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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다름·간결·소통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합니다.

더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뺄 수 있는 용기,

다름을 담은 굿 디자인을 합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노하우로 변화와 지속의 손길을 전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고품격 산출물을 제공하는 

종합 디자인 광고 기업 입니다.         

Company Vision

Creative  
Different  
Simple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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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 Certification

사업자등록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고필증 동남권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경영혁신 역량 공유∙•전파 중소기업 확인서

객관적인 인증은 고객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저희 한글그라픽스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

증 획득을 통해 공신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호명          한글그라픽스  

대표자          서정봉 

주요사업       인쇄, 출판, 기획, 디자인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41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E-mail         hgsales@hanguel.co.kr

홈페이지       www.hanguel.co.kr

Web-hard    ID hanguel / PW 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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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표창 수상

2010~2014     CN-CTP중설, 제본시설 자동화 증설

201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

2016               중소기업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선정

2017               동남권디자인전문기업

2018               디자인 자문위원 위촉( 현 울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K-BIZ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표창 수상

2019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21               서정봉 대표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임 

                      전자동 옵셋 인쇄기(Lithrone g37)도입 

1982               한글전산 창립

1989               인쇄부서 신설(자체 인쇄시설 완비)

1991               종합 광고기획사로 업종변경 (광고기획, 디자인부서 신설)

                       한글그라픽스로 사명 변경

1994               태화백화점 우수협력업체 선정, 포상

1995               출판사업부 '도서출판' 신설(기획 및 위탁 출판대행)

                       인쇄부서 신기종 도입 komori 2절 4색기

1996               한글그라픽스 디자인연구소 개설(현직교수 5인 연구위원으로 위임)

1997               제판부서 신설(자동 소부시설 완비)

                       리베라백화점 우수협력업체 선정, 포상

                       부산상공회의소(회장 강병중)감사패 수상-(부산산업디자인전 전람회도록 제작공로)

1998               르네시떼 사업부 신설

                       부산정보대학교 산학협력추진위 인쇄부분 지정업체

                       신라대학교, 동부산대학, 부산여대 디자인학부 공식실습업체

2000~2002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산학협정

                       -기자재, 인적자원 및 공동연구기술개발 연구지향

2001               부산정보대학교 산학협력추진위원 인쇄부문 지정업체

                       신라대학교, 동부산대학교,부산여대 공식 디자인실습 지정업체

                       해양수산 전문디자인 사업부 『드림팀』발촉

2002               디지털 CTP 출력센터 신설

2004               부산상공회의소 표창장 수상

2007               전자동 인쇄기 도입 (Lithron S-40) 국전 5색기 제본시설 완비 

                       (재단기, 접지기), 사옥 이전 (중앙동 → 서면)

                       문화관광부장관 (김기문)표창장 수상

  

Company History

서면역

빕스

범내골역 범일역

쥬디스태화
알리안츠 생명

부산은행

CU
편의점

상공회의소

유림
노르웨이숲 

춘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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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Division

제본팀

기획

디자인 2팀

영업부

회계·관리부

인쇄팀

출력팀

디자인 1팀

소통과 분석으로 공감을 이끌다! 

끊임없는 소통, 치밀한 상황분석과 철저한 

성공전략을 통한 아이디어 수립,

공감을 이끌어 내는 실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다름의 디자인으로 놀라움을 선사하다!

더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간결함으로 다름을 디자인 합니다.

단연 돋보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합니다.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생생함!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 시각적 생명을 입혀주는 인쇄,

생생한 색상과 질감을 살린 고품격 인쇄로 

실물보다 더 생생한 감동을 전합니다.

보는 즐거움, 읽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읽는 기획과 디자인으로 

인생과 생활에 있어 깊고 유쾌한 시선이 살아 있는 

책을 만듭니다. 

Design

Print

Publish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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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기업 조직도 대 표

전무 이사상무

•카달로그, 팜플랫, 포스터, 전단 등 인쇄 홍보물

•보고서, 판넬, 현황판 등 특수 홍보물

•CI, BI (기업이미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박물관·해양·수산관련

일반 출판물

고급인쇄

•원색도감류  •기술·전문서적   •국정/인정도서  
•사보,소식지  •교양도서  

•백화점 / 마트전단 인쇄   •카달로그 / 브로슈어 인쇄

•책자 / 보고서 인쇄        •박물관 도록 인쇄 

인쇄

출판

기획·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기획
6명

제본 및 후가공 

제본팀
4명

거래처관리
납품관리

영업팀
2명

CTP 출력

출력팀
1명

인사관리
총무·회계

관리팀
2명

옵셋 인쇄

인쇄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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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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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CNP Paper Cutter

Fuji xerox Versnt
TM80 Press Press
디지털 인쇄기(컬러)

Fuji xerox DocuCentre-IV C7780
디지털 컬러 복합기/복사기(컬러) Fuji xerox 4112

디지털 인쇄기(흑백)

LITHRONE S40
국전평면 오프셋인쇄기
종이규격:720×1,030mm
도수:5color

옵셋인쇄·디지털인쇄·출력시설

UV-CTP 출력 시스템기획·디자인·인쇄·가공의 전 과정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환경 

