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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트 주식회사

오니트 주식회사는 1994년 국내 최초로 전 과정 디지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간한 <한겨레21>, 

1995년 <씨네21>을 통해 감각적이며 섬세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무한한 크리에이티브의 가능성을 보여준 

디자인 이즈가 2011년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오니트 주식회사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오니트 주식회사는 편집디자인에 마케팅을 도입하는 등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전략을 고민합니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획과 편집을 생각하며, 

전략과 기획이 정확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마케터와 기획자, 디자이너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오니트 주식회사가 추구하는 Total Creative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해결을 위한 유연성 있는 전략을 세우고 클라이언트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컨설팅 할 수 있는 Innovator 집단, 바로 오니트 주식회사입니다.

‘오니트’는 ON_it의 한글 표기입니다.

I’m on it

난 할 용의가 있다. 

난 (그 분야의) 高手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

I did it on it

난 최고로 (멋지게) 해냈다.

On it evermore! 

항상 멋지게, 언제나 최고로!
전략에서 컨설팅까지,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Total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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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 사업
•CI, BI, 캐릭터 개발 

•광고, 브로슈어, 카달로그, 포스터 디자인

전시 컨벤션 사업
•디자인 관련 전시 큐레이팅, 디자인 및 컨설팅 

•기업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DESIGN IS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어린이 도서 및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기획 개발

•모바일 사이트 구축/정보 app/서비스 app 

기획, 디자인, 개발 대행

홍보마케팅 컨설팅
•홍보 마케팅 컨셉 및 브랜드 관리 컨설팅 

•홍보 전략 및 진행물 감수 관리 

편집디자인 사업
•정기간행물 창간 디자인 및 컨설팅 

•출판디자인 및 도서 출판 

•신문 창간 및 지면 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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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신지희  |  Creative Director 

서울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졸업 

디자인 씨드 

웅진출판사

두손미디어 아트디렉터

<씨네21> 아트디렉터 

안성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출강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출강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VIDAK(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이사

KODFA(한국디자인기업협회) 이사

KOVWA(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디자인 이즈 대표이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현재 오니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출강

About ON_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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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국립극장 정기간행물 월간 <미르>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3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플러스디자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CJ E&M 계간 <트렌드C> 편집, 디자인, 제작

   서울특별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통합홍보 및 상단 관리,   

@여의도, @반포 대행사 

 04 서울특별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플랫폼창동61 <1주년 기념 행사>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국립현대무용단 <제전악, 장미의 잔상>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06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아리랑페스티벌>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2016 02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3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플러스디자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케이콘텐츠> <방송 트렌드 & 인사이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서울특별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여의도 대행사 

 08 서울신용보증재단 <SUCCESS>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9 서울상상나라 종합 안내 리플릿 국 영 중문판 편집, 디자인, 제작 

  상상유니브 연감 <The Story of U>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아리랑페스티벌>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2015 01 성남문화재단 사외보 <아트뷰>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신사고하이테크 <희망온돌> 디자인

 02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3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제작

  전국재해구호협회 2014년도 연보 편집, 디자인, 제작 

 04  한국콘텐츠진흥원 <케이콘텐츠>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포럼 홍보물 디자인, 제작

 05 서울특별시 야시장추진실태연구조사

 06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백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대한적십자사 슬로건 디자인, 적용 가이드 제작

 08 바른인터렉션 홍보물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9 서울특별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기획, 홍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브로슈어 <사랑의열매> 디자인, 제작

 10 현대카드 <자격증 가이드북>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서울신용보증재단 <SUCCESS>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박스 아이덴티티 디자인, 적용 가이드 제작

 11 (주)한국거래소 <알기 쉬운 파생상품시장> 디자인, 제작

2014 0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가 친구 사귀기 사례집>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2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3  KB국민은행 종합자산관리매거진 <THE STAR TABLE> 편집, 제작

 04  환경재단 지속가능보고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조산업과 콘텐츠>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제작

 05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 언론피해 예방 교육교재 디자인, 제작

  (주)그레이트북스 저작물 개발 디자인, 제작

 07 (주)넥슨코리아 <넥슨 사회공헌백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IOM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8  서울신용보증재단 <SUCCESS>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10  현대카드 <현대카드 프랜차이즈 가이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11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2015년 고등과학달력>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삼성문화재단 정기간행물 <서울상상나라>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12  KRX 국민행복재단 <KRX사회공헌백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2013 01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재창업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

   흥국생명 사보 <흥미진>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2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편집, 디자인, 제작

   영화진흥위원회 홍콩영화제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03  영화진흥위원회 북경영화제 브로슈어 디자인, 제작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제작

