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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 / 워크라인 / 지우케미칼 업무협약 체결
미소찬한돈 브랜드 로고 디자인
박스원스톱 쇼핑몰 오픈  box1stop.com

반려견 퇴비화 처리장치 특허출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우림바이오 제품, 브로셔 디자인

농협 경제사업장 상품디자인 제작, 
사미랑 홍삼 포크,        
해성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 및 박스 제작, 
키즈 팜 BI제작, 박스 디자인 진행 중      
국제 식품 포정 한누리 외 상품 디자인 제작, 
제품 디자인 제작 및 인쇄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농협 경제 사업장 상품 디자인 참여      
전시 상품 디자인 사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클라우드 지원사업 , 
디자인 블랜딩 제작, 생산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디자인 제작 참여, 
우림 바이오 따봉 패키징 계약
 
리마 아트랩 가상 전시회, 
혁신 기업 지원 사업

           
국토교통연구인프라 운영원
 
천안 문화 도시 지역 특산품 로고 디자인,
경기 문화 재단 디자인 제작 참여,      
아트 굿즈 진행, 미디어 파사드 사업

리마 제1회 블라인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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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리마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리마는 전문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최고의 제품 디자인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최고급 원단만을 사용하여  최고 품질, 다양한 제품,

더 낮은 가격, 보다 좋은 품질의 경쟁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와 한번 인연을 맺은 업체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 신의를 지키는 기업 (주)리마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CEO            .        

차윤서       



2 리마 홈페이지 :  rimaon.com / 리마 쇼핑몰 : box1stop.com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  주식회사 리마 3

특허기술은 물론 (주)리마가 인증받은 각종 인증서들입니다. 
(주)리마는 고객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I 9001 품질경영시스템 "포장지 및 포장용기의 디자인 및 제조"부분  표준적합, 인증
*반려동물 배설물의 퇴비화 장치 GSS 특허출원

1. 맞춤 컨설팅 2. 브랜드 디자인 3. 샘플링 테스트 4. 생산 / 납품

저희와 함께하는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제작과정

디자인 개발영역

협력사

특허기술

담당자와 충분한 의사
소통으로 브랜드 특성
에 맞는 맞춤설계

실사용 환경에 맞는 

샘플링 테스트

제품 생산, 납품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로고,  캐릭터, 
제품,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
농수산물 포장재 및 브랜드 박스 디자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앞치마, 토시,장화, 위생용품 등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제품컨설팅 및 디자인

포장상자 앞치마 팔토시장화 위생용품기업 유니폼

박스 등 포장재 디자인
내용물에 따라 포장재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박스는 물론 각종 포장 패키지 형태 선택과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입혀드립니다.

친환경 부스 특허기술 보유, 친환경 포장재(Box) 특허출원 진행중

친환경안내소
특허 인증서

태양열 전광판

재활용 기계
상단과 하단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활용 시 반려동물 배변봉투로 
교환이 가능하다

LED 스크린
공원 안내를 포함하
여 재활용기계 사용 
방법 안내 , 미아 신
고, 중고 거래 시스
템 등 주민의 만남
과 소통의 장으로 
이용 가능.

사물함
설치가능
물 품 보 관 
또 는  비 대
면  중 고 거
래 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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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디자인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쇼핑몰에
서부터 기업의 자사 브랜드 홍보용 웹사이트를 

만들수 있습니다.

(주)리마에게 의뢰하십시오.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최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약속드립니다.

브랜드 로고 / 캐릭터 개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로고디자인은 물론 캐릭터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브로셔, 리플렛, 카탈로그, 명함, 스티커, 각종 홍보물 및 설명서 등 인쇄물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박스 맞춤설계

박스부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한-번에 해결하세요

박스 재질 (표면지)

<고급 KLB지>
SK재질보다 색이 어두우며 강도가
우수합니다.

<백색 WT지>
표면 재질이 흰색 원단입니다.

<일반 SK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일반택배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광택 SC마닐라지>
 백색에 광택 처리가 되어있으며, 
인쇄성이 우수하고, 습도에강합니다.

골판지 골 종류

E골 (두께 약 1.8mm 내외)

두께로 구분

B골 (두께 약 3mm 내외)

A골 (두께 약 5mm 내외)

BA골 (두께 약 8mm 내외)

양면 골판지 이중 양면 골판지

BB골 (두께 약 6mm 내외)

EB골 (두께 약 4mm 내외)

-3kg 미만의 내용물 포장을 권장합니다.
-밀도와 강도가 높은편이나 완충성이 떨어집니다.
-악세사리류 등의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의 포장용으로 
 적합합니다.

-5kg 미만의 내용물 포장을 권장합니다.
-A골보다 상대적으로 밀도와 강도가 높은편이며 부피가 작
아 보관에 용이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재질이며 소,중형 택배박스로 적합합니다. 

-10kg 미만의 내용물 포장을 권장합니다.
-완충성이 우수하나 밀도가 낮아 단기보관에 용이합니다.
-무게보다는 부피가 중형이상의 택배박스로 적합합니다. 

-강도와 완충성이 모두 우수하여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
운 제품의 포장에 적합합니다.

