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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JUHYUNEUNE
윤주현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맞게 모든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등이 만나 신규분야의 혁신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는 이처럼 확대되는 디자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디자인의 역할을 위해 

새로운 콘셉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글로벌화를 위하여 

세부 출품분야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을 해외 유명 어워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제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심사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출품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디자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로서의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된 

공모전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국내외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앞으로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대한민국의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역량을 세계시장에서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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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The more the time passes, the domain of design has been expanding. And, in 
step with this, all ofthe prod나cts, services, businesses, etc. have been meeting, 
and the innovations ofthe new fields have been created.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is an import리"it system that re-illuminates the role of design which 
has been expanding in this way, and excavates and fosters the new concepts for the 
roie of design.

Regarding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which had greeted the 53rd time 
this year, it had been proceeded with by going thro나gh the very dose screening 
b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design trends, ind 나 ding the application ofthe 
standard that is the same as the overseas famous awards for the q나alitative level 
ofthe screening from the detaiSed entry fields for the globalization and the others 
of the like. Also, it has been endeavoring to make an even better environment by 
니 nceasingly endeavoring, including the provision ofthe convenience so that the 
diverse regions and fields can enter thro나gh the online screening system and the 
others ofthe like.

I deeply thankand send my applause of encouragement to all ofyo 나, the 
participants who are the global leaders who will lead the design circle ofthe world 
by going beyond Korea. And I wo나Id like to thank the j나dg은s from Korea and 
overseas, incl니ding the Netherlands, Germany,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etc. who had used up the energy for the fair screening at the internationalized 
contest exhibit.

Once again, I deeply thank all of you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53 rd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And I send my ciaps ofthe congrat나lations to all ofyo나, the 
winners ofthe awards, who had the honor of winning the awards. In the f 니 t나 re, too,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will not spare the aggressive support so 
that the designers of Korea can exercise their capabilities in the world market.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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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PRESIDENT OF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KFDA)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KILHYUNG RHEE
이길형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올해로 제53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디자인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민관 공동주관으로 시행하는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는 우리나라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게 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에 입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제품,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간 환경, 패키지, 

서비스 디자인 등 총 5개 부문에 36개 카테고리의 출품부문을 공모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은 새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하고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프로 디자이너에서부터 예비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작품을 

출품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디자인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디자인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고, 개발 지향적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융합하는 디자인,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디자인, 전통문화의 특성을 계승하는 디자인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디자인 분야는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와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전문분야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창조적인 디자인의 역량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미래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고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전을 보여주는 공모전으로 가치와 의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주역이 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을 엄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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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 am very pleased that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got around to meeting 
the 53rd time this year. Based on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design,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which is being carried o나t as a gateway for the next- 
generation designers and under the joint s나pervision by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which leads the innovations of design, 
possesses the value of confirming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the design of o나r 
co나ntry and proliferating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With s나ch a meaning, 
I sincerely convey my words of the gratit나de and the congratulations to all of the 
people who capt나red the honor of winning the awards this year.

The 53rd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had invited the entries in the 36 categories 
in a total of 5 fields, incl나ding the products, the visual comm나nication, the space 
environments, the packages, the service designs, etc. Regarding this contest 
exhibit, not only is the role that behooves the new era strengthened and are the 
qualities of the works of art improved, of co나rse, but also it has been brightening 
the future of the design circle of Korea with the fair platform in which the diverse 
participants enter their works of art from the professional designers to the reserve 
designers.

Now, design has been evolving from the design for the p나blic to the design that 
is together with the public. And it has been transforming from the development- 
oriented design to the s나stainable design. Also, it has been adding the depth as 
the design that fuses the science and the technology and the artistic sensibility, the 
design that can be shared internationally, and the design that succeed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f나tu「e, too, our design field m나st endeavor for proliferating the capability for 
the creative designs thro나gh the communication and the exchanges between the 
field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aspects ofthe ind 나 stry, 
the economy, the social (:니It나re, and the national management. As a res나It,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will maintain the value and the meaning as 허 contest 
exhibit that presents the trends ofthe design in the f 나t나 re and that shows the 
vision that is needed in heightening the competitiveness ofthe nation based on the 
designs.

I send my warm congratulations and the appla나se of enco나ragement once again 
to all of yo 나, the winners ofthe awards, who became the leading roles who will lead 
ou「1i」1:ure. And I convey my gratit나de to all of yen』, the j나dges, who have strictly 
selected the excellent designs and th 은 people concerned of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orea Instit나te of Design Promotion who had gone 
thro나gh the t「o나ble in order to lead the s나ccessf나I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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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OF THE 53RD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장

YONGHUN HA
하용훈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사를 얘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입니다.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러 53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가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하였지만, 디자인만큼 눈에 

보이면서 산업계 발전과 함께 수출의 성장주도와 학계에서 인재 배출의 중심축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총 5개 부문, 36개 카테고리에서 모두 1,769점의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며, 그만큼 본 전람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은 1차 온라인 심사를 통과한 265점 중에서 상격 수상작 39점을 선정하였고, 

Winner 66점, Finalist 152점이 선정되었습니다. Grand Prize（대통령상）과 Gold Prime 

（국무총리상）은 4개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에 의한 열띤 의견 조율을 

거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되었고, 초대•추천디자이너의 장관상 선정은 

4개 분과위원장들이 추천한, 디자이너 작품들을 공개하여, 심사위원별 점수를 부여 후, 

다득점 순서로 정하고 상위 각 1점의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최고상인 Grand Prize（대통령상）를 수상한 ‘Lunar Calendar 2019’는 달의 위상변화 및 

상징적 의미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특히 태음력을 활용하여 형태와 표현의 방법을 

디자인 시각으로 제시 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향후 결과물에 대한 재질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전언도 전해드립니다.

본 심사에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공정성이었습니다. 부문별 조율에 관한 것이었고, 4개 분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혹여 작품의 표절, 유사에 문제가 없도록 각 분야별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였고, 세 번째는 심사과정에서 세심히 문제되는 것들을 주최 측의 유권해석과 진행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율하여, 최종 작품선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관하고 주최하신 산업통상 

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50여 년 동안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 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은사이고 선배이셨던 분들의 작품들이 산업계에 스며들었고, 수출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세계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디자인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최선을 다 하며, 내일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100년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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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f I were to talk about the history of design of o니r co나ntry, 
a content that I cannot miss is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By departing as the Korea Commerce and Industry 
Art Exhibition in the year 1966, it got around to having the 
history ofthe 53 years by reading the today. Altho나gh, until 
now, the diverse fields had repeated the developments 
and had made our country grow, there had been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in the central axis ofthe 
discharges ofthe people of talent from the academic circl 은 

which had led the growth ofthe export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the industrial circle while the designs had 
been seen by the eyes.

This year, from a total ofthe 5 fi 이 ds and from the 36 
categories, a total ofthe 1,769 pieces ofthe works of art, 
which is a lot, had been entered. This has been in the trend 
of increasing every year.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effects regarding this 
exhibition are big to that extent.

Regarding the screening process, among the 265 pieces 
that passed the 1st online screening, the 39 pieces ofthe 
high-class, award-winning works of art had been s이ected. 
And the 66 pieces ofthe winners and the 152 pieces of 
the finalists had been selected. Regarding the Grand Prize 
(the Presidential award) and the Gold Prime (the Prime 
Minister's award), after going thro 나 gh the tuning ofthe 
heated opinions according to the fair evaluations by the 
4 subcommittee Chairmen and the committee members, 
they were decided through the 나nanimo나s opinion of all 
of the j 나 dges. And, regarding the selection ofthe invited 
and recommended designers for the Ministerial Awards, 
by p나blicly disclosing the designer works of art that were 
recommended by the 4 subcommittee Chairmen, after 
giving the scores by j나dge, they were decided in the order 
ofthe many scores, and the works of art ofthe 나 pper- 
ranking 1 piece each had been selected.

Regarding the 'Umar Calendar 2019' which won the Grand 
Prize (the Presidential award), which is the top prize, the 
changes ofthe stat나s ofthe moon, the symbolic meanings, 
etc. had been considered from the general perspectiv은. 

And it was an extraordinary work of art that presented the 
form and the method ofthe expression thro나gh the design 
perspective by utili기ng the lunar calendar especially. I 
also convey the message of the judges that the diverse 

applications are highly expected thro나gh th은 material 
changes regarding the res나It in the f나t나re.

The thing that had been the most preferential in this 
screening had been the fairness. It had been related 
to the tuning by field, and there had been no different 
opinions of the 4 subcommittees. Regarding the second, 
the time had been allocated to the examinations by each 
fi이d so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lagiarism or the 
similarities ofthe works of art just in case. And the third 
had made the positive results in the final s 이 ection ofthe 
works of art by maximally tuning the things that become 
the problems caref나lly in the screening process so that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nd the proceeding ofthe 
hosting side do not have any misunderstandings.

It is in this regard that I congrat 나 lat 은 all ofthe people who 
won the awards. In addition, I extend my words of thanks 
to the people concerned ofthe Ministry of Trade, Inch」stry, 
and Energy and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who had s나pervised and hosted.

Over the past 50 years, 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has been the gateway for a lot ofthe designers. The 
works of art ofthe people who had been o나 r teachers and 
seniors, among them, had permeated into the industrial 
circle. And they had become the scale for estimating 
the level ofthe world with regard to the exports and the 
economy. Event니ally, the design oftoday is a capability that 
creatively discovers the probiems. That capabilities lies in 
all of you, who have been doing the utmost again today, 
and who have been challenging the tomorrow. I give a big 
hand to the chalienges and the passions of all of yo나 which 
are directed toward the 100th year ofthe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Once again, I sincerely give my enco나ragements and 
congratulations to ail of yo 니, the winners ofthe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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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STATUS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JURY MEMBERS
심사위원

ANGIE MYUNG
- Poketostore Creative Director

BOB VANDER LEE
- Brand Catalyst CEO

GENE BAWDEN
- Monash University Prof.

ONBORI SEICHI
-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Prof.

HYUKWOO KWON I 권혁우

- 무영씨엠건축사무소 상무

- Mooyoung CM Director

RHANHEEKIM I 김난희

- 강동대학교 교수

- Gangdong University Prof.

NANHEEKIM I 김난희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ssociate Prof.

SEONGCHAN KIM I 김성찬

- 서일대학교 교수

- Seoil University Prof.

SUNGCHUNKIM I 김성천

- CDR 어소시에이츠 대표

- CDR Associates CEO

JANGSOO NA I 나장수

-제너시스비비큐그룹 대표

- Genesis BBQ Group CEO

YOUNGMIN PARK I 박영민

- 바이널씨 대표

- VinylCCEO

MINHEESONG I 송민희

- 연성대학교 교수

- Yeonsung University Prof.

KIYOUNGAN I 안기영 

- Kindai University Prof.
JEEYONGAN I 안지용

-매니페스토디자인 대표

- Manifesto Architecture
P.C. CEO

SEUNGHUNYOO I 유승헌

- 고려대학교 교수

- Korea University Prof.

MYUNGHACKLEE I 이명학

- 쌍용자동차 상무
- Ssangyong Moto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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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YOOLEE I 이정규

- 디자인와우앤파트너스 대표

- DesignWOW & Partners CEO

HAIMAN LEE I 이해만

- 대구대학교 교수

- Daegu University Prof.

SEUNGMOLIM I 임승모

- BMW Group Designer
JUNGSIKJANG I 장중식

- 국민대학교 교수

- Kookmin University Prof.

MINHYUNJEOUNG I 정민현

- 인디자인 대표

- IN-DESIGN CEO

EUICHULJUNG I 정의철

- 서울대학교 교수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SUNGWONJEE I 지성원

- 현대자동차 실장

- Hyundai Motor Director

YONGHUNHA I 하용훈

- 상지대학교 교수

- Sangji University Prof.

JUNGHUNHA I 하정훈

- 삼성SDS 수석 디자이너

- Samsung SDS Prin. Designer

MYUNGSOOHAN I 한명수

- 우아한형제들 이사

- Woowa Bros. Director

INCHUL HWANG I 황인철

- 중앙대학교 교수

- Chung-Ang University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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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추천디자이너 명단

INVITED DESIGNERS LIST
초대디자이너 명단

PRODUCT PACKAGING

고영균 YOUNGKYUN KOH 송창호 CHANGHOSHONG 강문수 MUNSU KANG

박성 규 SUNGGUEPARK 고정욱 JUNGWOOKGO 박정훈 JUNGHOON PARK

이봉규 BONGKYU LEE 강흥석 HEUNGSEOKKANG 안상락 SANGLAKAN

곽대영 DAEYOUNG KWAK 김석영 SEOKYOUNG KIM 유재형 JAEHYOUNGYOO

구기설 KISEOLKOO 박병호 BYUNGHO PARK 이경수 KYUNGSOO LEE

구자윤 JAYUN KU 안덕춘 DUKCHOON AHN 이복영 BOGYOUNG LEE

김동하 DONGHA KIM 양덕환 DUKHWANYANG 임종웅 JONGWUNG RIM

김성배 SUNGBAE KIM 이민정 MINJUNG LEE 양재희 JAEHEEYANG

김장석 JANGSEOKKIM 장미연 MEEYEONJANG 육지 훈 JIHUN YUK

윤영 태 YOUNGTAEYUN 정경연 KYOUNGYEON CHUNG 이찬 CHAN LEE

이기출 KICHOULLEE 정택우 TAEKWOOJUNG 김곡미 GOKMI KIM

이혁수 HYUKSOOLEE 조원희 WONHEECHO 윤찬종 CHANJONG YOON

조윤호 YUNHOCHO 최기 KI CHOI 이원진 WONJIN LEE

조재승 JAESEUNGCHO 황순영 SOONYOUNG HWANG 홍현기 HYEONKIHONG

최 용혁 YONGHYUKCHOI 황인철 INCHUL HWANG 임수연 MICHELLE LIM

최정민 JUNGMINCHOI 류남희 NAMHEERYU

한기웅 KIWOONG HAN 이기상 KISANG LEE

박태영 TAI YOU NG PARK 이부연 BOOYUN LEE

이한성 HANSUNG LEE 노은희 EUNHEE NOH

유상욱 SANGWOOKYOO 김 강국 KANGKOOK KIM

박광철 KWANGCHEOLPARK 김현식 HYUNSIKKIM

정지욱 GWOOKJEONG 곽태혁 TAEHY 티JK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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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최호천 HOCHYUNCHEY 송인수 INSOOSONG 김병택 BYUNGTAEKKIM