     KB국민은행 종합자산관리매거진 <THE STAR TABLE>    

편집, 디자인, 제작

   서울대학교 <서울대사람들> 기획, 편집, 제작

   삼성문화재단 서울상상나라 개관 홍보인쇄물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4  환경재단 제10회 환경영화제 홍보물 편집, 디자인, 제작

   온비즈 넷 몬스터 샤워 브로슈어 편집, 디자인, 제작

 05  환경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디자인, 제작

   YMCA 10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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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전국재해구호협회 2012년도 연보 디자인, 제작

 07  용인공원 소식지 <담소> 기획, 편집, 제작

 08  대전과학고 뉴스레터 <DSHS> 편집, 제작

 09  삼일제약 <가드 S> 패키지 디자인, 제작

 10  DDP 브랜드북 제작 참여

 11  삼일제약 <디쿼딘> 패키지 디자인, 제작

2012 01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편집, 디자인 

 02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대한적십자사 <RED CROSS> 디자인

 03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언론속으로> 디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광장> 디자인

 04  KGC 한국인삼공사 카달로그 디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편집, 디자인

 05  흥국생명 사보 <흥미진>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08  서울인베스트 브로슈어 편집, 디자인 

  NHN 사회공헌백서 편집, 디자인 

2011 01 새 법인 오니트 주식회사 ON_it co.,ltd.로 발족

  컬처매거진 <BRUT> 기획, 편집, 디자인, 마케팅, 제작 총괄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03  대한적십자사 <RED CROSS> 디자인

  대한적십자사 <RCY> 기획, 편집, 디자인

 04  유학전문기업 유학닷컴 CI 및 30주년 엠블럼

  2011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물 디자인

 05  유학박람회 유학닷컴 홍보부스 디자인

 06  한솔교육 어린이백과 디자인(60권 완간)

 08   한솔교육 어린이백과 ‘자연을 닮은 물건’ 애플리케이션    

기획, 편집, 디자인, 개발

   2011 제천국제영화제 홍보물 디자인

 11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CG기업 홍보 애플리케이션 제작

   한솔교육 어린이백과 ‘북극곰의 내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12  아름다운가게 캘린더 디자인(재능기부)

   YES24 캘린더 디자인, 제작

   유학닷컴 통합안내서 편집, 디자인

2010 01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편집, 디자인

 02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03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 2009년도 연감 기획, 디자인

 0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홍보 브로슈어 기획, 디자인

  2010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물 디자인 및 디자인 매뉴얼 제작

 05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막식 브로슈어 디자인

 12  아름다운가게 캘린더 디자인(재능기부)

   YES24 캘린더 디자인, 제작

2009 01  새 법인 (주)시디알온 cdrON으로 발족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 2008년도 연감 기획, 디자인

 02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편집, 디자인

 04  아름다운가게 대안무역 사업 ‘아름다운 커피’ CI

 05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 컬처매거진 <BRUT> 창간

 09  사라문 한국특별전 전시 디자인 및 홍보물, 도록 디자인

2008 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간 <너울> 재창간

 04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 창간

 05  한국여성벤처협회 월간지 <Women & Venture> 재창간

   한국영상자료원 개관영화제 홍보물 디자인

   환경재단 환경영화제 홍보물 디자인 

 09  KT&G상상마당 신진 디자인전 99.9°C전 큐레이팅 및 전시 디자인

2007 01  인천문화재단 격월간지 <플랫폼> 창간

 08  (주)커민스코리아 사보 재창간

2006 03  소마 미술관(구 서울 올림픽 미술관) MI, 폴 클레전 도록 디자인

  여성개발원 계간지 <젠더리뷰> 재창간

 05 하이 서울 페스티벌 공식 포스터

 06 대한적십자사 홍보물

 07 웅진출판 어린이 경제동화

 10 한국은행 새 지폐 발행 포스터 및 홍보물

 12 한국에너지재단 CI

2005 02   홍콩상하이은행 <HSBC> VIP용 사외보 <Financial Planning Services>  

기획 및 디자인

  한진그룹 한진정보통신 기업 홍보용 브로슈어 디자인

 03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기술과학대학교 연간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04  영화주간지 <씨네21> 창간 10주년 기념 개편 작업

 10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뉴 웨이브 인 디자인전   05



큐레이팅 및 전시 디자인(광주 광역시)

 11 제1회 On-off 디자인전 주관(서울시)

2004 01  두산그룹 종가집 연간 홍보물 디자인

 02   대교 초등용 독서 가이드 <솔루니 독서포럼> 디자인 개발 

  웅진닷컴 유아용 주간 학습지 <우리아이> 디자인 개발

 03  서울여자대학교 연간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04  디자인이즈커피전

 05  GnB 영어전문학원 <GnB 중학영어> 디자인 개발

 06  <디자인이즈커피> 프레디자인비엔날레 참가

 09  한솔교육 꼬마정보그림책 <호기심아이> 디자인 개발

  디자이너스블록런던 참가

 10  도쿄디자이너스블록 참가

 

