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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Design Consulting

제품디자인 개발 Product Design Service

팔로업 Follow Up

디자인 멘토링 Design Mentoring

플랫폼 Platform 

펫다움 Petaum

2003년 설립된 이후, 14여 년간 디자인 컨설팅 제공으로 다양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서비스. 국내외 150여 개 기업과 370여 개 프로젝트 성공적 실행, 

글로벌 디자인회사로서 도약과 자리매김. 중국, 미국, 터키기업들과 약 250만 

달러 이상의 디자인 컨설팅 매출액 성과. 감성 디자인의 설계, 개발, 금형 진행 

시, 디자인 일관성 위한 품질 관리 인력, 양산 매뉴얼 제공 서비스. 2011년 중국 

상해에 거점사무소 개소. 세계적인 무역박람회인 칸톤페어 5년간 단독 참여. 

디자인 평가 시스템 중심의 엔지니어링 매칭을 통한 제품 개발 플랫폼 사업화. 

선정된 디자인을 시제품 제작하여 박람회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를 통한 검증 후, 

제조연계 제품화 실행 - 플랫폼 프로세스 적용한 Petaum 제품 실제 개발, 금형 

제작하여 양산 판매, 수익 창출. 디자인 멘토링 및 실무적 디자인 교육 서비스로 

디자인 창업 지원 및 디자인 상생 협력 강화.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3, GOTH DESIGN has been developing and 
providing various product designs through providing design consulting 
for over 14 years. The company has successfully completed 370 projects 
with more than 150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come a 
global design company. The company has also achieved design consulting 
revenues of more than US $2.5 million with companies in China, the US 
and Turkey. GOTH DESIGN pursues emotional designs, and puts in charge 
quality management personnel for design consistency when developing 
and molds, and provides mass production manual services. In 2011, GOTH 
DESIGN opened a branch office in Shanghai, China and participated in 
Canton Fair, a global trade fair, for five consecutive years. GOTH DESIGN 
commercializes product development platform through engineering 
matching centering on design evaluation system. The company produces 
prototypes of selected designs, validates them through fairs and interactive 
media, and then commercializes them in conjunction with manufacturing. 
-The company actually develops PETAUM products by applying the 
platform process, and makes profit through mold production and mass 
production GOTH DESIGN provides design mentoring and practical 
design education services to support the start-up of design and enhances 
cooperation in design win-win cooperation.

디자인 전략  Design Strategy

2019   펫다움 법인 설립 
Established PETAUM corporation

2018  펫다움 드라이기 개발 양산 
Mass production of PETAUM dryer

2017  중소기업청 기술전문기업 선정 
Selected as a technology specialized company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6   신사업부(플랫폼사업)신설 / 파일럿 엑스 플랫폼 개발 
Established New business Division (Platform Business) / Developed Pilot X Platform

2015   Gallery EN 멘토링 제품 개발 및 국제 박람회 참가 
K-Brain Power(두뇌 역량 우수 전문)기업 선정 (2015 - 2019) 
Developed Gallery EN mentoring products and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air 
Selected as K-Brain Power Company (2015 - 2019)

2014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등록 (2014 - 2019) 
Registered as an Excellent Design Company (2014 - 2019)

2013    Gallery EN 설립 / 디자인 포트폴리오 플랫폼  
Established Gallery EN / Design Portfolio Platform

2012    디자인연구소 & 전략기획팀 신설 시스템 구현  
Implemented a new system of design research & strategic planning team

2011    중국 상해 사무실 오픈  
Opened office in Shanghai, China

2010    engoth 상표권 등록 
Registered Engoth trademark

2009    IF Award, Red Dot 수상  
Received Red Dot, IF Award

2008    engoth 시스템 Start, 제품 브랜드 제작  
Started engoth system and manufactured product brand

2007    KIDP 공인 전문디자인회사  
Registered as a KIDP Certified Professional Design Company

2004    ㈜고스디자인 법인 등록  
고스디자인 설립 
Registered GOTH DESIGN Co., Ltd. as a corporate 
Established GOTH DESIGN