조성진 SUNGJIN CHO 여훈구 HUNGOOLYEO 김상학 SANGHAKKIM

강성철 SUNGCHULKANG 윤여종 YEOJONGYOON 김정두 JEOUNGDOOKIM

강윤성 YOONSUNG KANG 윤현정 HYEONJEONGYOON 박강용 KANGYONG PARK

고영진 YOUNG JIN KO 윤홍열 HONGYEOLYOON 박주석 JUSEOK PARK

구윤희 YOONHEEKOO 이경희 KYUNGHEE LEE 이미영 MIYOUNG LEE

김병진 BYOUNGJIN KIM 이관식 KWANSIKLEE 장훈종 HUNJONGJANG

김상락 SANGRAK KIM 이미정 MIJUNGLEE 정동욱 DONGWOOKJUNG

김영식 YOUNGSIKKIM 이진구 JINKOOLEE 최 병묵 SIMMON CHEY

김영희 YOUNGHEEKIM 임경호 KYUNGHOLIM 함부현 BOOHYUN HAMM

김제중 JEJOONGKIM 최성규 SUNGKYUCHOI 한승문 SEUNGMUN HAN

김진석 JINSUKKIM 하용훈 YONGHUN HA 김형석 HYEONGSUKKIM

남용현 YONGHYUN NAM 한욱현 WOOKHYUN HAN

노미선 MEESEON ROH 황순선 SOONSUN HWANG

명계수 KYESOO MYUNG 김덕순 DEOKSUN KIM
space /

박기홍 KIHONG PARK 김성년 SEONGNYEON KIM ENVIRONMENT

박성억 SUNGEUKPARK 문철 CHULMOON

박승대 SEUNGDAE PARK 손원준 WONJUNSON 박필제 PILJE PARK

박윤신 YUNSHIN PARK 안창호 CHANGHOAHN 장광집 KWANGCHIB CHANG

백금남 KUMNAM BAIK 현영호 YOUNGHO HYNU

서광적 KWANGJUCKSUH 김 금재 GEUMJAI KIM

선병일 BYOUNGILSUN 김기순 KIS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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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추천디자이너 명단

ESTABLISHED DESIGNERS LIST
추천디자이너 명단

PRODUCT PACKAGING

곽우섭 WOOSEUPKWAK 최석준 SUKJUNC 니 01 고경란 KYUNGRAN K0

정건용 GENYOUNGJEOUNG 허재식 JAESIKHEO 김성용 SUNGYONG KIM

천영록 YOUNGROKCHEON 이주현 JUHYUN LEE 노시우 SIWOO NOH

권성하 SUNGHAKWON 신지영 JIYOUNGSHIN 이상호 SANGHOLEE

김병수 BYUNGSOO KIM 김지영 JIYOUNG KIM 한상현 SANGHYUN HAN

김윤희 YUNHEEKIM 이지은 JIEUN LEE 황용하 YONGHA HWANG

김주희 JOOHEEKIM 김완규 WANKYU KIM 도일 IL DO

백순현 SOONHYUN BAIK 서윤정 YOUNJEONGSEO 이철희 CHULHEELEE

안소윤 SOYUN AN 송신혜 SHINHYESONG 김두한 DUHAN KIM

오봄시내 BOBSINAEOH 송현주 HYUNJOOSONG 송소원 SOWON SOGN

오정은 JOUNGEUNOH 신정혜 JUNGHEISHIN 신현호 HYUNHOSHIN

이건만 GEONMAN LEE 이형규 HYUNGKYU LEE 이승환 SEUNGHWAN LEE

이도영 DOYOUNG LEE 정다운 DAUNJEONG 이은정 EUNJUNGLEE

이미정 MIJEONGLEE 최철형 CHOLHEYONGCHOI 조은동 EUNDONG CHO

이재호 JAEHOLEE 김 난희 RANHEE KIM 최흥락 HEUNGLAKCHOI

이해권 HAEKWON LEE 김호성 HOSOUNG KIM 남미나 MINA NAM

조경득 KYOUNGDEUKCHO 김상열 SANGYEULKIM 이창석 CHANGSUKLEE

조문환 MOONHWANCHO 진상민 SANGMINJIN

조예령 YERYUNGCHO 이석준 SEOKJUN LEE

채성수 SUNGSOOCHAE 허석 SEOK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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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강미연 MIYEON KANG 정준용 JOONYONGJUNG 현은령 EUNRYUNGHYUN

고단군 DINGUN KO 정찬환 CHANHWAN CHUNG 오혜강 HYEKANGOH

김한 HAN KIM 정한샘 HANSAEMJEOUNG 김 용모 YONGMOKIM

권기제 KIJE KWON 조규창 KYUCHANGCHO 진애라 AERAJIN

권혁준 HYUKJUN KWON 조운한 UNHANCHO 최진호 JINHOCHOI

김병완 BYUNGWAN KIM 최인숙 INSOOKCHOI 안기영 KIYOUNG AN

김세웅 SEWOONG KIM 하윤희 YOUNHEEHA

박상규 SANGGYU PARK 박무건 MOOGUN PARK

박형준 HYUNGJUN PARK 이근형 KEUNHYUNG LEE

손공동 KONGDONGSON 전용석 YONGSEOKCHUN SERVICE

손지 훈 JIHOONSON 최재원 JAEWON CHOI

신재욱 JAEWOOKSHIN 현은정 EUNJEUNG HYUN 최승연 SEUNGYEONCHOI

신재희 JAEHEESHIN 김혜림 HYELIM KIM 남윤태 YUNTAENAM

유성봉 SUNGBONGYU 김효민 HYOMIN KIM

이방원 BANGWON LEE 박인창 INCHANG PARK

이주미 JOOMILEE 신재균 JAEKYUNSHIN
SPACE/

이충상 CHOONGSANGLEE 신정철 JEONGCHULSHIN ENVIRONMENT

임중남 JOONGNAM LIM 이경규 KYUNGGUELEE

장재욱 JAEWUKCHANG 이은석 EUNSEOKLEE 김정훈 JUNGHOON KIM

정보민 BOMINJEONG 정성호 SUNGHOJUNG 박재익 JAEI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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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 CALENDAR 2019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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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ZE COMMUNICATION

LUNAR CALEND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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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JAEHYUKCHOI 대통령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작품은 Lunar Calendar 제작을 위해 태음력, 달의 위상변화 및 상징적 의미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삭（신월） — 초승달 - 상현（반달） 

느 보름달（망） — 하현（반달） — 그믐달의 총 6가지 형태로 달의 위상변화를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서 주기별 달의 형태 변화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달의 

형상은 원을 의미하며, 원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결합체이며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같음을 반복한다. 또한 Unit（선）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을 통해 

구성함으로서 달의 원형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or this project, l examined changing phases of the moon and its symbolic 
meaning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 total of six forms of the moon; 
New Moon » Crescent Moon » First Quarter» F나II Moon » Last Q나arter and 
Dark Moon, were shaped and express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the shape 
and the characteristics ofthe moon by cycle. The shape ofthe moon represents 
a circle. The circle in the design is a combination of points at the same distance 
aro나nd th은 reference point, and.always repeats the sam은 witho나t beginning 
or ending. In addition, the circ 나 lar images ofthe moon are expressed by cons- 
tr나ctipg thro나gh the rhythm ofthe unit.

47



050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상

- IV KID_타고 다닐 수 있는 유아용 링거대

052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상

- 휠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신고 서비스



GOLD PRIME
국무총리상



GOLD PRIME PRODUCT

IV KID_타고 다닐 수 있는 유아용 링거대

IV KID_RIDING IV STAND FO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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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누의정 EUIJEONG HWANG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유아들은 타는 것을 좋아하여 링거대를 타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을 위한 유아용 링거대가 

필요로 하다. 거치용 링거대로 사용하다가 변형하여 유아들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호자가 링거대의 방향을 조절 할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In hospital kids tend to ride IV stands. This behavior can cause 
a risk, therefore, IV stand for kids is required. IV KID, the riding 
IV stand for kids, can be 나sed as an ordinary IV stand, and when 
kids want to ride, it turns into a riding IV stand. Since a guardian 
can control the direction of IV stand, it can be 나se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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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IME SERVICE

휠링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신고 서비스

WHEELING: CROWD-BASED REPORTING 
SERVICE FOR WHEELCHAIRS

Wheeling is a service that 기lows wheelchair 나se「s to easily report road conditions 나sing smartphone sensors 
and crowdsourcing. This application detects problems occurring when yo나 are in a wheelchair by self-tilt sensor, 
gyro sensor and GPS inside the smartphone and records them in the cloud map. In addition to automatic detect
ion, this application allows users to participate in driving improvement by inserting pins in the driving situation. 
You can ask government agencies to report the wrong parts with j나st a few clicks while driving, and yo니 can re
commend good facilities for other users, actively recorded pins are shared with many 니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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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솔 EUNSOLLEE
이다영 DAYOUNGLEE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휠링’은 휠체어 사용자가 스마트폰 센서와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도로 상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휠체어 이용자들은 열악한 보도의 상태 때문에,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차도나 자전거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번거로운 사용 

방법과 신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휠체어에 거치한 채로 길을 가면, 스마트폰 내부의 센서들이 충격, 기울기, 

울퉁불퉁함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지도에 핀을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도에 

여러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자동으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다 함께, 일상적으로 

공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은 사용자가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지도에 직접 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수동으로 만들어진 핀들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한 휠체어 경로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 사용자들은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함께’ 

공익 개선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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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PRIZE OF THE MINISTRY OF 
서 ‘ TRADE, INDUSTRY &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선박침수시즉시탈출을위한비상사다리

- 안동소주패키지

- 追慕;추모

-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종이 입체북

- 한글열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텝 바이 스틱

- 시를전시하다

- 운전자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홀로그램

072 PRIZE OF THE MINISTRY
…* OFSMEs&STARUP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TWOWAY
- 에어보틀

- LIPACK
- 독도의 깨끗함을 담은 해초 소금 패키지

- 서울어린이대공원의동물원굿즈 개발을위한 

그래픽 개발 제안

- 태평성대플레잉 카드

- 지하철 자동 살균손잡이

085 PRIZE OF THE MINISTRY
다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장관상

디엠지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홍보 디자인



GOLD MINISTER
장관상



GOLD MINISTER PRODUCT

선박 침수 시 즉시 

탈출을 위한 비상 사다리

RESCUE AXIS STAIRS

For a large 외nip, the exits comes to face the ceiling as the h나II gets inclined in th은 case of an ocean accident.
In this case, passengers cannot escape thro니gh the exits, so larger human life damage happens. Resc니e Axis Stairs 
shows that a rolled ladder embedded in the entrance door during operation drops toward the persons who could 
not escape as the cover opens automatically if the ship in이ines more than a certain angle as the horizon detection 
sensor detects the 외 ope ofthe ship. And the prochjct has a lighting function as an emergency device to let passen
gers escape quickly in a darken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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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크리에이티브 퍼스 CREATIVE PERS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대형선박의 경우 해양 사고 시 선체가 기울어짐（복원성 상실）에 따라 출입구가 천장을 

향하게 된다. 이 경우 승객들이 출입문을 통해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탈출용 비상 사다리는 두 파트로 나누어진 출입문 하부에 매립되어 

있으며, 부품 사이에 잠금장치가 있어 운항 중에는 일반 문으로 사용된다. 해양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평감지센서가 기울기를 감지하고 일정 각도 이상 기울게 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를 해제 후, 제품이 설치된 문의 하부만 개방되어 말려있던 사다리가 탈출하지 

못한 사람 쪽으로 펼쳐지게 된다. 또한, 개방된 커버 내부에 조명기능이 있어 어두워진 

공간에서 승객들을 신속히 탈출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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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PACKAGING

안동소주 패키지

ANDONG-SOJU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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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김진호 JINHOKIM
하현정 HYEONJEONG H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8t ENERGY

안동소주는 100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한국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우리는 이를 홍보하고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해 안동소주의 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한국의 백자로 심플하고 소박한 

백자의 형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이라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모든 구성은 한지 공예로 제작되어 

고유의 전통미와 간결함이 느껴집니다. 내부 술병 디자인은 물방울 형태이며 이는 증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안동 소주의 주조 과정이 연상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의 형태는 주도（酒度）가 어색한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레 병을 받치며 술을 따르는 방법을 유도합니다. 이렇듯 패키지 디자인의 모든 소재와

형태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에 기반을 두어 디자인했습니다.

Andong s이u is a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Here "Andong" is a region of Korea, 
and Andong Soj나 has been handed down since aro나nd 100 years ago. We have designed 
the package to promote Andong Soju with a long history. The motive of design is white 
porcelain of Korea. Simple and austere white porcelain is the core beauty of Korea, and 
we have designed the bottie in a form of water droplet that is reminiscent of distillation. 
This form of the bottle aiso gives a subtle guid이ine for foreigners who are 나nfamiliar with 
Korean drinking manners such as holding the bottom of a bottle. Thus, all the material 
and form of the package is based on the traditional eiemen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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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PACKAGING

追慕 ; 추모

CONDOLEN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장혜림 HYERIM CHAN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追慕; 추모는 한국의 역사; 전쟁, 투쟁,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한 작업입니다. 제사의 ‘향’을 연상할 수 있는 오브제, ‘성냥’을 사용하여 

성냥갑 브랜딩/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역사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 성냥갑 디자인으로 

옆면에는사상자 수를 포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6.15 한국전쟁/8.15 광복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세월호 사건/상품백화점 붕괴）

This project [Condolence] is for the sake of the endl은ss victims of Korean 
history; wars, struggles, and incidents. I tried to design a matchbox package 
in order to remind people of the 'scent' of th은 rite wishing people to remem
ber, mourn, and condole history for a while in their daily iife. There are 5 series 
of matchbox: Independence Day / Korean War / Gwangj나 Democratization 
Movement / Collapse of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 Incident of Sewol 
ferry sinking. Yew can find informations abo나t the incident in이나ding 
the number of casualties on the right side of the match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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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종이 입체북

A POP-UP PAMPHLET FOR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Recognit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is grad니ally decreasing. In order to maintain o나「m나sical 
instruments and our c나Iture, I tho나ght that the p나blic should be able to access to the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more easily, so I tried to ease the forma! image and gently turned it into cas나al pop-니p pamphlets. For foreigners 
and children who are unfamiliar with o니!' instruments, we made it easy to recognize models of the instr나merits in 
the form of pop-니ps. In addition, we added a f나 nction that enables you to listen to the 나niq나e so니 nd of the instrument 
by placing the QR code in the pamp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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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김현지 HYEONJIKIM 
박소희 SOHEE PAK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전통 악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악기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전통 악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전통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팝업 팸플릿으로 부드럽게 풀어보았다. 우리 악기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팝업의 형태를 취해 악기의 모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QR 코드를 팸플릿에 배치하여 악기의 고유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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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한글열쇠

HANGEU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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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조정한 JHUNGHANJO 
손치현 CHIHYUNS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한글열쇠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이용한 한글 잠금 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단어를 분석하여 자음, 모음으로 

해제한 후 패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된 핸드폰 잠금 해제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단어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Hangeul Key is an unlocking application 나sing vow이s and 
consonants of Hang나el. By analy가ng and deciphering words 
you set, and taking them apart as consonants and voweis, 
you can use your own words instead of 나sing the traditional, 
defa나It 나nlo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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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텝 바이 스틱

STEP BY STICK!

Step By Stick!

시각장애인들은 낯선 길을 통해 모르는 장소에 홀로 찾아가기 힘들다.

그 원인에는 도로를 건너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사물이 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다. 하지 

만 그들에게 그것들은 큰 도전이 된다. 스텝 바이 스틱은 그들의 도전 

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 지팡이에 달린 바퀴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며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준다.