-골판지 원단 두께가 BA골보다 넓어 강도는 높고 면적을 활
용할 수 있어 물류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E면쪽에 고급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박스 패키지

자세한 사항은 리마 쇼핑몰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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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부자재

박스 스티커

사이즈 실측 방법

장 폭

고

박스규격 350 x 210 x 190EX

-박스규격은 장 x 폭 x 고 순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mm 입니다.
-장 : 가로, 세로 둘중에 긴 쪽의 양끝 길이를 잽니다.
-폭 : 가로, 세로 둘중에 짧은 쪽의 양끝 길이를 잽니다.
-고 : 박스의 장 쪽에서 위 아래 길이를 잽니다.

*박스 규격은 외치수로 표시합니다.

작업복

박스 테이프

<  황색 / 투명 외 기타색상 가능  >

보호 테이프

<  청색 / 투명  >

포장전문용 테이프

<  황색 / 투명  >

육가공 용기 각종 식품 용기

종이 에어캡테이프 커터기

철제 플라스틱 속지 종이 뽁뽁이
친환경 종이 완충재

*원하시는 내용과 디자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마 쇼핑몰을 참고하세요.

이지 32수 위생복

방한위생복

컬러

구성 및 사이즈

구성 및 사이즈

32수 면 혼방 원단으로 4계절 남녀공용으로 착용 가능한 위생복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안전 필터를 부착하고 고무밴딩 사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며,소매 뒷편에 액션밴드를 사용 및 무릎 입체 패턴 
적용으로 활동시 몸의 움직임이 편합니다.
내부에만 주머니를 장착하였고 지퍼 부분을 플러킷 처리하였으며, 메쉬원
단의 속바지를 사용해 속옷의 비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 
더욱 위생적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위생 작업을 위한 방한위생복입니다.
겉감은 방수,방풍,투습기능의 원단으로 쾌적하고, 안감은 고밀도의 
충전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보온력이 우수합니다.

※ 기타 사이즈 별도 주문 가능

※ 기타 사이즈 별도 주문 가능

컬러

화이트

화이트

블루

블루

사이즈

사이즈

구성

구성

S ~ 3XL

S ~ 3XL

파카, 조끼, 바지

자켓, 셔츠,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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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이즈 및 컬러, 끈 형태를 맞춤 제작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사이즈 및 컬러, 끈 형태를 맞춤 제작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사이즈 및 컬러, 끈 형태를 맞춤 제작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사이즈 및 컬러, 끈 형태를 맞춤 제작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 

중 대 특대 

목끈형

목끈형

H형

H형

(65 x 73cm)

소 
(65 x 73cm)

소 

단면 사선 파이핑 방수

(65 x 75cm)

(80 x 103cm) (96 x 126cm) (110 x 136cm)

(65 x 90cm) (90 x 100cm) (90 x 118cm) (120 x 118cm)

중
(90 x 100cm)

7부

(75 x 85cm)

중

단면 방수/프린팅

7부 대 특대
(90 x 118cm)

대

(90 x 115cm)

대

매쉬 방수

(120 x 115cm)

특대

매쉬 방수 원피스 우레탄 유니도트

양면 방수 앞치마 단면 방수 앞치마

우레탄 방수 앞치마

그외 앞치마

양면 어깨 방수 앞치마

끈형태

끈형태

끈형태

끈형태

컬러

컬러

컬러

컬러

목끈형

H형

고리형

화이트

실버

레드

블루
스카이
블   루   

핑크

핑크

네이비

블랙

딥핑크

레드

옐로우

실버

네이비

블루

퍼플

화이트

심플한 벨크로 타입으로 착용이 쉬우며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마 쇼핑몰을 참고하세요.

핑크

핑크/반투명 오렌지/반투명 핑크/무광

블랙

레드

블랙/반투명 퍼플/반투명 화이트/무광 블랙/무광

실버

블루

화이트/반투명

화이트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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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리마 쇼핑몰을 참고하세요.

단면 방수 토시(고무줄)

단면 방수 토시(시보리)

스티코 장화
천 위생모

턱덮게 마스크걸이 위생모 어깨덮게 마스크걸이 위생모

스티코 주방화
반망사 위생모

스티코 반장화
전체망사 위생모

<  화이트  / 네이비 / 블랙  >

<  화이트  / 하늘체크 / 핑크체크  >

<  화이트  / 블루  > <  화이트  / 블루  >

<  화이트  / 하늘체크 / 핑크체크  > <  화이트  / 하늘체크 / 핑크체크  >

<  화이트  / 블랙 / 와인  > <  화이트  / 블랙 / 와인  >

위생모자

장갑

팔토시

장화

위생용품

방문자 가운 마스크 라운드 캡 일회용 덧신

면장갑 니트릴 / 라텍스 장갑 코팅 장갑 

탁월한 미끄럼방지 기술력으로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수여한

'3대 다발재해 혁신상'과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내의 KC와 녹색인증 및 유럽 SATRA와 미국 CTL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FDA 승인까지 받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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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천안 특산품 로고 & 리플렛 디자인

우림바이오 패키지 디자인

미소찬한돈 로고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인쇄물 ＆ 패키지 디자인

꼼뜨와 제이 패키지 디자인

대진MS 로고 ＆ 패키지 디자인

도솔친환경축산 로고 &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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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물류·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