2003 02  디지털 위성방송 가이드 <스카이라이프> 창간 1주년 기념 개편 작업

 03  서울시복원사업단 <청계천 교량 아이디어 공모 작품집> 기획 및 디자인

 05  전국재해구호협회 CI 및 2003 연감 디자인

 06   국립극장 후원회 모집 홍보물 디자인, 국립극장 춤 공연    

<바리바리촘촘디딤새> 홍보물 디자인

2002  02  디지털 위성방송 가이드 <스카이라이프> 창간

  종가집 브로슈어 및 홍보물 디자인

 04 (주)대교 유아용 학습지 <눈높이 수학 사고력 수학 K단계> 디자인

 06  아름다운가게 CI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물 디자인

  국립극장 <사랑대축제> 홍보물 디자인, 보림 <한시이야기> 디자인

 07   아모레퍼시픽 매거진 <아모레퍼시픽> 창간

   웅진닷컴-웅진 유니아이 곰돌이 표지 리디자인 및 홍보물, 교구 리디자인

 12  서두인칩 5년사 사사, 서울시정연구원 10년사 사사

2001  04   디자인 이즈 사이트 오픈, 웅진닷컴 유아용 학습지    

<씽크빅 국어 한글 펼치기> 디자인

 05  전교조신문 <교육희망> 재창간

 06  서울 국제도서전 참가, 월간 <참여사회> 리디자인

2000  03 디자인 이즈(법인명 (주)디자인 아이에스)로 독립법인 설립

 04  웅진닷컴 <아기그림책012> 홍보물

 05  디지털 경제주간지 <닷21> 창간

 07  웅진닷컴 유아용 학습지 <씽크빅 국어 한글 깨치기> 디자인

 08  (사)영화인회의 <제1회 한국영화축제> CI

 10   아름다운재단과 전략적 제휴 

  아름다운재단 토탈 디자인 컨설팅 및 CI, 홍보물 제작

 12  SK 텔레텍 SKY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

1995 04  종합영상주간지 <씨네21> 창간

1995~1999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일간지 <PIFF> 디자인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일간지 <JIFF> 디자인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PIFAN> 디자인

  격주간지 <케이블 TV 가이드> 재창간 

06

About ON_it 
 연혁



미르

국립극장

Magazine 

08



공예+디자인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Magazine 

09



문화+서울

서울문화재단

Magazine 

10



아트뷰

성남문화재단

Magazine 

11



창조산업과 콘텐츠

케이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Magazine 

12



영화천국

한국영상자료원

Magazine 

13



SUCCESS

서울신용보증재단

Magazine 

14



씨네21

케이블 TV 가이드

닷21

스카이라이프

Magazine 

15



아모레퍼시픽

HSBC 사보 

플랫폼 

젠더리뷰 

커민스코리아 사보 

너울

Women & Venture

Magazine 

16



BRUT

KT&G상상마당

Magazine 

17



Red Cross

RCY

대한적십자사

Magazine 

18



흥미진

흥국생명

Magazine 

19



코바코광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Magazine 

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Magazine 

21



서울대사람들

서울대학교

Magazine 

22



THE STAR TABLE

KB국민은행

Magazine 

23



DSHS

대전과학고등학교

Magazine 

24



이민정책

이민정책연구원

Magazine 

25



담소

재단법인 용인공원

Magazine 

26



서울상상나라 상상이야기

서울상상나라

News Letter 

28



오늘의 책

YES24

News Letter 

29



2012 사회공헌백서

NHN

White Book 

30



2014 사회공헌백서

넥슨코리아

White Book 

31



성남문화재단 백서

성남문화재단

White Book 

32



2013~2015 사회공헌백서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White Book 

33



2013 연보 브로슈어

2014 연보 브로슈어

전국재해구호협회

Annual Report 

34



2008 상상마당 연감

2009 상상마당 연감

2010 상상마당 연감

2012 상상마당 연감

KT&G상상마당

Annual Report 

35



2015 상상univ. 연감

2016 상상univ. 연감

KT&G상상univ.

