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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소싱은

111,883명의 디자이너와 28,232개의 기업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디자인 공모전 플랫폼입니다.

라우드소싱은 2019년 10월 기준,
10만명 이상의 디자이너 풀을 확보하였으며,
꾸준히 신규 디자이너를 유입시키고 새로운 풀을 발굴하는 등
디자인 업계의 더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bout us / introduce



라우드소싱 서비스는 ‘크라우드소싱’을 기반으로 기업과 디자인을 연결합니다.

라우드소싱은 크라우드소싱을 기반한 ‘콘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에 기반한 ‘콘테스트’ 방식을 활용하여

한 기업에 다수의 디자이너를 연결합니다. 

디자인

+ 홍보가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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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 system

수 많은 디자이너 풀



디자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다.



디자이너

누구나 스펙 불문

only 실력만으로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곳

의뢰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담없는 비용으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곳

about us / target

해결창구 부재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지를 모르겠다..”

산발적인 디자인 니즈를 위한 인력채용의 부담

중저소득 생계형 디자이너
학력/스펙 등의 이유로 

수입이 부족한 디자이너 증가

pain point

라우드소싱에서는

 누구에게나 디자인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solution / for client



디자인 의뢰
간단한 브리핑 작성,

상금 직접 책정

콘테스트 진행

10만명 이상의

내부 디자이너

+ 외부 바이럴

기간, 비용

70% 이상의 절감 효과!

수 많은 시안 중

선택하기만 하면 끝!

우승작 선정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선정

누구나 쉽게 개최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전
쉽고 빠르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 for client



공모전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PR 솔루션입니다.

라우드소싱으로 디자인과 마케팅,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 for client

최소비용

최대효과

시안을 보고

디자이너 선택

수많은 디자이너

다양한 시안 잠재적 고객 유치
공모전 홍보를 통한 

바이럴 유도

라우드소싱에서는 10만명 이상의 디자이너를 만나 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를 고르기 전에, 먼저 수십개의 시안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프로세스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라우드소싱은

수 많은 시안을 제공합니다.

콘테스트를 개최하시면,

평균 30~40건의 시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안을 최대 3~4건으로 제공하는

에이전시 및 프리랜서 의뢰 방식과는

크게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solution / strong point

01



다양한 디자이너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 구현 가능!

다양한 디자이너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형태이므로, 적은 디자이너 수로

운영되는 에이전시나 개인 프리랜서

의뢰 방식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solution / stro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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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 / 최대 효과

라우드소싱의 의뢰 가격은

의뢰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원하시는 견적에 맞추어,

적절한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최상의 

디자인 퀄리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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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strong point

PURPLE ISLAND 사례

40만원 상금에 127건의 디자인 시안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디자이너

jiraesin 

제주 지역 디자이너

phinix

강원 지역 디자이너

willcom75

광주 지역 디자이너

vygmdtnr

경기 지역 디자이너

fourthking

전북 지역 디자이너

hyunggun

대전 지역 디자이너

isaactive

충북 지역 디자이너

mikmiley

부산 지역 디자이너

climt01

대구 지역 디자이너

rlawldjs0601 

디자인 시장이 비활성화 된

전국 지역 활용 가능

라우드소싱의 10만명의 디자이너들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형식을 통해서, 디자인 활용이 어려운 전국의 모든 기업이 활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04

solution / strong point



디자인은 영.오.칠.십!

짧은기간 안에 많은 시안을!

간단한 브리핑 작성만하면, 평균 30개 이상의 시안이 업로드됩니다.

콘테스트 진행은 기본 일주일단위로 진행되므로, 전체 프로젝트 진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라우드소싱은 직접 비용을 책정하고,

디자인 시안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방식이므로 머리 아픈 

비교 견적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간단한 브리핑으로

작성해주시면, 콘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콘테스트는 기본 7일 간 진행됩니다. 평균 30~40개의 시안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끝!

브리핑 작성

5분
비교견적 단계

0초
콘테스트 진행

7일
디자인 선택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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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strong point



디자인 완성도와 스타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 가능

포트폴리오가 아닌 실제 디자인 작업물을 바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디자인 완성도와 스타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솔루션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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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strong point



콘테스트 홍보를 통해

바이럴을 유도해 드립니다.

콘테스트 리스트 광고,

뉴스레터 발송, 각종 SNS 활용 홍보 등

해당 콘테스트 진행의 광고홍보를 함께 도와드려,

디자인 제작과 더불어 서비스의 바이럴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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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strong point



solution / for designer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전

solution / for designer

지역&장소
한계 극복

스펙 불문
공정한 평가

부가 수익 창출
총 지급 상금
62억원(누적)

새로운
기회 창출

다양한 레퍼런스와
풍부한 경험

경력 및 스펙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우드소싱은 디자인 시장을 전국구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포트폴리오 없이도 우승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또한, 44만가지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여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portfolio / best case



아이러브베이스볼 시즌 10

로고 디자인 공모전

의뢰자    KBSN

참여자    778명

야구 데일리 매거진 프로그램 

‘아이러브베이스볼’ 10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진행한 로고 디자인 공모전.

778명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 회원들의 

참여로, 완성도 높은 로고가 탄생했다.

portfolio / best case



제주워터 물병디자인 공모전

의뢰자    제주도개발공사

참여자    1,212명

삼다수로 먹는 물 시장을 평정한

제주개발공사에서 새롭게 출시된

프리미엄 제주워터 물병디자인 공모.

전세계에서 활동중인 프로 디자이너

1,200명과 수만명의 네티즌 참여.

portfolio / best case



portfolio / best case

봄베이사파이어 패키지 디자인

의뢰자    바카디코리아

참여자    180명

원석속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컨셉으로 기존 평범한 패키지 디자인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디자인 탄생



portfolio / best case

걸그룹 에이프릴(April) 로고 디자인

의뢰자    dsp미디어

참여자    391명

카라(KARA)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아시아, 

글로벌 무대의 새로운 대표 걸그룹을 목표하고 

있는 (주)디에스피미디어의 신인 에이프릴의 

로고디자인 의뢰. 각종 광고 및 언론 홍보를

통해 391명 참여유도.



portfolio / best case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캘리 디자인

의뢰자    kbs미디어

참여자    1,282명

2016년 8월 KBS2 미니시리즈 

<구르미 그린 달빛> 제목 캘리 디자인 공모.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바이럴 효과로, 

약 3만6천건 이상의 조회 기록.



story / 숫자로 보는 라우드소싱

111,883명
디자이너 회원 10만명 돌파!

2019년 10월 성과!

508,694건
라우드소싱에서 탄생한

디자인 시안 수

4.8/ 
5.00
라우드소싱 이용

고객님의 만족도

81억원
현재까지 디자이너에게 

지급된 총 상금

라우드소싱은 지금도 매월 성장하고 있으며,

10만명의 디자이너 분들께 수 많은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대표	

주소	

전화	

(주)라우더스		

김승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아리빌딩 3층	

1599-3413

메일	 	help@loud.kr

홈페이지	 	www.loud.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udsour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