It is too diffic니t for blind people to get to their destinations 
where th은y are not familiar with. Crossing roads, riding 
b나ses and trains, and facing several obstacles on the roads 
make the journey even more challenging. It is not a big 
deal to peoplewith vision, b나t it becomes a big challenge to 
the blind. 'St은p By Stick' help them get over those challenges. 
The wheel of Step By Stick leads the blind to where they 
want to go and the s은nsors help them to collect varices 
information of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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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이은지 EUNJILEE
강진이 JINI KAN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블루투스

바이브레이션 모터
사용자가 가야 할바항® 유도

비전 센서

히피자繼 통하I 사g욜구분

라이다 센서

전방익 1쳈BS3DM인사

LED
범웼도 보«자가 햤M 자WW 8해얋수 힜도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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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시를 전시하다

EXPOSITION OF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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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김봉희 BONGHEEKIM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상호 공존성은 디자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시를 전시하다’ 는 이런 

디자인의 상호 공존성을 바탕으로 시와 접목을 시도한 작품이다. 기존 시의 의미 전달 

방식인 읽는 방식에서 다양한 디자인적 구성요소를 통해 보고, 느끼는 방식으로 

시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 시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운율, 은유, 상징 등을 서체 

기호학을 통해 시각화하여 마음의 언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작품을 통해 

융합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Coexistence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designing. "Displaying 
the poem," based on this coexistence of design, is an attempt to bridge it 
with poems.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means of "reading" for poems, 
it employs diverse design elements to extend the territory of poems to 

"seeing and feehng." And prosodies, metaphors and symbolic expressions, 
the core poetic expressions are visualized thro나gh font semiology to 
reconst「니ct the language of the mind. A twist of hope is intertwined in 
this work to discover the new possibility of such"f나sio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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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SERVICE

운전자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홀로그램

DRIVER'S SECONDARY CAR ACCIDENT 
PREVENTION SAFETY HOLOGRAM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김성재 SUNGJAE KIM 
한지아 JIA H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개요: 매년 전세계 1,250,000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다.

그중 2차 사고는 일반사고 치사율의 6배에 달한다. 2차 사고란 도로상에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고장•사고 등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주간에는 100m 후방에,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가 있다.

문제 해결 : 차량이 고장이나 도로에 정차했을때 운전자는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안전 홀로그램을 트렁크 위에 올린 후 작동한다. 운전자가 직접 이동할 

필요 없이 홀로그램 사인이 차량 후방까지 투영된다.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후방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다. 안전하게 차량이 

이동한다.

기술 ：안전 홀로그램에 적용될 홀로그램 기술은 OTD (Optical Trap Display) 
라는 기술이다. OTD 기술은 기존의 투명 디스플레이나 유리에 영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닌 공기층 내의 입자에 레이저를 비춰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OTD 기술은 pm(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m) 크기의 

입자를 조절하는 데 효율적이다.

O나tline: each year, about 1.25 million people die from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Secondary car accidents' are 
defined as accidents caused by not being aware of c나rrent 
accidents on the road. When a car breaks down, a safety 
tripod must be installed, but it is very dangero나s to the driver. 
Sol나tion: we fig나red o나t how the driver co니d signal a whicle 
failure witho나t having to go directly. The hologram sign is 
displayed on the rear of the vehicle.
Technology: hologram
technology adopts OTD (Optical Trap Display). OTD technology 
creates a desired image by illuminating a particle in the air 
layer with a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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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PRODUCT

TWOWAY

Air p이lution and one-man households have soared in the last five years. To s이ve this probiem, single households 
suffering from air pollution have come 니다 with a new way to solve the problem. Abo나t 60% of the single person 
ho니seholds live in small houses with a gross floor area of 40m2 or less, and 32.6% live in smail ho니s은s of 6m2 to 12rrF. 
Living in the living space of a lone person household, I have a big problem with the narrow space. The Twoway can 
function as a low table and a medium-sized air cieaner. The design emphasizes interior elements and biends in 
anywhere in the house with the white body and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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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JUNYOUNGJUN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기청정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만 최근 5년 사이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맞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나오지 않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1인가구들에게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제안 했습니다. 1인가구의 60% 정도가 연면적 12.1 평 이하 주택 또는 32.6%는 

6평〜12평 규모의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Twoway는 좌식 테이블의 기능과 중대형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Twoway는 인테리어 요소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집안 어느 곳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좌식 테이블 타입으로 화이트 바디와 가구형 다리를 

적용했으며 후면부에 페브릭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좌측면에 기능 버튼을 최소화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으며 신뢰감 있는 조형으로 사용자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Twoway는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용자에게 공기청정기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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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PRODUCT

에어보틀

AIRBOTTLE

에어보틀은 영유아를 위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영유아에게 친근하고, 건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우유병을 모티브로 본체를 디자인하였고, 모든 면이 안전한 곡면으로 매끄럽게 되어있어 영유아가 사용하기 

안전합니다. 휴대용이라는 제품의 특징에 맞게 가벼우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차량 컵홀더, 유모차, 책상 

및 다양한 곳에 거부감 없이 배치될 수 있는 디자인 및 사이즈입니다. 에어보틀 후면의 필터 교체부 일부는 

투명하게 되어있으므로 필터 교체주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액세서리 에어마스크는 영유아의 호흡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 깨끗한 공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에어마스크는 비접촉식 마스크로 코와 입 바로 앞에서 호흡에 필요한 적정 

세기의 청정공기 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어 마치 공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부의 공갈젖꼭지는 기성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령, 인종, 구강 구조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 다. 공갈젖꼭지와 호스까지 모두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였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외부 공기에 민감한 요즘, 에어보틀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고 

유아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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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랩（주） AIRLABIN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Airbottle is a portable air p나rifier for infants and chiidren. All sides of the bottie ar은 streamiined with a safe surface, 
so, infants are safe to play with the product. The rear part of 나le filter replacement is transparent to give 나sers 
an access to check the cy이e of filter「eplacement vis나ally and to replace the filter efficiently. Also, an air mask is 
inchjded in the product; it is designed to deliver clean air to nose and mo나th of infants without any negative effects 
chje to wind strength. The air mask is a non-contact type creating 허 layer of clean air in front of nose and mouth. 
Infants wo니d be able to feel the fresh air witho나t any st나ff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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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PRODUCT

LIPACK

I 고리 It 항겨햐스크•처난 뒤 
人!하 하서시오.

세풍형 : 화쟁 대피르주호 하스콩 
응 호:용귧球끼응보조기구 
| I: Silled water. Fabric.

Proplisetc.

Q
니 PACK
FIRE ESCAPE MASK

구조 마스크
Fire Escape mask

淡내회0구 좁많스크

Fire mask design proposal to secure the golden time of many people in fire. In fact, asphyxia is a main cause of death 
in a fire than the fire itself; about 80% ofthe victim is from asphyxiation. LIPACK is a compact mask deferentiated from 
other existing fire equipment. It is designed for a simpiified p「oced나re of 나sing it so that many p은ople can q니ickly wear 
it and evacxiate saf이y. Therefore, it can protect the golden time and the s나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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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JINYOUNGPARK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화재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했다. 실제로 화 

제가 발생했을 때 화마에 희생되는 사람보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80%가량 차지할 정도로 높 

다. 또한 불에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10~15초만 노출되어도 정신을 잃을 수 있으 

며 아무리 출구와 가까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유독가스를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이며 

젖은 수건은 마른 수건과 소매보다 2.5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젖은 수건을 

긴박한 상황속에서 쉽게 구할 수 없으며 기존의 화재 용품은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적재량이 

매우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LIPACK은 기존의 화재 용품과는 차별화되어 많은 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콤펙트한 디자인과 사용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착용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에 골든타임과 사람들의 생존율을 높 

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다.

77



GOLD MINISTER PACKAGING

독도의 깨끗함을 

담은 해초 소금 패키지

DOKDO SEAWEED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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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GYUNG타JN KIM
이민지 MINJI LE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독도 해초 소금은 독도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디자인한 브랜드이다. 독도의 깨끗함을 

담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독도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한국적 

인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캘리그라피를 사용해 감각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감성적인 느낌을 

내기 위한 세리프체를 함께 사용했다. 병 디자인은 차분한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했으며, 

잔잔한 바닷물이 밀려온 느낌을 주어 독도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aim of the brand i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sea grass salt from Dok-do. 
The slogan of the product points out a 이ear image of Dok-do that people can 
feel the beautiful nat나re of Dok-do from the package and the proch」ct design. 
It was written in serif-type calligraphy to demonstrate a smooth and calm 
feeling and the image of South Korea as well. The main color of the bottle is 
이〈y-bl나e. It is calm pastel tone that makes the bottle resemble an emotional 
image of the sea. The sky-bh」e color represents the calm wave of the ocean in 
Dok-do. This wavy pattern represents the beauty of Dok-do and the product 
looks much more 1니〉〈니rio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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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 굿즈

개발을 위한 그래픽 개발 제안

GRAPHICAL PROPOSAL FOR ZOO GOODS DEVELOPMENT 
OF SEOUL CHILDREN'S GRAND PARK

=
째
 C

나

한국 민화와 신화 속 동물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의 동물 그래픽을 개발하였다. 그리고-굿즈상품에 적용하여 

기념품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This project developed animal graphics for Seoul Children's 
Grand Park Zoo based on the images of Korean folk paintings 
and mythic기 animals. Through applying the graphics on var- 
io나s products, we propose the goods as souvenirs of Seo나I 
Children's Grand Park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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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욱 JONGWOOKW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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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태평성대 플레잉 카드

TAEPYUNG SUNGDAE PLAYING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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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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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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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모먼츠위드 SHARE MOMENTS WITH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조선의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플레잉 카드 ‘태평성대’다. 태평성대 플레잉 카드는 3가지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 조선 시대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과 장신구, 계급별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둘, 외국인에게 익숙한 플레잉 카드에 한국의 전통미를 표현하여, 기념품으로의 가치를 올리고 전통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셋, 태평성대의 뜻은 현명하고 너그러운 왕이 이끄는 평화로운 시대이다. 

백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한 조선 왕들의 마음을 기리고，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Taepyung S나ngdae" is a playing card reflecting the various (:니Itures ofthejoseon. The piaying 
card serves 3 purposes: 1. it's designed to feature the bea니ty of Hanbok, and the vario나s patterns 
and accessories of thejoseon era. 2. by embedding traditional beauty of Korea into some나기ng 
already familiar to foreigners like the playing card, we hope to p나blicize the bea나ty of Korea and 
elevate its vahje as a so니venir. 3 "Taepyung Sungdae" refers to a peaceful era ied by a wise king. 
We hop은 to pay tribute to the kings of Joseon who wanted to create a world in which the people 
were happy, and further hope for the same in o나r current society.

83



GOLD MINISTER SPACE/ENVIRONMENT

지하철 자동 살균 손잡이

UV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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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CHIWON CHOI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SMEs AND STARTUPS

‘UV Strap’ 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지하철 손잡이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지하철 손잡이는 화장실의 변기보다도 많은 86CFU 

（Colony Forming Unit: 세균밀도지수）를 나타냅니다. 손잡이를 통해 타인의 손에 전달된 세균이 호흡기나 

상처 등에 닿을 경우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질병을 발생시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UV Strap’ 은 UV 

LEP 램프를 이용하여 세균의 매개물인 손잡이를 자외선 살균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UV Strap is a p「od나ct for people to 나se subway handles sanitarily that get 나sed by 
a great「1나mber of unspecified 나sers. S나bway handles which a mass of people use indicate 
m나ch more 86 CFU(Colony Forming Unit) than a toiiet. In a case that germs from other 
니sers' hands transmit to one's respiratory organs or wo나nds, people with a weak immune 
system might get a disease and this can be a seric^is threat. UV Strap 나ses UV LED lamp 
to sterilize the handle that is likely to be a carrier of bacteria. Therefore, it allows users to 
니se the handle safely with a sense of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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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COMMUNICATION

디엠지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홍보 디자인

PR DESIGN FOR THE UNESCO DESIGNATION

Experts have long said that the DMZ sho나Id be preserved as a UNESCO biosphere zone, and that the peace wave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at the beginning ofthe inter-Korean summit. To do this, efforts sho 나 Id be mad 은 to 
let people know about the DMZ, which is still new to them. Therefore, I think postcards, calendars, and book cards 
that graphically design key life forms in the DMZ can be a good stepping stone for people to approach witho니t any 
b나rden. If we start by promoting this, couldn't we wake 나다 the DMZ, the iand that is still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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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현 NAHYEON PARK 
하수연 SUYEON HA

국방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MZ’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깃든 비극적인 곳이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평화로운 땅이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완충지대로 기능해오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그 생태학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멸종 위기종들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은 물론 여러 고등식물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귀 식물군의 서식지, 

습지 등의 중요한 자연생태 지역들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추진하여 남북이 함께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싹 트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이 일은 그 자체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아직은 생소한 DMZ1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DMZ의 주요생물들을 그래픽 디자인한 엽서, 캘린더, 북 카드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홍보한다면, 아직은 

잠들어 있는 땅인 DMZ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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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ODUCT

가구형 에어컨_그레덴자

FURNITURE TYPE AIR CONDITIONER_CREDENZA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박진우 JINWOO PARK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담은 인테리어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전제품들로 인해 인테리어의 미관이 저해되기도 

한다. 특히 에어컨은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미가동 시간에 비해 가동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CREDENZA는 에어컨이 인테리어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극복하여 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가구형 에어컨이다.

The int은riorthat has the most ideal space of owner needs a lot of time, efforts and costs. However, the beauty of 
the interior sometimes spoiled by household appliances that do not fit perfectly with the interior. Especially, the air 
conditioner occupies a big space and the operating time is very short compared with the njnning time. For that 
reason, air conditioner becomes an obstacle that spoils the bea나ty of the interior. CREDENZA is a furniture type air 
conditioner that can overcomes such disadvantages and can match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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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LEPHANT BALL-소호PI
ELEPHANT BALL - FIRE EXTINGUISHER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형섭 HYEONGSEOPLEE

화재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진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소화기 배치는 

필수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화재가 발생하면 용량이 작은 소화기는 금방 위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의 소화기 용량을 키워 큰 화재에 완벽한 대응을 가능하게 

계획하였다. 볼핀 타이어 기술은 바퀴 하나로 다양한 방향 전환이 가능해서 이동성을 향상 

시킨다. 볼핀 타이어 기술에 기존의 소화기의 용량보다 4배 큰 대형소화기를 결합해, 

한명으로도 강력한 소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arly s 나 ppression of fire is very important. Placing fire exting 나 ishers in public places is essential for early suppression. 
However, if the si:* of fire is too large, small fire extinguishers will soon iose their power. Therefore, this plan increases 
the capacity of fir은 exting나ishers for p나blic places for perfect response to big fire. In pa「tic나lar, BaHpine tire technology 
enables q나ick t나m a「o니nd with one wheel, which improves mobility and makes it easy to move heavy objects. By com
bining the Balipine tire technology with a fire extinguisher with fou「tim은s larger capacity than that of a conventiona! 
fire extingu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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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MMUNICATION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각적연구

A VISUAL STUDY FOR COMMUNICATING 
WITH DEAF PEOPLE

듡훠週징싱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박나윤 NAYOON PARK
한청희 CHUNGHEEHAN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는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과 소통을 

위해 수화를 배우려고 하면 일반 서점에서 학습용 수화책은 수화 드로잉이나 무채색의 

수화를 하는 모습을 찍거나 그림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에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수화 동작마다 색감적인 부분이나 

질감적인 부분에서 수화 한 동작만의 포인트를 주려하였고, 평면적인 수화책보다 

입체감으로 관심을 더 주기 위해 팝업북을 제작하였다.