실물보다 더 생생한 질감과

인쇄로 고품격 제작물 제공

첨단 전자동 5색기 인쇄기를 비롯한

최신설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One-Stop 시스템

시간당 43장 출력

신문에서 상업용까지 다양한 출력실현

1800/2400/2450/3000dpi등 

멀티 해상도 동시사용

Nega/Posi판 동일 속도 

CTP 출력시설

접지기(32p, 특수접지) 라미네이티(유광,무광,UV코팅) 오시·미싱제본초고속 전자오시/접지기중철제본기(7콤마)마스터인쇄기

제본·후가공시설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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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고성시장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체육회

부산문화재단

임시수도기념관

국립김해가야문화재연구소

복천박물관

울산문화재발전연구소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영화의전당

부산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민공원

국립수산과학원

정관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부산민속문화의 해 '관문 그리고 사람' 특별전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 

고성시장 사람들

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 특별전

부산체육 소식지

공감그리고 소식지

보수동책방 사람들 학술총서 

고령지산동 발굴조사조고서

일본고대문화로의 초대 국제교류전 도록 외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부산기와 학술총서

(재)영화의전당 정기간행물

시설과 사람들 정기간행물

주택금융공사 규정집

부산시민공원 홍보인쇄물 (지도,리플렛)

수산물수출전략상품 보고서

개관기념홍보물

한국목기자료집

국제교류전 도록외

3차발굴조사 보고서

2차발굴조사 보고서

시민공원역사관 개관도록

항행통보연보

내수면어류

과업명

2021. 9

2019. 6~2019.10

2019. 1~2019.2

2017.1~2018.1

2016.1~2017.1

2016.12

2016.8

2016.8~10

2016.10~11

2015.10~12

2013.1~12 

2015.1~

2014.2~

2013.12

2015.12

2015.7

2015.12

2014.10 

2014.07

2014.11

2014.04

2014.04

2014.03

2013.12

제작기간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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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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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2022 청암 그리고 임랑 특별전 - 박태준기념관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 '관문 그리고 사람'       

- 부산시립박물관

2021 부산의 뿌리 동래 특별전 - 부산시립박물관

202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독도박물관 공동주관 특별기획전 '독

도가 살아있다' -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2020 노랫말 선율에 삶을 싣다 특별전 - 부산시립박물관



- 12 - 

Poster
2020  가야본성 칼과현 특별전

          - 부산시립박물관 

2019 복천동사람들 특별전 

          -복천박물관

2019 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 

         - 국립해양박물관

2019  정관박물관 개관포스터 

         - 복천박물관

2019  산만디잔치 포스터 

        -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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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 

       '관문 그리고 사람' 전시도록 - 부산시립박물관

2020 큰 눈이 매력적인 조피볼락 황금레시피 - 국립수산과학원

2020 밥상위의 바다 인문학 - 국립수산과학원

2020 해외수산생명 특성자료집 - 국립수산과학원

2020 눈이야기 1 - 수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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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2019  부산역사산책 - 부산시청 

2019  고성시장 사람들 - 고성시장

2019  극지에서의 안전 - 국립해양조사원

2018 복천동 사람들 - 복천박물관 

2016  보수동 책방골목의 공간과 사람들-임시수도기념관

2015  한국목기자료집-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개관도록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러시아국제전 전시도록 - 부산박물관 

2014  부산연산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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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2016  보수동 책방골목의 공간과 사람들-임시수도기념관

2015  한국목기자료집-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개관도록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러시아국제전 전시도록 - 부산시립박물관 

2014  부산연산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부산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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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Newsletter
2017  부산체육 소식지 - 부산체육회 

2016  Sea 소식지 - 해양자연사박물관

2015  시설과 사람들 소식지 - 부산시설공단 

2016  공감그리고 소식지 - 부산문화재단

2013  영화의전당 소식지 - 부산영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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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let
2020 부산역사산책 리플렛 - 부산시청 

2020 가야본성 칼과현 특별전 - 부산시립박물관

2020 창령사터 오백나한전 - 부산시립박물관

2015  정나눔 이야기 소식지 - 부산시설공단

2015  화명수목원 홍보 리플렛 - 부산화명수목원 

2014  문화캘린더 소식지 - 부산시민회관

2014 역사관 홍보리플렛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부산시민공원 안내 리플렛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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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let
2019  영화의 전단-영화의 전당 

2015  정나눔 이야기 소식지 - 부산시설공단 

2014  문화캘린더 소식지 - 부산시민회관

2014 역사관 홍보리플렛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부산시민공원 안내 리플렛 - 부산광역시

2015  화명수목원 홍보 리플렛 - 부산화명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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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2016  일본고대문화로의 초대 

          - 복천박물관 

2014  영도다리축제 포스터 

          - 영도구청

2017 대형고래류 포스터 

         - 고래연구소

2015  정관박물관 개관포스터 

         - 정관박물관

2014  러시아문물교류전 포스터 

        - 부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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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2019  탁상용 달력 - 수정안과

2018  탁상용 달려 - 부산과학교육원

2017  탁상용 달력 - 부산시설공단

2017  벽걸이 달력 - 남해군수산협동조합

2016  벽걸이 달력 - 냉동냉장수협

2016  벽걸이 달력 - 조광페인트

2015  탁상용 달력 - 한글그라픽스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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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age Design 

2020 쇼핑백-부산과학기술대학

2019  음료상품박스 - 남양유업

2018  티슈박스-부산평화도매시장 

2018  장비움박스 - 삼정바이오

2017  곰피식초상자,쇼핑백 - 태종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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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