Annual Report 

36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재단

Annual Report 

37



인천발전연구원 10년사

서두인칩 5년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0년사

Annual Report 

38



KT&G 사회공헌

유학닷컴

만디젤 코리아

대한적십자사 RCY 

상상마당 논산

유네스코

Brochure 

40



서울인베스트 234 한옥 브로슈어

에셋플러스

Brochure 

41



로하스 리더스 포럼 2012 

졸업 사진집

위크온

Brochure 

42



2013 고양문화재단 브로슈어

2014 성남문화재단 

공연 가이드 & 브로슈어

Brochure 

43



북경영화제 카달로그

홍콩영화제 카달로그

영화진흥위원회

Brochure 

44



개관 안내 브로슈어, 리플릿

서울상상나라

Brochure 

4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리플릿

서울시체육관리사업소

Brochure 

46



예술가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 사례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Book 

48



현대카드 CEO PLAN

현대카드

Book 

49



언론피해 예방 교육교재

언론중재위원회

Book 

50



은퇴 노후 설계가이드

KB국민은행

Book 

51



반쪽이

100억 연봉 CEO 

손바닥 위의 IT 혁명

남북한말 사전

경영전략 에센스

영화감독사전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Classics A to Z

순수수학

아름다운제휴(기업과 

시민 사회단체가 만났을 때)

한시이야기

실크로드 스케치여행 1 2

Book 

52



당신들의 대한민국

에피소드

율려

전각담

세가지 소원 

360R

Book 

53



김범수 나는 미남이다

Book 

54



New Wave In Design전 도록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xhibition Art Book

56



한 소장가의 꿈, 길전 도록

폴 클레전 도록

소마미술관

사라문 한국특별전 도록

Exhibition Art Book

57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University  Project 

58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Poster 

60



2006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특별시

2007 새 지폐 발행 홍보

한국은행

Play it 상상 창의공모전

KT&G

Poster 

61



열린포럼

KT&G상상마당

논문공모 

장학생 선발 

KT&G장학재단

Poster 

62



사라문 한국특별전

2010 전주국제영화제 

2011 제천국제음악영화제

Poster 

63



Design is cooffee전

Poster 

64



Design is cooffee전

Poster 

65



2012 포스터

KT&G상상유니브

Poster 

66



아이패스 퀴즈올림피아드

KGC인삼공사

2014 상상실현창의공모전

KT&G

푸쉬업 러브업

대한적십자사

Poster 

67



제10회 서울환경영화제 

포스터, 카달로그, 티켓

환경재단

Poster 

68



RCY 홍보물

대한적십자사

Poster 

69



2011 캘린더

2012 캘린더

아름다운 가게

Calendar 

70



2011 캘린더

2012 캘린더

YES24

2014 캘린더

알라딘

Calendar 

71



우리아이

한글펼치기

한글깨치기

웅진

곰돌이 세트

유니아이

독서포럼 솔루니

대교

호기심 아이

한솔교육

한자 학습지

기탄교육

Children’s Book 

72



어린이백과

한솔교육

Children’s Book 

73



GnB 중학영어

GnB 영어학원

꿈은 이루어진다 시리즈

천재교육

이화여대 어학당 한국어 교재

Exciting Korean Listening

문진미디어

Study-aid Book 

74



종가집

Project Report 

76



히말라야의 선물

아름다운가게 Coffee Brand

Package 

77



201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여의도 & @반포 주관

기획, 홍보, 운영, 공간 설치 등 총괄

Event Promotion 

78





2016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여의도 주관

기획, 홍보, 운영, 공간 설치 등 총괄

Event Promotion 

80





2015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기획, 홍보, 운영, 공간 설치 등 총괄

Event Promotion 

82





2016 한강푸드트럭100

한강몽땅 주관

기획, 홍보, 운영, 공간 설치 등 총괄

Event Promotion 

84





2017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홍보

Event Promotion 

86



제4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서울시 정책홍보관 기획 및 운영

Event Promotion 

87



2016 서울아리랑페스티벌 홍보

Event Promotion 

88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New Wave In Design전 주관

기획, 홍보, 운영, 공간 설치 등 총괄 

Event Promotion 

89



Design is cooffee전 

디자이너스 블록

런던 2004 부스 기획 및 운영

도쿄 2004 부스 기획 및 운영

On-off 디자인전

기획 및 운영

Event Promotion 

90





박람회 부스

유학닷컴

Display Design 

92



에피소드 app.

자체 제작

자연을 닮은 물건 app.

북극곰의 내일 app. 

한솔교육

육아매거진 해피패밀리 app.

오콘 뽀로로

국내 CG기업 홍보 app.

한국콘텐츠진흥원

Application 

93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전국재해구호협회

법무법인 산하

소마미술관

AICG

CGCG

만찬

교육희망

한국에너지재단

아름다운커피

KT&G상상마당 

유학닷컴

아름다운가게 10주년 엠블럼

전력산업해외정보시스템

YMCA 100주년 엠블럼

Identity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