Sign language is a way of comm나nicating for deaf people. If yo니're going to iearn sign lang나age to communicate 
with them, you'll find that in a regular bookstore, tire's no sign book for learning. It was mostly in sign language 
drawings or non-cheeked signs, I think I can learn more effectively if I add some vis나al pleas나re to this part. Each 
sign has its own point in color or texture. I tried to make pop-니p books to pay more attention in three dimensions 
than in fiat writing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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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코리아 심포그래픽

KOREA SYMPHOGRAPHIC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김진설 JINSEOLKIM

코리아 심포그래픽은 애국가를 의미하는 Korea Symphony와 Graphic의 합성어이다. 국가（國家）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 노래이다.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부르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특히나 애국가는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불러온 뜻깊은 노래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 반하여 현재 

애국가의 현실은 형식적인 자리에서 상투적으로만 불리거나 우리에게 다소‘무겁다’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코리아 심포그래픽은 

애국가를 시각화하는 작업으로서, 애국가에 담긴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애국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다. 

애국가 4절은 각각 1절 동해와 백두산의 영원한 국토, 2절 소나무의 절개와 지조, 3절 나라사랑 일편단심의 달, 4절 한국인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주제로 시각 이미지를 제작했다. 코리아 심포그래픽은 애국가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무거운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Symphographic is a combination word of Korea Symphony （A은gukga） and Graphic. Aegukga is a national song 
that represents South Korea. In partic나lar, Aeg나kga is a meaningfu! song s나ng by the korean despite o나r painful his
tory. The 1st verse of Aeg나kga represents the eternity of East Sea and Mt.Bakdu. The 2nd verse represents the fidelity 
of pine trees. The 3rd verse represents a Full moon of love and and devotion to country. The 4th verse represents 
the tiger symbolizing the korean spirit. The project will expla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 anthem, Aeg나kga and give 
a new look at the image of the nation's heavy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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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PACE/ENVIRONMENT

NET-PARK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김동윤 DONGYUN KIM

휴전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DMZ라는 공간은 반세기 동안 비워져 있는 공간이었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 공간은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이유로 천연 생태계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 비워져 있는 땅에 친환경적인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DMZ 일원 지역의 네트워크화 공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스케일로 

진행된다. 300KM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자연 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보호 생태계 군을 파악하고 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이 공원들은 각각이 가지는 밀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치되고 트램을 통하여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20KM의 중시적인 관점에서는 

선정된 장소를 더욱 디테일하게 관찰하여 생태계 군별로 영토화하고, 5KM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경사로 분석을 통한 walkable 산책로를 

제시함으로써 영토화된 지역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공원을 선정하여 실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제시한다. 이 복합건물을 통하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체험 활동 공간을 통하여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The DMZ, which is the resuit of the Korean War, is a place that has been vacant for haif a cent나ry. This place has a f나lly 
preserved nat나ral ecosystem because the place has not been any human interference. I want to propose DMZ network 
parks which minimize the damage of nat나「은 and develop the currently vacant land in an environmentaliy friendly way. 
By constr나cting this park, it is possible to raise awareness of the ecosystem by providing learning and experiencing 
spaces, and revitalize the neighboring city economy. Starting from a bigger scale, the project aims to propose s나bs- 
tantive parks and complex buildings thro나g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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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핸디에어

HANDYAIR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에어랩（주） AIRLAB INC.

핸디에어는 기존에 없었던 차별화된 휴대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일명 손풍기에서 착안한 

휴대형 초소형 공기청정기로 휴대가 용이하고,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실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제품입니다. 핸디에어는 무엇보다 기능이 강조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여성의 화장품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와 250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핸디의 손잡이 부분은 탈착식으로 되어있으며, 

보조배터리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기존 마스크의 경우는 

작은 틈새만 있어도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핸디에어는 내부에 팬이 

작동하면서 필터를 통과하여 불어내는 깨끗한 공기로 입과 코 주변으로 적정량의 공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의 

불편함은 없애주고 공기 정화 능력은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Handyair is a portable air p나rifier which is especially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ed prochjcts. Traditional masks 
have difficulties to prevent micro d나sts if there is a small crack in between the mask and skin; however, Handyair has 
a capability to deliver a clean air to aro나nd yo나r mouth and nose continuo나의y while the internal fan blows through- 
o나t the filter. This method eliminates the inconvenience of wearing traditional masks; moreover, it ha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air p니rifying ability in the mea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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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ODUCT

해안가 부유쓰레기

1 차 수거 시스템 디자인

COASTAL FLOATING WASTE PRIMARY 
COLLECTION SYSTEM DESIGN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8c INDUSTRY

조은산 ENSANJO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쓰레기 더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 가장 크다. 이 해안쓰레기들은 대부분 해당 해안 주변 

국가의 육지로부터 유입된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7만 6천 톤의 쓰레기가 국내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며, 이는 재난이라 일컫는다. 바다 

로 유입된 방대한 쓰레기는 섬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쓰레기 

재난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치명적이며 무엇보다 환경적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국내 해안쓰레기 관리 사업들은 

이미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며, 수시작업이 어려우며, 악취와 위생 등의 관리에서 취약하다. 이에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가 침적되기 전, 해안가에서 떠도는 부유쓰레기들을 한 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주어, 해양쓰레기를 미리 1차적으로 수거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한다.

In Korea, about 176,000 tons of garbage flows into the sea from the co나ntry a year, which is called disaster. 
Massive trash infiltrated into the sea forms an island, but it also damages the animals and adversely affects h나mans 
at the end of the food chain. This trash disaster is fata! to the liveiihoods of fishermen and,above ali, serio나s from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It suggests system design that collects and prevents marine litter in advance by 
collecting the floating garbage that drifts off the coast at one time before the litter drifts to the sea and sinks.

96



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BLIGHT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김은하 EUNHAKIM

Eco-system을 기반으로 한 세로로 디자인된 블라인드 형태의 조명으로 블라인드가 빛이 

들어오는 창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각 바들이 분리되어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 앞면의 solar 

panel과 뒷면의 OLED panel 모두 유여한 형태로 각 바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가능하다. 친환경 제품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평범한 가정 및 공간에서부터 빛이 

없어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해외 빈곤 국가의 아이들 및 사람들에게까지 이 제품이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전달해 온전한 하루를 24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

This Sighting product with a vertical blind design is based on the ecosystem and inspired by the blinds symbolically 
representing the shape of a window where light comes in. Each bar can be separated chjring its vario나s 나ses. The solar 
panel at the front and the OLED panel at the back are both flexibly designed, so each bar can be freely moved when 
separated. As eco-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e present a sound day of 24 ho나rs to the children 
and people of poor co나ntries who s나ffer from ins나fficient lighting at home and oth은「places at night by d이ivering 
a light of hope that ilhjminates the dar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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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MMUNICATION

FEAR NOT_
장기기증 인식개선 프로젝트

FEAR NOT„ORGAN DONATION CAMPAIGN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최수진 SUJIN CHOI

‘Fear not’은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은 매우 높은 장기기증 인식 

수준을 가지지만 장기기증률은 세계적으로 저조하다. 유교적인 전통, 잘못된 정보는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 기증률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Fear 

not’은 장기기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개선하고자 

한다. “You bloomed someone’s life right now”라는 콘셉트를 통해 타인의 삶을 꽂 

피우는 장기기증의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아름다운 그래픽과 컬러를 

통해 긍정적인 장기기증의 의미를 전한다.

'Fear not' is a project to improve awareness of organ donation in Korea. Korea's organ donation awareness level is 
very high, abo나197.6%. However, the rate of act나al donat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co나ntries. Beca나se of 
Korea's Confucian(:니Iture, people tend to be afraid and reluctant to organ donation. 'Fear not project' is to improve 
people's fear by providing new awareness and information abo나t organ donation. With the concept of "Yen』bloomed 
someone's life right now", I wanted to visualize the image of an organ donation which blooms other people's lives. 
This project conveys the positive image of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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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각장애인을 

위한서비스 _SEEING Y

SERVICE FOR A PERSON WHO IS
VISUALLY IMPAIRED_SEEING 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Or 그 으 ... , 丁’ 히 7 a 」우 우스《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장영근 YOUNGGEUNJANG 
신향도 HYANGDOSIN

SE티NG YAPP은 시각장애인들의 야외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사회 활동이 가능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우미가 시각장애인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받아 

음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앱이다.

SEEING Y APP is an app that allows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o engage in a variety of outdoor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This app helps the helper s get the location and route of the vis나ally impaired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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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MMUNICATION

끄I 포O i—

FING FONT： FINGER FONT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배성우 SUNGWOO BAE
강영훈 YUNGHUNKANG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화로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 디지털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표기법에 따라 2,350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의 그물을 넘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핑퐁을 연상케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In the attempt to facilitate the greeting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we came 니다 with a Korean digital 
font that can mark names via sign lang니age. Following the Korean notation, 2,350 words can be marked. Connoting the 
exchange of dialogues crossing over the net of disability, we named it Fing Font s니ggestive of ping 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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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인박스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개인 택배함)

INBOX (SMART PERSONAL STORAGE 
FOR ONE-PERSON HOUSEHOLD)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조. ' .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임주형 JUHYEONG LIM 
오경호 KYUNGHOOH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택배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안전 대책으로, 사용자들은 택배의 보관, 도난, 그리고 배달원 

모방 범죄와 같은 불편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는 이러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용자입니다. INBOX는 

1인 가구 가정마다 제공하는 개인 택배함으로서 1인 가구에게 안전한 택배 보관 및 배달 거래와 가정 보안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용자는 

배달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INBOX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음식, 배송료와 같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인종의 역할과 인터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사용자는 방문자의 신원을 모바일을 통해 항시 확인 할 수 

있어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As e-commerce becomes more common, co나rie「transactions are increasing. However, 니se「s have bad experiences 
s니ch as storing, stealing, and imitating Crime. Especially One-person households, without family members are 
the most v나lne「able to these problems. INBOX is a smart persona! storage, can solve the problems such as safe 
storing and delivery transactions and home sec나rity. Users can receive goods thro나gh INBOX witho나t direct contact 
with the co니「ier, and pay for delivery through mobile application. In addition, by performing the role of the intercom, 
the user can 기ways check the visitors thro나gh the mobile and keep their ho나s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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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ODUCT

아이링거

I-RINGER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엔자임헬스 （주）

ENZAIM HEALTH

아이링거는 어린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링거주사 보호대입니다. 행동에 거침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딘가 부딪쳐 주사부위가 

덧나거나 바늘이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주사부위를 입으로 물거나 손으로 뜯어내려 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진은 

부목과 붕대, 양말 등으로 손 전체를 감싸 주사부위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전체를 감싸는 방법은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피부 괴사 등의 2차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 면 소재로 제작된 붕대나 양말은 타액이나 외부 환경에 

쉽게 오염됩니다. 링거 주사 보호대 아이링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캡이 부착된 보호대로 제작됐습니다. 보호대의 바디는 

최소화된 면적으로 손을 고정하고, 손 모양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곡선 모양으로 제작돼 착용 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손등을 덮는 보호캡은 어린이들이 환부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고 닫는 구조로 간호 처치의 편리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제작되어 주사액 투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 컬러가 적용된 바디와 거북이 모양으로 디자인된 보호캡은 

주사 치료에 대한 아이들의 두려움까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Children's hands must be fixed with splints, dressings or socks as an injection site may become damaged or the needie 
may be removed. But,this method makes children 나ncomfortable and may also ca니se dangers such as infection and 
dermal necrosis, i-ringer, an IV g나ard for children, wives s니ch iss나es. Its hand-shaped design fixes the patient's hand 
with a minimum area to h이p them feel comfortable. The protective cap safeg나a「ds the injection site. The open-type, 
transparent protective cap helps n나rses easily see the injection site and provide medical treatm은nt. In particular, 
the t나rtle-shaped protective cap eases children's fear of in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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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이를 위한 모듈형 수납가구

MODULAR STORAGE FOR CHILDRE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r 广t j 社.，.r,1 , 수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김민지 MINJI KIM
김민규 MINKYU KIM

이 가구는 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시기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수납가구이다. 

기존의 아동 가구들은 아이가 자랄 때마다 연령에 맞는 새로운 가구로 교체되어야 했고 

때론 아이의 연령과 맞지 않거나 부모의 인테리어 취향을 만족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이 가구는 유아기의 아이를 위해 구매를 했더라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면서 

형태적으로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크게 서랍장, 옷장, 책상의 부분으로 구성 

되며 모듈을 분해했을 때에는 각자의 기능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듈을 결합 시켰을 때 

에는 아이의 시선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성장형 가구이다.

This is mod나lar storage furniture that can be used from infancy to after elementary schooi. Existing children's 
furniture have had to be replaced with new f나rniture each time they grow 나p, and have often been 나sed for a long 
time witho니t matching the age of their children or satisfying their parents' interior tastes. The furniture, even if 
p니rchased for a child in infancy, grows up with the child and can be 나sed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tired of it. 
It consists largely of drawers, closet, and desk part, and can be 나sed for each function when decomposing a module, 
and when a module is combined, it can be adjusted to the eye ofthe 가l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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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MMUNICATION

리게더한글

REGATHER HANGUL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유정은 JEONGEUN YOO

'리게더 한글'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문화적 통일（재융합）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활기차고 

열린 한글 타이포 디자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대화의 기회를 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 타이포는 한국의 전통문화인 조각보를 콘셉트로, 

조각보를 통해 흩어진 천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이루듯 남한과 북한에 각각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위해 그 외 잡지, 우狂, 번역 앱 등 또한 디자인 해보았습니다.

'Regather Hangul' is a work that disc 나 sses the plight offamilies that have been separa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니nab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fter the Korean War divided the penins나la in 1950, separated families 
have been unable to contact one another. This project is a campaign that aims to address their sorrow by 기low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separated families with open and vibrant vis니al lang니age. I designed Hang니 typography 
based onjogakbo which is Korean traditiona! patchwork with meaning of getting together is more be리』tiful. Also, 
I designed magmine, stamps, translation app and so on for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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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어포던스 시스템기반 환경디자인

FUNDAMENTAL AFFORDANCE SYSTEM FOR 
THE ARTIFICIAL ENVIROMENT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조현진 HYUNJINJO 
배규리 GYURI BAE

배경과 목적 : 1) 공간의 다양한변화. 2) 사용자의 필요영역 제공. 3) 4차산업기술과 

공간의 하이브리드화. 4)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 야외 여가활동 인구가 늘면서 그에 대한 

지원 또한 늘고 있다.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모듈을 움직여 사용하는 어포던스 디자인 

으로 네 가지 유형의 모듈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동, 회전시키고 틀안에서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육각형의 패턴을 서로 겹치고 라인에 따라 

나눠 중복되는 형태를 입체화시켜 블록 모듈을 만들었다. 육각 패턴을 더 작은 육각 패턴 

으로 나눠 하나의 육각틀 속에서 전체적 형태는 유지하되 직선으로 움직여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직육면체를 꼬아 인체를 닮은 곡선을 만들고 이를 잘라 세 가지 다른 형태를 

만들었다. 모듈의 곡선은 사방에서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 사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선적인 형태를 엮어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 선들이 겹쳐져 면형태의 

구조가 된다.

