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Category Company/Organzation Awards Categories

Sub-category
Company of the Year 
B02. Advertsing, Marketing & Pulic Realations

Title
KOR 하나로애드컴

ENG HANAROADCOM 
2012년 업적

하나로애드컴은 1995년에 설립, 18년 간 디자인 한길을 걸어온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사보, 
브로슈어, 카탈로그, 광고등 기업의 홍보물 기획, 디자인, 인쇄, 제작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클라이언트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으로써 서울특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도로교통공단, 하남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MBC 등이 있습니

다. 하나로애드컴은 창의적인 기획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

인의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애드컴의 사업 활동은 국내외 수상 실적을 통해 실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

고 해외에서는 IBA에서 6년 연속 STEVIE AWARD를 수상했습니다. 

하나로애드컴 손정희 대표는 디자이너이자 여성 CEO로서 열정으로 하나로애드컴을 디자인 

전문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왕성한 경영활동뿐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대한인쇄문

화협회 홍보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홍보자문 위원 등의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여,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로애드컴은 기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경영혁신형기업(Main Biz), 
수출유망중소기업, ISO 9001 인증 등을 받았고,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여 디자인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대표는 2012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2012 IBA(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시상식에서  Advertising or DESIGN Agency of the Year 등 3개 부문에서 

GOLD STEVIE AWARD WINNER을 수상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

이션대상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하나로애드컴 홈페이지 http://hanaroad.com    http://www.hanaroad.co.kr
하나로애드컴 관련 2012 IBA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769124
JDC 사보 <제주의 꿈>  http://www.jdcenter.com:8890/document/listDocBasic.do

서울시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홈페이지 2012년 1월호~12월호 http://love.seoul.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보 <아우름> 

   http://www.kca.kr/open_content/bbs.do?act=detail&msg_no=6&bcd=library

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 2012년 3월호~2113년 3월호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magazine.do

도로교통공단 월간 신호등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하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http://news.ihanam.net/newshome/mtnmain.php?mtnkey=scatelist&mkey=30



회사소개:

하나로애드컴은 1995년에 설립한 기획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브로슈어, 카탈로그, 사보, 보

고서, 광고 등 기업 홍보물의 기획, 디자인, 인쇄, 제작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로교통공단, 하남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MBC 등의 기업이 주요 클라이언트입니다. 하나로애드컴은 

창의적인 기획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 전문회사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연속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최우수 기획디자인회사상, 사보 부문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IBA 6년 연속 Stevie Winner를 수상하였고, 
2012 IBA에서는 Advertising or Design Agency of the Year, Creative Executive of the Year, 
Executive of the Year - Advertising, Marketing, & Public Relations 3개 부문에서 Gold 
Stevie Winner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