2018   청우메디컬 / 보행 보조기 GOOD DESIGN (KIDP) 
㈜고스디자인 / 펫 그루밍 드라이기 IT 디자인 어워드 본상 
코니맥스 / 침구용 청소기 2018 IDEA AWARD 
㈜고스디자인 / 중국 PDC RED STAR DESIGN AWARD 
CHUNGHO MEDICAL / Walking aids GOOD DESIGN (KIDP) 
GOTH DESIGN Co., Ltd. / Pet Grooming Dryer it Design Awards Awards 
KONIMAX / Acupuncture Cleaner 2018 IDEA AWARD 
GOTH DESIGN Co., Ltd. / China PDC RED STAR DESIGN AWARD

2017  베이양 / 포터블 공기청정기 GOOD DESIGN (KIDP) 
BEIYANG / Portable Air Purifier GOOD DESIGN (KIDP)

2016  청호 나이스 / 휘바람 공기청정기 2016 IF AWARD 
CHUNGHO NICE / Huibaram Air Purifier 2016 IF AWARD

2015  청호 나이스 / 커피 얼음 정수기 GOOD DESIGN (KIDP)  
㈜고스디자인 두뇌 역량 우수 기업 선정 
㈜고스디자인 / 중국 PDC TOP 10 DESIGN COMPANIES 
베이양 /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 RED STAR DESIGN AWARD 
CHUNGHO NICE / Coffee Ice Purifier GOOD DESIGN (KIDP) 
GOTH DESIGN Co., Ltd.  / Selected as K-Brain Power Company 
GOTH DESIGN Co., Ltd. / China PDC TOP 10 DESIGN COMPANIES 
BEIYANG / Electric Dust Collector Air Purifier RED STAR DESIGN AWARD

2014   ㈜고스디자인 우수 디자인 전문 기업 선정 
청호 나이스 / 미니 직결형 정수기 2014 IF AWARD 
청호 나이스 / 휘카페 미니 정수기 GOOD DESIGN (KIDP) 
GOTH DESIGN Co., Ltd. / Selected as an excellent design company 
CHUNGHO NICE / Mini Direct Connection Type Water Purifier 2014 IF AWARD 
CHUNGHO NICE / Huicafe Mini Water Purifier GOOD DESIGN (KIDP)

2013  ㈜코비스 / 마이젠 자가 발전기 GOOD DESIGN (KIDP) 
KOBIS Co., Ltd. / Myzen Automatic Generator GOOD DESIGN (KIDP)

2012  청호 나이스 / 공기청정기 GOOD DESIGN (KIDP) 
인터크리에이티브 / 홈네트워크 월 패드 2012 PIN UP AWARD 
CHUNGHO NICE / Air Cleaner GOOD DESIGN (KIDP) 
INTERCREATIVE / Home Network Wallpads 2012 PIN UP AWARD

2009  KT / IPTV 리모콘 2009 IF AWARD 
KT / IPTV remote control 2009 IF AWARD

수상실적 Award연혁 History

Design Process

㈜고스디자인
GOTH DESIGN

PATENT RESEARCH

MARKET RESEARCH
DEFINITION

CUSTOMER ANALYSIS
IDEA GENERATION

IDEA SCREENING

BUSINESS ANALYSIS

TARGETING
MARKET SUBDIVINDING
CONCEPT DEVELOPING

CONCEPT TESTING
IDEA VISUALIZING

IDEA MATERIALIZING

MOCKUPS

STRUCTURE DESIGN
PROTOTYPE

DETAIL DESIGN
MOLD PRODUCTION

PRODUCT MANUFACTURING

PRODUCT ASSEMBLING

PERFORMANCE TESTING

TEST MARKETING
COMMERICIALIZATION

PRODUCT LAUNCHING
ADVERTISEMENT

SALES

AFTER SERVICE

BIG DATA

PLANNING DEVELOPMENT PRODUCTION DISTRIBUTION

기획 개발 생산 유통

㈜고스디자인 | GOTH DESIGN

Telephone 
+82 70 4788 7279

Fax 
+82 70 4788 7280

E-mail 
star@designgoth.com

Website 
www.designgoth.com

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에이동 702호 

A-702, Pangyo Digital Canter, Pangyo-ro 242,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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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 VR

GOTH VR

고품질 음향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최적화된 음향과 컨트롤 방식,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고품격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BANG & OLUFSEN의 철학과 고스의 DESIGN 

THINKING를 반영하여, 디자인작업 이전에 기술과 설계, 구조, CMF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선행 

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자연이 전달하는 감성,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힘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감각을 반영시켰습니다. 기술과 디자인 융합은 단순히 아름다운 형상을 위함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올바른 사고와 그에 따른 연구가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혁신 가치는 인간을 위한 기술과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융합으로 비롯됨을 강조 하였습니다.