People can use the fo나r mod나les for adapting into various situation of h니man behavior. They can move, rotate 
and recompose the modules to create many shapes and functions. And, People can generate various comm나nication 
space from individual level to public level. By the process how to 나se the modules is a suitable model for what is 
affordance design. 1) Biock Module by layering, dividing and extruding two type of hexagon patterns. 2) Layering 
Module by the divided patterns moved and exchanged each other. 3) Rotating module by the twist shapes' modules 
to adapt vario나s users' activities. 4) Bicyde racks & Bench Module by connecting the line str나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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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IDT (여행용 화장품 패키지)

SPOID T (PACKAGE OF COSMETICS 
FORTRAVEL)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KFDA)

최시영 SIYOUNGCHOI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스킨로션과 같은 샘플을 들고 가는데 일일이 집에 돌아다니는 

샘플을 찾거나 세면도구 세트를 사게된다. 이 여행용 화장품 샘플 용기는 스포이드형 

화장품과 달리 스꼬이드 자체가 용기가 되어,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을 여행 갈 때도 

스포이드를 찍어 편하게 일정량을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며, 사용시에도 스포이드를 짜서 

한 번에 쓸 수 있어 편리함을 준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평소에 가정에서 사용하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샴푸, 린스 등을 스포이드로 편하게 챙겨가서 사용할 수 있다.

When we go on a trip, we take samples of skin lotion, and we find samples that go aro나nd the ho나se or buy a set of 
trawl cosmetic samples. In this sample container of cosmetics for travel, the spoid plastic itself becomes the container, 
When you travel, you can take Cosmetics used at home as much of it as you want by using spoid. Even when used, 
p나sh spoid. It gives convenience because it can be 나sed at once. People with sensitive skin can 나se the cosmetics 
they 나s나ally 니se at home. In addition, shampoo and rinse can be conveniently 나sing by sp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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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맥도날드 홍보 출력물 

（한국전통적이미지적용）

MCDONALD'S PR PRINTOUTS
(APPLYING TRADITIONAL KOREAN IMAGES)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B1/OJO —J =

(KFDA)

장재원 JAEWONJANG

한국적 전통이 지켜져야 하는 문화 공간,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해외 브랜드 국내 진입과 

한국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영감을 얻은 디자인 작업물이다. 

또한, 해외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한국 전통적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적 

해결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당 작업은 한국 맥도날드의 단기적인 마케팅 또는 한국 

내 특정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종이접기 기능을 가진 홍보용 출력물을 제작하였고 

해당 출력물에는 맥도날드 M자 형태와 국가문화재, 전통문양에서 추출한 그래픽 패턴이 

삽입되어 있다. 해당 홍보용 출력물을 접지 방법에 따라 접게 되면 한국 전통문양에 주로 

사용되는 '거북이, 나비, 전통 소반, 학'등의 개체로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The design is one of the design solutions to show the global h히nb나rger franchise brand McDonald's and Korean 
traditionai image at the s히Tie time. I prod나ced promotional prints with origami function that can be 나sed in 
McDonald's short-term marketing or in stores. When folded, the work will be made up of objects s나ch as "t니rtles, 
butterflies, traditional small-table and cranes", which are commonly 나sed in traditional Korea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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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MMUNICATION

MY DOCTOR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D. 소 ‘ C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KFDA)

황유진 YOUJIN HWANG

MY DOCTOR를 통해 내 손안에서 환자, 가용자의 예약/수납/진료 등에서의 시간대기와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며, 눈으로 확인 가능해 좀 더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병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안입니다. 

［서비스내용］ 내 주변 병원/약국 찾기 기능, 예약 시 알 수 있는 대기인원 알림서비스, 의료진 

정보선택 서비스,（아코드 어플 등록 시 약국에서의 미리 약 준비 서비스, 치료 예상/발생 

비용 계산, 처방/진료기록 서류 확인, 약 성분 확인서비스, 입원/외래 치료 시 스케줄 관리 

기능, 어플에서의 바로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MY DOCTOR makes it easier for patients and users to use time more efficiently by resolving waiting and inconveniences 
upon reservation, payment, treatment, and more. [Provided Services]: My hospital / pharmacy search Unction, standby 
personnel notification service, clinical workforce information s이ection service, pharmacy preparation service at the time 
of QR code application registration, treatment prediction, recognition cost calc나lation, prescriptionrecor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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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기부상 지진 대피소

MAGNETIC LEVITATION 
EARTHQUAKE-PROOF SHELTER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KFDA)

김나라 NARA KIM
정재윤 JAEYOONJUNG

과연 우리는 지진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피소’를 

디자인하였다. 현재 존재하는 지진방지 설계로는 ‘내진 설계’가 존재하지만 지진의 

피해를 축소할 뿐 근원적으로 피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대피소와 구조적으로 연결된 

요소들을 없애고, 구조 자체를 공중에 띄운다면 지진의 진동파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한 새롭고 이상적인 대피소를 제시한다.

Are we safely living in an earthquake? We designed a 'shelter' to ensure the ultimate security against natural disasters, 
inchjding earthquakes which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he existing earthq나ake-proof design is "earthq나ake- 
resistant design," but it can j나st rechjce the damage of the earthquake, not avoiding it fundamentaily. But if the eiements 
that are struct나rally connected to the shelter are eliminated and the str나cture itself is made in the air, the vibration waves 
of the earthquake can be avoided. This suggests a new and ideal shelter 나sing the principle of'magnetic le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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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공동주관 기관장상



WINNER PRODUCT

노인의 소통을위한 IOT 
디바이스 HAPPY MEAL

THE COMMUNICATION IOT 
FOR THE ELDERLY_HAPPY MEAL

전승엽 SEUNGYEOPJEON

RAINWATER ABSORBER

권범준 BEOMJU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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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DROP_ 보관이 
편리한 좌욕기

DROP_EASYTO 
STORING HIP BATH

황의정 EUIJEONG HWANG

유아용 목욕 

인퓨저 (REPANDRE)

BABY BATHINFU 요 R 
(REPANDRE)

송지헌 JIHEONSONG 
김준완 JUN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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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RODUCT

소중한 기억을 음악으로

선물하다 MUTO
PRESENT OUR PRECIOUS 
MEMORIES WITH MUSIC, MUTO

김문수 MUNSU KIM
홍강표 KANGPYO HONG

쓰레기통 펜스

TRASH FENCE

채희철 HUICHEOL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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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8.LIGHTING

최수녕 SUNYEONGCHOI

AIR WALL 
분리형 공기청정기

AIR WALL, LOOSE TYPE 
AIR PURIFIER

노태진 TAEJIN NO
신화정 HWAJEONG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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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RODUCT

프루디 식품건조기

FRUDY

박세원 SEWON PARK

HUG ME

배재화 JAEHWA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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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료품 검열기

FOOD POISONING 
PREVENTION INGREDIENTS 
EXAMINATION PRODUCT

김현정 HYEONJEONG KIM

INHALER TUMBLER

박세영 SE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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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RODUCT

스마트 안전대

SMART SAFETY VEST

김유진 YUJIN KIM

브라이트.

BRIGHT.

오세욱 SEWOO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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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트위그

TWIG

이지훈 JIHOON LEE
이시평 SIPYEONG LEE

브g少

人

의약품 용기의 변화

CHANGES IN 
MEDICATION CONTAINERS

（주대웅 DAE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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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RODUCT

동물 모양 링거

ANIMAL RINGER

대웅제약 DAEWOONG

간편한 전달

HANDYANCE

김상균 SANGG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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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셀프 커스텀

패션슈즈 (USING RULER)

SELF CUSTOM FASHION SHOES

이동렬 DONGRYULLEE
노광현 KWANGHYUN NOH

실내용 무연 숯불

직화구이 그릴 디자인

INDOOR SMOKELESS 
CHARCOAL GRILL DESIGN

김태완 TAE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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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RODUCT

코쿤

COCOON

백주엽 JUYEOPBAEK

RE-ESSENCE

임수영 SOOYOUNG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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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구조에 보석을 스미다.

JEWEL PERMEATE INTO 
STRUCTURE.

오현우 HYUNWO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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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PACKAGING

ANIMAL CHEF

정소윤 SOYOU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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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쓰레기도 에너지입니다!

TRASH IS ALSO ENERGY!

박나현 NAHYEON PARK

국립 한글박물관 픽토그램

HANGUEL MUSEUM PICTOGRAM

우지혜 JIHYEWOO

쪼 比 0 ® [主]

고 요 s E ⑨

1 0 ?]] 스

니ANGEUL MUSEUM 

PICTOGRAM 
p ⑧ r i 

① 刻 m 8 A 

旦쓰 w 따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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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세월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이용일 YONGIL LEE

문화도 （文晝圖）

ORIENTAL TYPOGRAPHY

이용일 YONGI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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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흥인지문 （興仁之門）

HEUNGINJIMUNGATE

砂"—

II; 進 :;|
이용일 YONGIL LEE

SLEEP WELL, 
SLEEP ENOUGH 
서울국제수면박람회

SLEEP WELL FAIR

김다슬 DASEULKIM

127



WINNER COMMUNICATION

삼청동 인포그래픽 시각화

SAMCHEONGDONG INFOGRAPHIC 
VISUALIZATION

채유리 YURI CHAE

《컨가山' 라7•山 란서

SAMCHEONGDONG

디자인 문구

브랜드 소행성

DESIGN STATIONARY 
BRAND LITTLE ASTEROID

서수현 SOOHYU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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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문구를 담은 

한글 캘리그라피

KOREAN CALLIGRAPHY 
TO GIVE COMFORT

김수연 SUYEON KIM

2019 서울 카페 & 베이커리 

페어 가상 홍보 및 브랜딩

2019 SEOUL CAFE & BAKERY FAIR 
VIRTUAL PR AND BRANDING

조예랑 YERANGJOH

sbQ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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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LG 화학 미래의 물을 

디자인하다

LG CHEM, FUTURE WATER DESIGN

장영근 YOUNGGEUNJANG 
신향도 HYANGDOSIN

서울형 도시재생 : 

OURDENTITY
SEOUL URBAN 
REGENERATION : 
OURDENTITY

김가영 GA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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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보문 볼수록 

매력있는 보문동

BOMUN-DONG 
BRANDING PROJECT

김나연 NAYEON KIM

5CM

한종필 JONGPIL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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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그 모든 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WHEN DID IT ALL GO BY?

고유미 YUMI GO

직업박물관

JOB MUSEUM

노지영 JIYOUNG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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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모던화투

MODERN HWATOO

맹승주 SEOUNGJOO MAENG 
방효진 HYOJIN BANG

오메가3에 눈을 뜨다!

AWAKE TO A NEW 
WORLD WITH OMEGA3!

한세희 SEHE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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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어떤 자외선이든 

완벽하게 차단하다!

COMPLETELY SHUT OFF 
ANY UV RAYS!

조주연 JUYEONCHO

하길
순우리말 글쓰기 앱

[HAN,GUL]
KOREAN WRITING APP

조희원 HEEW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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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온타임

ON TIME

김수빈 SUBEEN KIM

2018 DIFF (대구단편영화제) 

아이덴티티 디자인

2018 DIFF (DAEGU 
INDEPENDENT SHORT FILM 
FESTIVAL) IDENTITY DESIGN

임성환 SUNGHW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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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일일삼밥

ODTM (ONE DAY THREE MEALS)

박진호 JINHOPARK

프라이탁 브랜드 캘린더

THE CALENDAR OF FREITAG

김채린 CHEAL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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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군산근대문화유산 

문화상품 디자인

GUNSAN MODERN CULTURAL 
HERITAGE CULTURE PRODUCT 
DESIGN

（주소유브랜딩

SOU BRANDING CO., LTD.

IOT COMMUNICATION 
CHARACTER NONA

최우영 WOOYOU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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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COMMUNICATION

지각방지 서비스_0D

LATENESS MANAGEMENT 
SERVICE_OD

허재혁 JAEHYEOKHEO

JAFF

최슬아 SEULAH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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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독거노인의 아픔은 

잔소리가 약이다

THE CURE FOR THE PAIN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S NAGGING

김승빈 SEUNGBIN KIM 
김성률 SEONGRYULKIM

독거노인에게

제일 좋은 약은

인니다

sy、* m 저혈!여 as 차 owmE훈원 a 새•어 wmm
WPI 다?!W

사

아 모건WW

우도 매거진

UDO MAGAZINE

이소미 SOMILEE
전민경 MINGYEONG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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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SERVICE

안전 첫걸음

A FIRST STEP IN SAFETY

김소현 SOHYUN KIM 
양소희 SOHEEYANG

은퇴한 노인과 돌봄공백 

아이들을 매칭하는 

육아도우미 서비스

CHILD CARE SERVICE THAT 
MATCHES RETIRED SENIORS 
AND CARING CHILDREN

박민정 MINJ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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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기반 

서비스 디자인 제안 

A PROPOSAL OF MEDIA 
CONTENT BASED SERVICE 
FOR THE REVITALIZATION 
OFINDPENDENT CINEMA

차정은 JEONGEUNCHA

연결해줄 이음을 

시작하센요

(b

iEUM

합리적 의류 기부를 위한 

LBS 기반의 방문 수거형 

기부 플랫폼 서비스 

[SANTA CLOTH] 제안

VISIT AND COLLECT LBS 
DONATION PLATFORM 
SERVICE FOR REASONABLE 
CLOTH DONATION
[SANTA CLOTH] PROPOSAL

지용재 YOUNGJAEJI
장하림 HARIM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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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SERVICE

당신의 소확행을 

책임질 하루 한 장

'A RECEIPT FOR TODAY'

NAVER
당신으 I

하루한장

장혜림 HYERIM CHANG 
신지선 JISEONSHIN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서비스_카브 (CARVE)

CONNECTED CAR A.I_CARVE

이윤지 YOONJI LEE 
주혜수 HYESOO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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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SECURITY POLE 
INSPIRED BY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JANG-SEUNG

권남용 NAMYONG KWON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및 청각만으로 공간 전체를 

인지할 수 있는 서점

FUNDAMENTAL COGNITIVE 
BOOKSTORE

권지혜 JIHYE KWON
정은아 EUNAHJ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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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SPACE/ENVIRONMENT

지하철 스탠딩 의자

(스탠딩 의자 & 안전봉 디자인)

A STANDING CHAIR
ON THE SUBWAY (STANDING 
CHAIR & SAFE BAR DESIGN)

홍지혜 JIHYEHONG

EZ TOILET DISPENSER

최성현 SEONGHYEON CHOI
채경빈 KYEONGBIN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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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ILK ROAD EXPRESS

