업무  
 

1. 전문 디자인 (제품기획,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설계) 
 
 
 
 
 
    C.I : 손에 닿는 제품들을 내 안으로 끌어 들인다 란 의미  
 
 
   

 2. 악세서리 기획 및 생산 (IT관련 악세서리, 생활, 여행, 아웃도어 등…) 

 

     브랜드 : Pattern Breaker   

 
 
 
 
  
    B.I :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남. 
 
 
 
 - 모토 
 
 
 
 
     당신의 생각을 뒤집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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