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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Design-sourcing Service for Business 

서비스소개서 





“와이즈데스크”를 소개합니다. 

와이즈데스크는  

매니지먼트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전문 아웃소싱 서비스(Design Sourcing)  
입니다. 

디자인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매니지먼트시스템 
Design Management System 



와이즈데스크는 단순 용역서비스가 아닙니다. 
통합 디자인 매니지먼트시스템 기반의  
디자인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써 체계적인 디자인관리가 가능한  
매니지먼트시스템과 효과적인 업무를 위한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수정 전문 서비스 “부탁해! 수정대리”를 통해 
기업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업무를 완벽하게 바꿔드립니다. 

디자인 관리 서비스 디자인 수정 서비스 인쇄물 제작배송 서비스 

통합 디자인 매니지먼트시스템 

와이즈데스크 시즌2  
부탁해! 수정대리 런칭 

와이즈데스크 데모사이트 

http://demo.wisedesk.net  

ID: demo PW: 123qwe 



와이즈데스크는 
자체구축 한 고도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00여 고객사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디자인 파일 
관리 

작업 스케줄링  
& 이력관리 

운영 
노하우 

대용량 
디자인 파일 
처리 

작업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고도화 
관리시스템 



다양한 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와이즈데스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다양한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와이즈데스크는 디자인 활용이 많은 기업과 디자인팀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입니다. 

프랜차이즈 디자인 기획사 디자인 활용이 많은 기업 프리랜서 디자이너팀 



8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모아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 15p 

1 자체구축 한 시스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사이트 제공 8p 

2 중요한 디자인은 썸네일을 통해 직관적으로 관리 9p 

3 디자인을 팀원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 10p 

4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태그관리기능 11p 

5 SNS공유기능을 통해 우리 디자인을 소셜네트워크로 손쉽게 공유가능 12p 

6 문제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버전관리 기능 13p 

9 디자인 수정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만 하면 끝! - 디자인수정 서비스 16p 

10 제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인쇄물 제작 배송서비스 17p 

7 중요한 디자인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는 고정, 정렬, 숨기기 기능 14p 

와이즈데스크 특징을 소개합니다. 
디자인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개별도메인을 부여 받아 자체 구축한 독립 사이트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과 공유하고 활용하여 디자인을 자원화하기 원하는 기업과 디자인팀에게 유용합니다. 

우리 회사만의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사이트가 제공됩니다. 



썸네일 디자인 관리로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파일제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복된 작업이나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와이즈데스크의 디자인 등록기능은 썸네일을 통한 직관적이고 정확한 디자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디자인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마케팅 자산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원활한 공유가 중요합니다. 
와이즈데스크는 구성원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활한 공유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넓히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 대구지역SV OOO 입니다. 대구OO대학주변 컷트 동반할인 
50% 이벤트 두 달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네요. 그래서 다음달
에도 추가 이벤트 지속할 예정입니다. 대학가 매장들은 진행해보
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표태그 관리기능 
자주 활용하는 태그를  
등록/삭제 

태그검색기능 
대표태그를 통해  
빠른 검색 가능 

대표태그관리, 검색 기능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태그 기능은 다량의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에 지정된 대표태그는 원하는 디자인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자인은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와이즈데스크는 제작된 디자인을 카톡, 페이스북, 밴드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SNS)로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디자인관리로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점정보나 메뉴가 포함된 디자인은 기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폐점정보나 단종된 메뉴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혼란과 작업사고로 이어집니다. 
와이즈데스크는 이러한 문제를 위한 디자인버전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렬(sorting) 
• 전체 디자인 작업물들의  
        순서 조정가능 

고정(pinning) 
• 중요한 디자인을 최상단에 고정 
• 최대 20개까지 고정 가능 
• 고정된 시안의 순서조정 가능 

숨기기(mute) 
• 일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디자인
을  

        숨기기 가능 

너무 많은 정보는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 역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노출(디스플레이)은 업무혼란과 업무지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즈데스크는 중요도에 따라 간편하게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정렬, 전시기능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큐레이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주 활용하는 나의 Favorite 디자인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마다 자주 활용하는 디자인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와이즈데스크는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디자인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수정전문 서비스 “부탁해! 수정대리”는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의 컨셉으로  
와이즈데스크 시즌2에서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입니다.  
명함, 쿠폰, 포스터, 메뉴판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수정작업부터 
약도, 아이콘, 이미지 보정 등 일회성 수정작업까지 다양한 디자인 수정작업을 제공합니다. 

수정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디자인작업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와이즈데스크 시즌2 대표서비스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서비스 

“부탁해! 수정대리” 

완성된 디자인을 와이즈데스크에 
등록 후 필요할 때 요청만 하세요! 

수정을 원하는 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귀사의 고객주문시스템과  
연동하면 즉시 수정 요청 및 처리 가능합니다. 

명함, 쿠폰, 메뉴판,, 판촉물 ,  
정기발행 포스터 등 

ai, psd 디자인화작업, 리사이징 
약도, 아이콘제작, 이미지보정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성향의  
대량수정작업 

1회성 수정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상품종류와 
작업건수가 많은  경우 



제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와이즈데스크가 제공하는  
인쇄제작/배송대행 서비스입니다. 

대형물류센터와 동일 수준의 검수/배송 시스템 및 통합관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인쇄물 제작시스템을 갖추었고 

묶음배송, 분류배송, 국제배송 등 인쇄물 전문 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용출고 
센터운영 

대형물류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검수/배송시스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전용 출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대형물류센터 수준의  
검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관제 
모니터링 

여러 인쇄소를 통해 제작중인 인쇄물 통합관리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인쇄물에 대해  
모든 제작공정을 통합적으로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묶음배송 
분류배송 
국제배송 

다양한 배송서비스 제공 

합배송 : 제작공정 및 일정이 다른 제작물을 취합하여 한번에 포장발송 
분류배송 : 대량 제작물을 원하는 배송지별, 수량별로 분류포장하여 배송 
국제배송 : 해운, 항공을 통한 국제배송 서비스 



와이즈데스크의 미션은 

IT기술을 통해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연결하여 

고객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 금  바 로  문 의 주 세 요 

신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5-17 3층 (본사) 
을지로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72 인현상가 427호(출고업무) 

|  ask@wisedesk.net 

|  1599-2344     070-4010-8975 

|  www.wisedesk.net 

주 소 

이 메 일 

대표전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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