김민호 MINHO KIM
엄태윤 TAEYUN EOM

행촌동성곽마을, 

도시재생 뉴딜정책

프로젝트

HAENG-CHON FORTRESS 
WALL TOWN REBORN 
WITH NEWDEAL POLICY OF 
URBAN REGENERATION

신주연 JUYOU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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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공동주관 기관장상



FINALIST PRODUCT

세워서 쓸수있는 

드라이기

A STANDING DRYER

김미소 MISO KIM

환자 이송시 환자를

들어 옮기지 않고 이송이 

가능한 구조용 들것

A RESCUE STRETCHER THAT 
CAN BE TRANSPORTED WITHOUT 
LIFTING THE PATIENT

임재이 JAEEI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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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간활용에 적합한 

고양이 배변통

DROP WATER

김진수 JINSOO KIM

유니버셜 책장

UNIVERSAL BOOKSHELF

김태완 TAE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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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모듈형 조명

MODULAR OLED LIGHT

김준완 JUNWAN KIM 
송지헌 JIHEONSONG

HANG ON BLUETOOTH 
HEADPHONE

이호준 HOJ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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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COOLING CARE

곽윤주 YUNJU KWAK

개인용컵살균기

PERSONAL CUP STERILIZER

정지환 JIHWA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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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에이피엘

APL

조소연 SOYEONJO

오리가미

（기N1 마우스 태블릿 펜）

ORIGAMI （2IN1 
MOUSE TABLET PEN

임주형 JUHYEONG LIM 
오경호 KYUNGH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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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NDOOR FIRE HOSE KIT

전일 JEON IL

RELAXATION
WALKING STICKS

윤세영 SEYOUNG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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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COLOURED TREE

박민후 MINHOOPARK

글래스플레이

GLASSPLAY

엄태호 TAEHO 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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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안전 소독기

SAFE STERILIZER

김성민 SEONGMIN KIM

WALARM

전명수 MYEONGSUJEON 
권정혜 JUNGHY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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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6 INI 바스

6 IN 1 BATH

채경빈 KYEONGBIN CHAE
양수영 SUYEONGYANG

너를 위한 공간

SPACE CREATION FOR YOU

강래한 RAEHAN KANG 
이상석 SANGSU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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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편리한 부탄가스 뚜껑

HANDY BUTANE CANISTER CAP

최성현 SEONGHYEON CHOI
최흔 HUENCHOI

EZ PILL PACK

정시훈 SIHOONJEONG
하호원 HO WO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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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아이기스

AEGIS

박재웅 JAEWOONG PARK
정진선 JINSEONJUNG

노라

NORA

양수민 SUMIN YANG 
오승호 SEUNGH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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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공장소를 위한

핸드 드라이어 디자인

HAND DRYER FOR PUBLIC AREA

정용명 YONGMYEONGJUNG

MOVABLE TEA
TUMBLER： DARYE

이수연 SU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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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VOL. 1-자화상

IDENTITY PROJECT VOL.1- 
SELF PORTRAIT

김아라 ARA KIM

TRIANGLE OF LIFE

박주혜 JUHY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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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어린이 안전횡단을 

위한 안전차단봉 

SMART TOLL BAR
SAFETY ANCHORAGE 
FOR 애ILD SAFETY CROSS

이태섭 TAESEO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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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가이드립

GUIDELINE LIP

박소현 SOHYEON PARK 
서현석 HYUNSUKSEO

TWO FACE

서현석 HYUNSU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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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FIDGET PEN

백인엽 INYEOPBAEK

사용자 맞춤 욕조

AI BATHTUB

양만호 MANHOYANG 
김재근 JAEG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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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국화

CHRYSANTHEMUM

황혜미 HYEMI HWANG

AIRROR

김지승 JISEUNG KIM

R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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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멀티 서포터

MULTI SUPPORTER

신동민 DONGMINSHIN

LADIS

오환종 HWANGJO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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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청소 도구 세트

A SWEEPING SET

문지수 JISU MUN

목재 동물 만년캘린더

A TIMBER ANIMAL'S CALENDAR

신가이 GAI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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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목재 조명등

WOOD LIGHT

박효은 HYOEUN PARK

CV 더블링 휠체어 베드

CV DOUBLING WHEELCHAIR BED

김영헌 YOUNGH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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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함께 자라는 아기침대

CRIB THAT GROWS TOGETHER

정소운 SOUNJEONG

아이 목욕 프로젝터

BABY BATH PROJECTOR

나은경 EUNKYEONG NA 
이진수 JIN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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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워터보드

WATER BOARD

이승오 SEUNGOH LEE
정현홍 HYEONHONGJUNG

로코코 가든

ROCOCO GARDEN

차지현 JIHYUN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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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휴대용 uv 옷걸이

PORTABLE UV HANGER

권지수 JISU KWON

셀레네 : 달의여신

SELENE

（주에스파빌레 ESFA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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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엠보싱기법과 

펀칭기법을 응용한 

태극기 재해석 제품

A PRODUCT THAT 
RE-INTERPRETED TAEGE 바（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USING THE EMBOSSING AND 
PUNCHING METHODOLOGIES

한지혜 JIHAE HAN

SEEUMBRELLA

김택민 TACK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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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RODUCT

멋진 취향

GREAT TASTE

진자영 JAYOUNGJIN

최소한의 가구: 서랍장

THE MINIMUM FURNITURE： 
DRAWER

백란 RAN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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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기청정 펜던트 조명

AIR CLEAN PENDANT LIGHTING

임동현 DONGHYUN LIM

草木

GREENERY WOOD VASE

정유빈 YUBINJUNG

173



FINALIST PACKAGING

내가 빚는 막걸리 

빚는소리

MAKGEOLLI KIT, 
BITNENSOLI

김하빈 HABEEN KIM
가선영 SEONYEONG KA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 

대비 용품 SELF SURVIVAL 
패키지 디자인

PACKAGE DESIGN OF DISASTER 
PREPAREDNE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김유진 EUGENE KIM 
김유리 YUR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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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 전통 식문화의 

고급화를 위한 수제 

나무수저 패키지 

디자인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ANDMADE WOODEN SPOON 
PACKAGE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

김다운 DAWOON KIM
이광희 KWANGHEELEE

맛을 위한 축제 카니발 

향신료 패키지디자인

DESIGN OF CARNIVAL SPICE 
PACKAGE FOR TASTE

오광윤 KWANGYUN OH 
임철민 CHEOLMI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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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ACKAGING

경주 특산품 경주빵 

관광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FOR
TOURISM COMMERCIALIZATION 
OF GYEONGJU BREAD

김수정 SUJUNG KIM 
최아름 AREUMCHOI

장류의 새로운 변화 

레드페퍼 고추장

RED PEPPER GOCHUJANG

김소현 SOHYUN KIM 
박소희 SOHEE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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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리매망량 브류어리

REMAEMANGRYANG BREWERY

김지영 JIYOUNG KIM

맥도날드 패키지 디자인

(한국전통적이미지적용)

MCDONALD'S PACKAGE DESIGN 
(APPLYING TRADITIONAL KOREAN 
IMAGES)

장재원 JAEW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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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PACKAGING

반려견 용품 브랜드 스누즈

DOG ITEM SHOP SNOOZE

장정현 JUNGHYUNJANG
오은채 EUNCHAEOH

IKTOMI

김덕령 DEOKRY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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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격의 중요

SCALE MATTERS.

유사함 SIHAN LIU
손채원 CHAEWONSON

예술작품이 되다, 

삼성 시스템에어컨 360
BE THE ART,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360

김민정 MINJEONG KIM
허필 PIL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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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야생마저도 잡는다

CAN CATCH 
EVEN WILD ANIMALS

차•다■은 DAEUNCHA

오늘 너의 영양분은 

내가지켜줄게

YOU CAN COUNT ON ME 오늘日이여양분을 

나가기쿼츠에

강희원 HEEW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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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다원 홍보 포스터

PROMOTION POSTER FOR 
DAEHAN GREEN TEA FIELD

이진실 JINSILLEE

국립어린이박물관 브랜딩

CHILDREN'S MUSEUM OF KOREA

박혜송 HYES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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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영화채널 SCREEN ID
MOVIE CHANNEL SCREEN ID

박선영 SUNYOUNG PARK

참

CHARM

김민정 MIN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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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맥도날드
J 렉시블 아이덴티티

（한국전통적이미지적용）

MCDONALD'S FLEXIBLE IDENTITY 
(APPLYING TRADITIONAL KOREAN 
IMAGES)

장재원 JAEWON JANG

듚 心

i’m lovin’it

命
i’m lovin’it

%
i’m lovin’it

w
i’m lovin’it

m
i’m lovin’it

에P

i’m lovin’it
M

i’m lovin’it

0 

i’m lovin’it
窓r 

i’m lovin’it
m

i’m lovin’ it

스鉛 
i’m lovin’ it

드호
i’m lovin’ it

m

i’m lovin’it

m

혜※
i’m lovin’it

요 洪
i’m lovin’it

m

i’m lovin’it
m

i’m lovin’it i’m lovin’it

쑤

i’m lovin’it
nfb

i’m lovin’it

i’m lovin’it

'이•■•셔^♦…乂

i’m lovin’ it i’m lovin’it i’m lovin’it
m

i’m lovin’ it

비듬에는 헤드앤숄더

HEAD AND SHOULDERS 
FOR DANDRUFF

이나경 NAG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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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이케아

IKEA

홍성민 SEONGMIN HONG

편견은 지워주세요

PLEASE REMOVE THE PREJUDICE

김도영 DOY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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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층간흡연
&웃&겐’테러입니다

SMOKING BETWEEN FLOORS,
TERRORISM TO NEIGHBORS

김명주 MYEONGJU KIM

청소년 콘돔 장려 포스터

YOUTH CONDOM POSTER

배진아 JINABAE
정진우 JINWOOJEONG

Go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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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MOVABLE TEA
CULTURE： DARYE 3

이수연 SUYEON LEE

丄

창덕궁 달빛기행

MOONLIGHT TOURAT 
CHANGDEOKGUNG PALACE

김다슬 DASEULKIM

달빛기행

MOONLIGNTTOUR

186



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니베아 

데오드란트 광고

NIVEA DEODORANT 
ADVERTISEMENT

정상민 SANGMINJEONG

자연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NATURE CAN NOT 
BE BOUGHT AGAIN.

인영주 YOUNGJO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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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저작권 공익광고

A PUBLIC COPYRIGHT AD

박세현 SEHYEON PARK

터치 두 번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 받아쓰기

SAVE WATER

천지애 JIAE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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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영장

THE SMALLEST POOL 
IN THE WORLD

한정은 JUNGEUN HAN 뽀뽀^뻬

소화의 비상구,까스활명수!

DIGESTIVE THE EMERGENCY EXIT!

최은영 EUN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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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롯데칠성음료 캘린더

LOTTE CHILSUNG CALENDER

최대환 DAEHWAN CHOI 
강진주 JINJU KANG

메르세데스-벤츠

MERCEDES-BENZ

신재훈 JAEHOO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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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미즈메이트

MS MATE

한상희 SANGHEEHAN

LG 쿼드비트 

제품광고 포스터

LG QUADBEAT PRODUCT
ADVERTISING POSTER

전미하 MIH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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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어린이용 sw 
교육 어플, 코블럭

S/W EDUCATION 
APPLICATION, COBLOCK

02 CODING01 MAIN MAP

이주연 JUYEON LEE
이연재 YEONJAE LEE & k B t 2

WELCOME TO SEOUL

장윤서 YOONSEO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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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STAND-BY 3.2.1. GO! 
심장을 뛰게 하라! (코카-콜라)

STAND-BY 3.2.1. GO!
LET YOUR HEART BEAT! (COCA-COLA)

김예리 YEIUKIM

잘 안보입니다!

I CANT SEE WELL!

4 O 가

김지수 JISU KIM
이현지 HYUNJI LEE

“잘 안보입니다!”

상윴쒜끼솠 섭I하 史형= 인繼 어쏘 1H 낐쑤 괊쏘조사 
M이치 아스니화. 햌끼 S.쒘쬬 4욯緣 ：4연 효爭썝웨 포씨 = 

씽M 幹시다. 處줏쏴 재겨＞ 여舜 노워츠淨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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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금메달만큼 

값진 군 메달

MILITARY MEDAL 
WORTHY OF 
GOLD MEDAL

방정현 JUNGHYEON BANG

해주 (전통주 브랜딩)

HAEJU (KOREAN TRADITIONAL 
ALCOHOL BRANDING)

장해주 HAEJ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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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칠성동 별별상상 커뮤니티 

아이덴티티&캐릭터

에 L요 ONG-DONG
BYUL-BYUL-SANG-SANG
COMMUNITY IDENTITY
& CHARACTER

이경용 KYOUNGYONGLEE

CACTUS 부티크 호텔

CACTUS BOUTIQUE HOTEL

최희재 HEEJAE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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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BANANABOOK 서점

BANANABOOK BOOKSTORE

이아름 AHREUM LEE

CLASSIC IS BEST

조은애 EUNA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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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크록스 하나로 들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

EVERYDAY TRAVEL WITH CROCS

윤선정 SUNJUNGYOUN
권세인 SEIN KWON

아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A WISE CHOICE 
FOR BABIES

박미정 MIJ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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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하나 되는 나눔의 정!

BECOME ONE BY SHARING

전효정 HYOJUNGJUN

HELLO, ILLUSTRATOR

김현지 HYUNJ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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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DN 매거진 디자인

IDN MAGAZINE DESIGN

김영현 YOUNGHYEON KIM

미술 프로젝트

ART PROJECT

서예지 YEJISEO

199



FINALIST COMMUNICATION

FRANKIE 매거진 디자인

FRANKIE MAGAZINE DESIGN

고채연 CHAEYEON KO

아침이 똑똑해진다!

BREAKFAST IS GETTING SMARTER!

이소영 SOYOUNG LEE 
유민주 MINJU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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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카카오 T
KAKAOT

최우열 WOOYEULCHOI 
홍지현 JIHYEON HONG

SMARIr 
FAStt 

SAFEIrY 
MOBILIirY

kakaoir

한마리가아니다.

(세스코 광고 포스터)

IT IS NOT ONE.
(CESCO POSTER)

최인경 INGYEONG CHOI 
김수경 SUKYOUNG KIM

한 마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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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현대시 100 년관

100 YEARS OF MODERN 
POEM MUSEUM

김한샘 HANSAEM KIM

안심하려면 끼우세요!

PUT IT ON FOR YOUR SAFETY!

서원빈 WONBIN SEO

쳔CH 스 우•해^®

시 r
쎠 뻬1
庭 fgfeh 1
MjQj 

易母피히수filSi

u

안심하려면 끼우세요!
른흫요 <스* M 체효돠는 Afl>s. 1*1 디아. <a><소. 업잔.

引8간웜. 4호종의” 가융을 ♦이뇬레 도*어 «니다.
ATOS 바이례스&부터 자선* 보호바가 워*사는 WW 한 화심을 

가차야 차비다. 자환# 소증화세 치꺼기외한 W헙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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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코카콜라 광고 포스터

COCA-COLA ADVERTISING POSTER

박성령 SEONGRYEONG PARK

국악, 일상으로 

들어오다.

