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인벤션랩 x 퓨처파운드

서비스 프로토타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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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서비스 MVP

프로토타입 패키지
초기 서비스의 최소기능명세를 기반으로 한


상세 UI 디자인부터 개발명세서까지

Service.



개발과 BM이


고려되지 않은


일차원적인 기획 및 디자인

실제 개발이 고려되고


시장이해가 뒷받침된


목적에 충실한 기획 및 디자인

AS-IS TO-BE

사업적인 이해부터

접근하는 서비스 기획
단순한 Look-and-Feel 위주의 기획 및 UXUI디자인이 아닌


실제 개발과 시장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About us.

전문 서비스빌더의

필요성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사업성이 고려된 디자인의


중요성을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기성 디자인 에이전시 / 주니어 디자이너 전문 서비스 빌더 : 퓨처파운드

잦은 개발 이슈 발생 그리고


고도화 시점마다 매번 지출되는


디자인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

실제 사업성 / 개발 / 사용자 경험이


고려된 깔끔한 디자인과 방향성 설계로


성공 서비스의 첫 걸음

실제 개발을 고려한 UI 시스템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투성이 UI

사용자 경험이 고려된 서비스 구조 설계단순한 Look-and-Feel에만 의존된 디자인

명확한 초기 투자 비용과 타임라인

높은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

기약없이 계속 지출되는 인건비

낮은 사업 이해도와 위기 대처 능력



About us.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

스타트업 초기 투자기관(TIPS운영사)

더인벤션랩이 함께합니다. 

국내 최초 대기업 / 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겸 전용 투자합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더인벤션랩이 서비스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80+ 200억+ 9,000억+

총 투자기업 수 총 투자규모 총 기업가치



About us.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내부 서비스 전문가가 밀착하여 

사업/서비스 구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서비스 디자인 전문인

 30사 이상 스타트업 서비스 런칭 관여 (디렉팅

 대기업 · 지자체 프로젝트 PM 50건 이상 진

 국제 디자인 어워드 10관왕 / 산자부장관상 수상



Service.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패키지 진행

프로세스
4단계의 직관적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를 구체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획 어드바이스

01 02 03 04

화면설계도 제작


(상세 UI 디자인)

MVP 프로토타입


출력 (FIGMA)

개발명세서


제작 (선택)



Detail.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기존 에이전시

가격 정책
기존 웹에이전시들은 다양한 업셀링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 자사 Advanced 기준, 40pages 내외 UI 프로토타입 도출까지

기획 자문료 / 전략회의

+3,000,000원
총 3,000,000원 총 9,000,000원 총 12,000,000원 총 14,000,000원

01 02 03 04

UI 상세 디자인 비용

+6,000,000원

프로토타입 구현 비용

+3,000,000원

개발명세서 제작 비용

+2,000,000원



Detail.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퓨처파운드

패키지

가격 정책

꼭 필요한 작업들을 올인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 VAT 별도 가격

컨셉 제안 및 테스트를 위한

UI 프로토타입 패키지

페이지 추가에 따른 비용은 핵심페이지 5page 기준으로 500,000원 / 10page 기준 1,000,000원이 청구됩니다.


(기존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 제작해야 하는 페이지를 핵심페이지로 호칭, 응용 페이지는 2page 당 핵심페이지 1page 간주)

평균 소요기간 8 - 12주 평균 소요기간 4 - 6주 평균 소요기간 2 - 3주 

화면설계도 디자인 (10Pages 내외 / FIGMA) 화면설계도 디자인 (40Pages 내외 / FIGMA) 화면설계도 디자인 (80Pages 내외 / FIGMA)

유저 인터뷰 및 리서치 (심층인터뷰 + FGI)전문가가 함께 검수 및 작성하는 IA 문서

사업 어드바이스 밀착 진행

전문가가 함께 검수 및 작성하는 IA 문서

사업 어드바이스 밀착 진행 전문가가 함께 검수 및 작성하는 IA 문서

실제 동작하는 UI 프로토타입 (FIGMA) 디자인 컴포넌트 시스템 디자인 컴포넌트 시스템

실제 동작하는 UI 프로토타입 (FIGMA) 실제 동작하는 UI 프로토타입 (FIGMA)

화면설계도 기반 개발명세서 화면설계도 기반 개발명세서

내부 디자인 PM 역할 진행

실제 개발과 사업성을 고려한

UI 프로토타입 패키지

리서치가 중요한 고관여 서비스 또는

기성 운영 서비스 리뉴얼을 위한 패키지

Light

기타 가격 정책

3,000,000원 7,000,000원 15,000,000원

Advanced Premium



Detail.

APP

화면 설계도 예시
상용화 서비스 수준의


UI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Detail.

WEB

화면 설계도 예시
상용화 서비스 수준의


UI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Detail.

디자인 시스템

예시
개발 및 추가 디자인 개발을 고려하여


탄탄한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Detail.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UI 프로토타입

예시
인터렉션을 포함해 시연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합니다.

아래 디바이스를 클릭하면 외부 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s://www.figma.com/proto/Dwc0ZBNElV53vBk5MtW7MU/SEED-APP-(%EC%99%B8%EB%B6%80%EC%8B%9C%EC%97%B0%EC%9A%A9)?page-id=0%3A1&node-id=34%3A0&viewport=241%2C48%2C0.09&scaling=scale-down&starting-point-node-id=34%3A0


Detail.

 패키지 가격 정
 기존 작업물 예시

개발 명세서

예시
쉽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퓨처파운드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0, 2층 퓨처파운드(BM빌딩)

담당자   박진형 대표이사


연락처   010-7936-6300


이메일   hello@futurefoun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