Designed for consumers who use high-quality loudspeakers, optimized for sound and control, and designed to 
deliver high quality with futuristic design. In recognition of BANG & OLUFSEN's philosophy and Goth's design 
philosophy, we prioritized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echnology, design, structure, and CMF before design 
work. The design reflects ideas and senses based on the emotions delivered by nature, the medium to deliver 
sound, and the power to fill the space.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design is not just for the beautiful 
shape, but it can be light when it is supported by the right thinking for the user and the research that follows. I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 value of innovation in design originated from technology and design for human beings.

Client 
고스디자인 GOTH DESIGN

Director 
정석준 Jung Suk June

Designer 
문웅재 Moon Wong Jae 

이명훈 Lee Myung Hun 

Client 
고스디자인 GOTH DESIGN

Director 
정석준 Jung Suk June

Designer 
문웅재 Moon Wong Jae 

허성현 Hoe Sung Hyun

블루투스 
스피커

BLUE TOOTH 
SPEAKER

AI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미래는 VR의 가상 현실이 단순한 게임의 활용 차원을 넘어 일상 생활의 

다양한 환경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VR 디자인은 자유로움과 편리함으로 현재 불편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여 제품을 간결화, VR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안.

The future of implementing a lifestyle with AI is expected that VR's virtual reality will be used in various 
environments of everyday life beyond simple game utilization. This VR design is designed to eliminate the 
current inconveniences with maximum freedom and convenience, so that the product can be simplified and 
focused on VR.

㈜고스디자인 | GOT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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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의 대류형 공기청정기로 바람 흐름을 연상하는 디자인 형상 처리로 공기청정기의 기능성과 성능을 

강조하는 디자인 개발. 4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이 적용되어 세균, 바이러스, 집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여 민감 체질에 도움을 주는 제품. 상단에 UX&UI를 적용한 컨트롤러 배치. 비상하는 

이미지의 라이팅 효과로 공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This product is a cylindrical convection type air cleaner, which is designed to emphasize the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of the air purifier by designing shape reminiscent of the wind flow. 4 stage air cleaning system 
is applied to remove allergens such as bacteria, viruses, house dust mite and help to sensitize constitution.
At the top, a controller considering UX & UI is applied, and air condition can be checked by lighting processing 
of rising image.

TAKA는 PI 중심의 비데 생산을 통한 브랜드 확장과 고품격 디자인을 추구, 고스디자인은 제품 사용 편리성과 

세심한 기능적 아이디어, 안락감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디자인 프레임을 정의하여 아이디어를 도출. 

준 중형 세단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의 조사를 통한 조그셔틀 버튼의 사용성과 기능성, 다양한 의자 조사 

분석을 통한 심리적 안락감을 연구하여 TAKA만의 PI 디자인 이미지를 구축함. 본 디자인 개발로 470%

이상의 매출 신장과 기업의 고도성장 효과를 창출함.

TAKA pursues brand extension and high-quality design through PI-centered bidet production, and GOTH 
DESIGN has defined the design frame that meets three conditions of convenience of product use, detailed 
functional idea, and comfort. We have constructed TAKA's PI design image by studying the use of the jog 
shuttle butt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functions applied to the car, the functionality, and the 
psychological comfort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chairs. The development of this design has resulted in 
sales growth of over 470% and high growth of the company.

Client 
청호나이스 CHUNGHO NAIS

Director 
최익석 Choi Ik Suk

Designer 
김혁재 Kim Hyuk Jae 

김용건 Kim Young Gun

Client 
타카(중국) TAKA(CHINA)

Director 
문웅재 Moon Wong Jae

Designer 
이명훈 Lee Myung Hun 

김태헌 Kim Tae Hun

휘바람 IV 
공기청정기

분리형 
비데 디자인

Windy Air IV 
Air Purifier

Smart 
Detachable Bidet

㈜고스디자인 | GOTH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