GUGAK, ENTERS 
EVERYDAY LIFE.

10=

케', 이사의

10^-

구이; 일사리 |서1三卜

장세웅 SEWOONGJANG

W1此 »흐 부사. W Wl «찬사께
극wi «* 4 •하이1 suwtu다.
볘호 V W 뷰다* 국학* 년 MseiBeM다

자아 1허9 W W. W 초9역 신*거!«. VCAI’IOI 
ww wm 생• < •바의t s«teMq. 극we극n«e 

«£*£ 하빠Ml VW 하e 다으 선M&확9*HQ

203



FINALIST COMMUNICATION

폭스바겐

VOLKSWAGEN

박종찬 JONGCHAN PARK

보안시스템 캡스에 관한 

광고포스터디자인

ADVERTISING POSTER DESIGN 
FOR SECURITY SYSTEM ADTCAPS

이동준 DONGJ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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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콜론즈 브랜드아이덴티티

BRAND IDENTITY OF COLONS

COLONS

악성댓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MALICIOUS COMMENTS, 
SOMEONE IS A SHARP WEAPON.

김원경 WONGYEONG KIM 
강희권 HEEKW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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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중국 흑룡강성 쌀 

미가락 로고디자인

"MIGARAK," RICE FROM CHINA'S 
HEILONGJIANG PROVINCE

구채연 CHAEYEON KOO

퍼스널 정신건강 치료앱

CHECKUP

윤소은 SOEUN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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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구름위를 달린다 -NIKE
RUNNING OVER THE CLOUDS - NIKE

강상문 SANGMOON KANG 
박도순 DOSOON PARK

칠곡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

WORLD MUSIC PUPPET FESTIVAL, 
CHILGOK, KOREA

홍소율 SOYUL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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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COMMUNICATION

찰칵? 철컥!

CLICK? CRIME!

오승희 SEUNGHEEOH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야 곪지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DON'T CONCEAL.

이수비 SUBI LEE

독거노인에게 

제일 좋은 약은 

mw 인니다

요%w 주 n % ® … =腦 w* wm seftwt
W =유 W懇液 M w* 새懲范

뽀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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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내 몸매의 비결

THE KNOW-HOW 
OF MY BODY SHAPE

최보아 BOAH CHOI 
오진수 JINSOOOH

The know-how of my body shap은 쓰’然
My 아Wy 블드흐흐/

The top density 어 nutrfwt! low calorie! 다 T —
MWtbyZeswrikiwi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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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ERVICE

유기동물 없는 

세상을 위한 저니멀

JOURNEYMAL FOR A WORLD 
WITHOUT ABANDONED PETS

이명수 MYEONGSU LEE

트래디움

TRADIUM

차종민 JONGMINCHA 
조정한 JHUNGH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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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식물 생장형 

공기청정기

PLANT GROWTH TYPE 
AIR CLEANER

김지혜 JIHYE KIM
김수경 SUKYEONG KIM

불법 주차로 일어나는 보차 

혼용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상생형 서비스 디자인 제안

A PROPOSAL OF A WIN-WIN 
SERVICE DESIGN TO PREVENT 
ROAD ACCIDENTS CAUSED BY 
ILLEGAL PARKING

박지원 JIWON PARK
차정은 JEONGEUN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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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ERVICE

아동보육기관 등하원 차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서비스 디자인 제안_ 

키즈키득

SERVICE DESIGN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CH AS CHILD CARE CENTERS

조경식 KYUNGSIKCHO
김우진 WOOJIN KIM

선박 사고 시, 빠른 실종자의 

구조를 위한 GPS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디자인

THIS WEARABLE DEVICE 
W0미（S LIKE A GPS, 
DESIGNED TO LOCATE PERSONS 
IN ACCIDENTS ABOARD A SHIP.

김민영 MINYOUNG KIM 
박다인 DA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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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앱

THE PUBLIC TRANSPORT 
APP SERVICE FOR THE 
TRANSPORTATION WEAK

강소현 SOHYUN KANG

헌혈에 대한 실천을 통해

보람과기쁨을 나누는
애윻리케하션 앱개후 서 비스

APPLICATION SERVICE TO SHARE
SATISFACTION AND PLEASURE
THROUGH BLOOD DONATION

이희수 HEE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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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ERVICE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관광카페-어서와

CAFES WITH LOCAL RESIDENTS 
ANDTOURISTS_WELCOME

이예나 YENALEE

사회초년생을 위한 

지침서 “오피스 가이드”

GUIDELINES FOR A FRESHMAN, 
OFFICE GUIDE

정현정 JUNGHYU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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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길고양이 보호 • 관리를 

위한 캣맘 애플리케이션

CAT MOM APPLICATION FOR 
PROTECTION • MANAGEMENT 
OF FERAL CAT

임혜정 HYEJEONGLIM 
윤재화 JEAHAWYUN

액티브 시니어세대를 

위한 건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안

PROPOSAL OF APPLICATIONS 
SERVICE FORTHE HEALTH OF 
ACTIVE SENIOR GENERATION

최이화 IHWA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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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ERVICE

코코넉 _한국 현지 가이드 

친구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국여행 서비스

COCOKNOK_WITH LOCAL GUIDE 
FRIEND IN I^REA CUSTOMIZED 
TRAVEL SERVICE TO KOREA

김환 HWAN KIM
이창훈 CHANGHOON LEE

코이즈_네트워크 형성과 

재미를 기반으로한 소음 

절감 어플리케이션

COISE_NOISE REDUCTION 
APPLICATION BASED ON 
NETWORK FORMATION AND FUN

이경민 GYUNG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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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보행자의 유먼스케일을 

적용한 도시 파사드 

재형성 유닛디자인

RESCALING URBAN FACADE 
WITH NEW HUMAN-SCALE 
STREET UNIT

김상희 SANGHEE KIM
백한결 HANGYEOLBAEK

기생 ［寄生］에서 

공생［共生］으로 - 

미세먼지 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닛

FROM PARASITISM 
TO SYMBIOSIS 
CLEAN UP FINE DUST,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UNIT

조영도 YEONGDOCHO
고은별 EUNBYEO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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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PACE/ENVIRONMENT

드론 에코 시스템

DRONE ECO SYSTEM

최성현 SEONGHYEON CHOI
최흔 HUENCHOI

팬스벤치

FENCEBENCH

하호원 HOWON HA
정시훈 SIHOO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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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LINKAGE

이선주 SEONJU LEE
김진환 JINHWAN KIM

HYPER AGENCY

김동윤 DONG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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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PACE/ENVIRONMENT

PLASTIC ICEBERG

김동윤 DONGYUN KIM

홍대전체이용가 

[버스킹 문화 예술거리

WHOLE STUDENTS IN HONGIK 
UNIVERSITY CAN USE [BUSKING 
CULTURAL ART STREET]

김수연 SUY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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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명상에서 수면으로

FROM MEDITATION TO SLEEP

이상희 SANGHEE LEE
이원묵 WUNMOOKLEE

벽의 순수성

THE WALLS OF PURITY

이종문 JONGM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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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SPACE/ENVIRONMENT

모두를 위한 부엌

KITCHEN FOR ALL

문지수 JISUMUN

힐스테이트 

시설 없는 놀이터

HILLSTATE NO EQUIPMENT 
PLAYGROUND

최연길 YUNGILCHOI 
박준호 JUNH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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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ENVIRONMEN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도시 양봉 아파트

BEE APARTMENT

최지수 JISOO CHOI
양두영 DOOYOUNGYANG

업사이클

UPCYCLE

노경민 KYUNGMIN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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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PRIZE OF THE MINISTRY OF
* 싫 TRADE, INDUSTRY &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어린이용 테이블과 스툴세트_렉탱글

228 PRODUCT
제품디자인

250 PAKAGING
패키지디자인

258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디자인

28g SPACE / ENVIRONMENT 

공간환경디자인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 PRODUCT

어린이용 테이블과 스툴세트_렉탱글

RECTANGLE_TABLE & STOOL SET FO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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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고영균 YOUNGKYUN KO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及 ENERGY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정원,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기본도형을 활용해 

디자인한 어린이용 테이블과 스툴세트 랙탱글(RECTANGLE)은 어린이에게는 놀이의 대상일 

수 있는 가구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본도형의 모서리를 최소화한 조형을 적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아이와 환경에 안전한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제작이 가능한 방식을 

의도하였으며 특별한 공구나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또는 부모와 함께 

쉽게 조립과 분해를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안전한 방식의 DIY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구를 스스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의도하였다.

Table & stool set fo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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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콩나물 재배기디자인

BEAN SPROUT CULTIVATION 
EQUIPMENT DESIGN

윤영태 YOUNGTAEYUN

스마트 홈케어시스템

SMART HOME CARE SYSTEM

송창호 CHANGHO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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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TABLET TOP

김장석 JANGSEOKKIM

디지털 포토 프레임

DIGITAL PHOTO FRAME

곽대영 DAEYOUNG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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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가저요 지고
乂「O O O

포장기 디자인

HOUSEHOLD VACUUM
PACKING MACHINE

조윤호 YUNHOCHO

쟁반

TRAY

안덕춘 DUKCHOON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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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율주행 셔틀

AUTONOMOUS SHUTTLE

이혁수 HYUKSOOLEE

곰두리 유아변기

GOMDURI POTTY CHAIR

고정욱 JUNGWOOK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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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WELT SHOES

박광철 KWANGCHEOL PARK

넥밴드형 공기 청정기

NECK-BAND TYPE 
PORTABLE AIR CLEANER

최정민 JUNGMIN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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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쿠아클린

AQUA CLEAN

구자윤 JAYUN KU

치과 진료용 의자

CHAIRS FOR DENTAL TREATMENT

박성규 SUNGGU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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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LED 컨트롤러

LED CONTROLLER

조재승 JAESEUNGCHO

라운지 감성조명 [틈새 I]
LOUNGE MOOD LIGHTING 
[TEUMSAEI]

김성배 SUNGBAE KIM

234



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LED LIGHTING 2018

유상욱 SANGWOOKYOO

작은 찻상

SMALL TEA TABLE

이봉규 BONG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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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석재슬러지를 이용한

건축외장재 디자인

DESIGN OF BUILDING EXTERIOR
USING STONE SLUDGE

한기웅 KIWOONG HAN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PORTABLE THERMAL 
IMAGING CAMERA

최용혁 YONGHYU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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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ROBO CNC 가공기

ROBOT CNC CUTTING MACHINE

박태영 TAIYOUNG PARK

UWB레이저 

적외선 융합 센서

ULTRA WIDE BAND 
RADAR LASER INFRARED 
FUSION SENSOR

이기출 KICHOUL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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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업사이클링 현수막 가방

UPCYCLING BANNER BAG

노은희 EUNHEE NOH

하모니

HARMONY

정경연 KYOUNGYEO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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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8 옛이야기 I. II. Ill
AN OLD STORY I. II. IIIf 2018

이기상 KISANG LEE

시간의 추억

THE MEMORY OF TIME

곽태혁 TAEHYEUK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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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화기 2018-2
VASE 2018-2

강흥석 HEUNGSEOKKANG

진달래와 장미 사이

BETWEEN AZALEAS AND ROSES

이민정 MINJUN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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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2각 황동 컵

BRASS CUP

김석영 SEOKYOUNG KIM

목걸이

DTP NECKLACE

장미연 MEE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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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명동성당 브랜드샵 1898+ 
목재기념품 디자인 

(벽걸이&탁상용 말씀십자가)

1898+ MYEONDONG CATHEDRAL 
SOUVENIR SHOP - WOODCRAFT 
SOUVENIR DESIGN (WALL/TABLE 
BIBLE VERSES CROSS)

최기 KI CHOI

연필꽂이

PENCIL VASE

양덕환 DUKHWA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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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BLACK OSTRICH

정지욱 GWOOKJEONG

변형 접시

DISH DESIGN

류남희 NAMHEE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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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백자핸드폰스피커

WHITE PORCELAIN 
HANDPHONE SPEAKER

김현식 HYUNS 다아（IM

브로치

BROOCH

황순영 SOONYO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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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침 우유

MORNING MILK

정택우 TAEKWOOJUNG

화기

FLOWER VASE

황인철 INCHUL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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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블루투스 18-06
BLUETOOTH 18-06

박병호 BYUNGHOPARK

숲속풍경

LANDSCAPE OF BUSH

이부연 BOO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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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방향제

DIFFUSER

조원희 WONHEECHO

수상 안전 방수 후레쉬

WATERPROOF FLASHLIGHT 
FOR LIFEGUARD

구기설 KISEOL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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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RODUCT

물정화기

WATER PURIFIER

이한성 HANSUNG LEE

월드랜드마크 PAPER ART
WORLD LANDMARKS_PAPERART

김강국 KANGK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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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급조 폭발물 탐지기

IED SCANNER

김동하 DONGH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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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ACKAGING

慶州 70년 전통의 

이화전통（樂花傳統） 국수 

일본 수출용 패키지디자인

GYEONGJU 70-YEAR-OLD EWHA 
TRADITION NOODLE PACKAGE 
DESIGN FOR EXPORT TO JAPAN

강문수 MUNSU KANG

또린 주목나무 비누

DDOREEN YEW TREE SOAP

이경수 KYUNG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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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리엔 윤고 패키지 디자인

REEN, YUNGO PACKAGE DESIGN

박정훈 JUNGHOON PARK

SMKCI 및 제품 포장디자인

SMK FOOD CI & PACKAGE DESIGN

임수연 MICHELLE LIM

빠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업이틈과 

제품의 이름을 통일시켜 SMK 로고를 심볼화

미국현지 타사쩨품들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비닐팩에 담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고급지향

SMK 식품 회사를 위한 
심볼로고 및 패키 지 디자인

미국 현지화 생산 및 하와야 시장 판로망 개척을 

위해 심플하면서 유니크하게 개발

제품의 실제이미지률 통해 직관적이며. 매장 진열시 

타상품에 비해 주목성을 높이도록 제작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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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ACKAGING

CREATIVE LAB. 
SIGN BOARD

양재희 JAEHEEYANG

테이스티_알로에 

드링크 패키지디자인

TASTI_ALOE DRINK
PACKAGE DESIGN

육지훈 JIHUN 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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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루미노 초코릿 패키지디자인

LUMINO CHOCOLATE
PACKAGE DESIGN

임종웅 JONGWUNGRIM

진액단

EXTRACT BY TRADITIONAL 
FERMENTATION

안상락 SANGL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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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ACKAGING

노브랜드 스낵

NO BRAND SNACKS

홍현기 HYEONKIHONG

딸기 와인 포장디자인

STRAWBERRY WINE 
PACKAGE DESIGN

김곡미 GOKM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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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하림펫푸드 더베터 

패키지디자인

HARIM PET FOOD THE BETTER
PACKAGE DESIGN

유재형 JAEHYOUNGYOO

PACKAGE DESIGN 
FORSM6000

이원진 WON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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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PACKAGING

데일리-C 음료 

패키지 디자인

DELIAL-C BEVERAGE
PACKAGE DESIGN

윤찬종 CHANJONG YOON

해보삼 패키지 디자인

HAE BOSAM PACKAGE DESIGN

이찬 CH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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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제주뜰애 과채음료

FRUIT AND VEGETABLE 
DRINKJEJUTTRE

이복영 BOG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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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IN-VEHICLE 
INFOTAINMENT 
SYSTEM UI KIT

김병택 BYUNGTA 타아（IM

In -Vehi이e
Infotainment System
UI Kit -： ◎ 호

SIDE 브랜드디자인 개발

BRAND IDENTIFICATION 
STANDARD FOR SIDE

박성억 SUNGEU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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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우리나라꽃, 무궁화 

선양을 위한 머그컵 디자인

THE OFFICIAL SYMBOL OF KOREA - 
OUR FLOWER, A MUG DESIGN FOR 
THE PROMOTION OF MUGUNGHWA

조성진 SUNGJI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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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BOOK DESIGN

강윤성 YOONSUNGKANG

치매예방을 위한 

소리내어 읽는 그림책, 

우리가 사랑했던 계절

A PICTURE BOOK TO READ ALOUD 
FOR THE PREVENTION OF DEMENTIA, 
OUR BELOVED SEASONS

최호천 HOCHYUNC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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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전설

CHANGE ONE'S FORMER VIEWS

최병묵 SIMMON CHEY

창경궁 & 창덕궁

CHANGGYEONGGUNG& 
CHANGDEOKGUNG

서광적 KWANGJUCK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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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PEACE... UNIFICATION

한욱현 WOOKHYUN HAN

안녕하세요!

PEACES
반갑습니다!

염원

DESIRE

명계수 KYESOO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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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NUCLEAR SAFETY

고영진 YOUNGJIN KO

SUPER HAIR
BUIDSELF CONFIDENCE UP_ 
SUPER HAIR

장훈종 HUNJONGJANG

263



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단절된 소통

COMMUNICATION

정동욱 DONGWOOKJUNG

새로운 연결 - DMZ의 평화

NEW CONNECTION - PEACE OF DMZ

구윤희 YOONHEE KOO

264



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연보호

NATURE PROTECTION

김기순 KISOON KIM

자연 + 인간

NATURE + HUMAN

김진석 JINSU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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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풍수명 당도

FENGSHUI- 
PROPITIOUS GRAVE SITE

김상락 SANGRAK KIM

風
水̂

*
%
=

!«!_선;.

ART POSTER CAFE THEMSELVES

윤현정 HYEONJE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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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내 생각에는...

I THINK...

백금남 KUMNAM BAIK

아름다운 코리아 -

도깨비의 초상

BEAUTIFU 나（OREA-
PORTRAIT OF THE DHIOKAVI

강성철 SUNGCHUL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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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MUGUNGHWA
IMAGE-20181031

김영희 YOUNGHEEKIM

보훈

VETERANS

문철 CHULMOON

당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신됴의 숭고한 희생을 튼튼한 호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68



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KBEAUTY_ 미소년 （美少年）,

ADONIS II편

K BEAUTY, ADONIS II

박강용 KANGYONG PARK

날아가는 꿈

A FLYING DREAM

윤홍열 HONGYEOLYOON

269



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2019 포항스틸 

디자인전 포스터

POHANG STEEL DESIGN
EXHIBITION 2019

Pohang 
Steel Design 
Exhibition

이진구 JINKOOLEE

IMAGEMAPOFMT.SEORAK

이미정 MI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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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평화로운

PEACEFUL

김덕순 DE 아（SUNKIM

공익광고

PUBLIC ADVERTISEMENT

송인수 INSO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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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북미정상회담

DPRKAND THE US SUMMIT

여훈구 HUNGOOLYEO

2018 춘천인형극제포스터

PUPPET FESTIVAL CHUNCHEON

현영호 YOUNGH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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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연의 색을 닮았다

IT RESEMBLES THE COLOR 
OF NATURE!

이경희 KYUNGHEE LEE

설악산 비선대

BEAUTIFUL BISEONDAE ROCK 
OF SEORAK MOUNTAIN

박승대 SEUNGD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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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한국의 인상

KOREAN IMPRESSION

안창호 CHANGHOAHN

인재

MAN-MADE CALAMITY

박윤신 YUNSH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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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운명 2018-3
DESTINY 2018-3

김제중 JEJOONGKIM

환경캠페인 포스터

ENVIRONMENTAL 
CAMPAIGN POSTER

김금재 GEUMJA 다（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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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환경오염방지 포스터

POLLUTION PREVENTION POSTER

이미영 MIYOUNG LEE

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김병진 BYOU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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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문학청춘

부천신인문학상 포스터

BUCHEON LITERATURE AWARD

김정두 JEOUNGDOOKIM

』느-
 

-5부
천
신
인
문
학
상

DESIGN KOREA 2018 
EXHIBITION

함부현 BOOHYUN H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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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평화

WINTER > SPRING > PEACE

윤여종 YEOJONGYOON

고추잠자리의 꿈

THE DREAM OF RED DRAGONFLY

남용현 YONGHYUN NAM

Q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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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선병일 터키 & 폴란드 초대전 

포스터 2018/2019
2018 BYOUNGIL SUN TURKEY 
INVITATION EXHIBITION / 
2019 BYOUNGIL SUN POLAND 
INVITATION EXHIBITION

선병일 BYOUNGIL SUN

SAVE? SAFE!

박기홍 KIH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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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그린

GREEN

김영식 YOUNGSIKKIM

한국전통의상

종이접기 _2018 당의 _1
KOREA TRADITIONAL COSTUME 
ORIGAMI_2018 DANGUI_1

노미선 MEESEON ROH

T R A D J4-
TIWN&L

C ^STOTE
R IG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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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통일 한반도 깃발

UNIFIED KOREAN FLAG

박주석 JUSEOKPARK

환경보호

SAVE THE EARTH

한승문 SEUNGM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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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색동산

MOUNTAIN OF COLORFUL STRIPES

최성규 SUNGKYUCHOI

바램

HOPE

손원준 WONJU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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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일러스트레이션_길몽

AUSPICIOUS DREAM

임경호 KYUNGHOLIM

시원（始原） 그리고

신（新）자연주의-69
ORIGIN AND NEONATURALISM - 69

하용훈 YONGHU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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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COMMUNICATION

흐름

FLOW

김성년 SEONGNYEON KIM

꽃과 문양의 이미지

IMAGE FOR FLOWER & PATTERN

이관식 KWANSI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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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호랑이의 아름다운 꿈

A HORANGI'S BEAUTIFUL DREAM

황순선 SOONSUN HWANG

디자인의 미래

THE FUTURE OF DESIGN

김상학 SANGHA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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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SPACE/ENVIRONMENT

2018 KKU 오피스텔

3-2 디자인 프로포절

2018 KKUOFFICETEL 3-2
DESIGN PROPOSAL

장광집 KWANGCHIB CHANG

실내조명디자인

INTERIOR LIGHTING DESIGN

박필제 PILJEPARK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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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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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WORLD FRIENDS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Y OF 
TRADE, INDUSTRY & ENERGY

김병완 BYUNGWAN KIM 세계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패턴화하고 여성전통의상 및 

장신구를 중심으로 전통관광기념품 그래픽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향후 각국의 나라별 문화상품콘텐츠로서 개발되길 기대한다.

World Friends for traditional tourist souvenir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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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91



추천디자이너 PRODUCT

저소음 진공 블렌더

LOW NOISE VACUUM BLENDER

백순현 SOONHYUN BAIK

KAB1 블루투스 이어버즈

K-ACOUSTIC KAB1
BLUETOOTH EARBUDS

채성수 SUNGSOOCHAE

292



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이동형 애견 캐리어

PORTABLE PET CARRIER

김병수 BYUNGSOOKIM

두유제조기

SOYMILK MAKER

최석준 SUKJ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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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탑로더

TOP LOADER

이주현 JUHYUN LEE

스마트 폰 충전식 거치대

SMARTPHONE 
RECHARGEABLE CRADLE

조경득 KYOUNGDEU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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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이용 AI 스피커

KID-FRIENDLY AI SPEAKER

이도영 DOYOUNG LEE

피부마사지기

SKIN MASSEUR

이해권 HAEKWON LEE

295



추천디자이너 PRODUCT

UFO

허재식 JAESIKHEO 丁
동양의 빛 -HI
ORIENTAL LIGHT-III

정건용 GENYOUNGJEOUNG

296



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용멀티화재감지기

MUTI FIRE DETECTOR 
FOR INDUSTRIAL

이재호 JAEHOLEE

메탈릭가방

METALLIC BAG

김난희 RANHE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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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LAYERS OF ILLUSION

서윤정 YOUNJEONGSEO

한국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KOREAN TRADITIONAL 
JEWELERY TEXTILE DESIGN

이미정 MIJE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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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조화

HARMONY

이지은 JIEUN LEE

넥타이

NECKTIE

김지영 J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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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LIMITLESS 1806

권성하 SUNGHA KWON

클러치

CLUTCH

안소윤 SOYU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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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핸드니트를 이용한 

커넥팅 악세사리

CONNECTING ACCESSORY

오정은 JOUNGEUN OH

여권지갑

PURSES FOR PASSPORT

조문환 MOONHW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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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SOLE BAG

조예령 YERYUNGCHO

자유 한글 롱스카프

LONG SCARF WITH FREE HANGUL

이건만 GEONM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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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피어나다

BLOOM

김주희 JOOHEEKIM

MOVEMENT

오봄시내 BOMSINA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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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제주 갈옷을 

활용한 애견용품

JEJU GALOT STYLE 
DOGSUPPLISE

신지영 JIYOUNGSHIN

UNIEE CLOCK 201806

김윤희 YUNHEEKIM

304



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CULT C CULT V

신정혜 JUNGHEISHIN

UPCYCLING
JEWELRY 2018

이형규 HYUNG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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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쉽지않다

NO COP

정다운 DAUNJEONG

SPRING BLOSSOMS

송현주 HYUNJO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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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미니 사이드 테이블

MINI SIDE TABLE

최철형 CHOLHEYONG CHOI

연필인가?

IS IT PENCIL?

김완규 WAN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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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RODUCT

존재의 이유

REASON FOR BEING

송신혜 SHINHYESONG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DYED BY HAPPY DREAMS.

천영록 YOUNGR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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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 나 CT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와인거치대

WINE RACK

김호성 HOSOUNG KIM

조화

HARMONY

곽우섭 WOOSEUP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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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ACKAGING

친환경 과일 포장디자인

ECO-FRIENDLY FRUIT 
PACKAGING DESIGN

이승환 SEUNGHWAN LEE

에버셀 줄기세포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EVERCELL COSMETIC
PACKAGE DESIGN

신현호 HYUNHO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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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황실의 비책을 담은 

프리미엄 여성용품 

패키지 （쏘피 허브비담）

CONTAINING ROYAL SECRETS 
A PREMIUM FEMININE CARE 
PACKAGE DESIGN

한상현 SANGHYUN HAN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및 포장디자인

PACKAGING DESIGN 
FOR ACC CHARACTERS

최흥락 HEUNGLA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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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ACKAGING

청와대 지갑 및

패키지디자인

WALLET PACKAGE DESIGN

허석 SEOKHEO

유기농아이앤

100일 해소 주스

ORGANIC LN.
100-DAYSJUICE

조은동 EUNDONG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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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RIVER IA90
HELLO KITTY EDITION

진상민 SANGMINJIN

동원 왕새우만두

DONGWON KING SHRIMP 
DUMPLING

이철희 CHULHE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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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ACKAGING

동방침 패키지디자인

DONGBANG ACUPUNCTURE 
NEEDLE PACKAGE DESIGN

김두한 DUHAN KIM

꽃 보다 디디치킨

DD CHICKEN THAN FLOWERS

황용하 YONGHA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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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담터 명화선물세트

패키지디자인

DAMTUH MASTERPIECE GIFT SET

김성용 SUNGYONG KIM

LG G7THINQ

이창석 CHANGSU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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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ACKAGING

대상 웰라이프 

홍삼농축액眞

DAESANGWELLIFE 
RED GINSENG EXTRACT

이석준 SEOKJUN LEE

청정제주 유기농

녹차패키지

JEJU GREEN TEA PACKARE

고경란 KYUNGRAN KO

JEJU GREEN TEA JEJU BLACK TEA
4우 혜0*

三 으 I
%%®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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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탐사 강아지 &고양이 사료

TAMSAA DOG FOOD & CAT FOOD

남미나 MINA NAM

DOG
FOOD

［강원나물밥］ 강원도

대표 향토음식 꼬장디자인

[GANGWON NAMUL-BAP] 
PACKAGE DESIGN OF LOCAL FOOD 
THAT REPRESENTS GANGWON-DO

노시우 SIWOO NOH

317



추천디자이너 PACKAGING

H.O.P.E 부스타민 B/
VITAMIN B-COMPLEX
H.O.P.E BOOSTAMINB/
VITAMIN B-COMPLEX

송소원 SOWON SONG

배송용 드론 지기구조

PAPER PACKAGING BOXES 
FOR DRONES

도일 I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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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제크

ZEC

이상호 SANGHO LEE

NATURE LAB PACK

이은정 EUNJUN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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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인지성이 빠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FAST-RECOGNITION WEBSITE
INTERFACE DESIGN

손공동 KONGDONGSON

FREE BALANCE

FB
FREE BALANCER ■ W Hhr Imi BI W ■■■

진애라 AER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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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제주도제70주년 엠블럼

JEJUDO 70TH ANNIVERSARY EMBLEM

정한샘 HANSAEMJEOUNG

제주도제 70주년
JEJUDO 70th Anniversary

CREA
(DDP CREATIVE LOUNGE)

최진호 JINHO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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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초콜릿북 

패키지디자인

CHOCOLATE BOOK 
PACKAGE DESIGN

김한 HAN KIM

BOB 매거진 

커버디자인 2018

BOB MAGAZINE 
COVER DESIGN 2018

정준용 JOONY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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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8 비너스 

캘린더 이미지

2018 VENUS
CALENDAR IMAGE

V c n u s

Calen dar 

linage

박상규 SANGGYU PARK

금연광고

NO SMOKING ADVERTISEMENT

이충상 CHOONGSAN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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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안기영 세미나 

디자인 데이

DESIGN DAY OF 
KIYOUNG AN SEMINAR

안기영 KIYOUNG AN

제4회 화장품발명디자인 

졸업전시회 포스터

THE 4TH COSMETICS INVENTIVE 
DESIGN GRADUATE EXHIBITION

Anyang Univ.
Cosmetics

Inventive 
Design

신재욱 JAEWOOKSHIN

2018.10.25 - 28
Pyeongchon Art Hall

Exhibition Hall 2

《gening.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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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 사유전

RETHINKING OF KOREAN BEAUTY

박인창 INCHANGPARK

LG 올레드 TV
LG OLED TV

조운한 UNHAN CHO

325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웅진북클럽 홍보포스터

WOONGJIN BOOKCLUB 
ADVERTISING POSTER

조규창 KYUCHANG CHO

강릉 이미지 - 단오제

IMAGE OF GANGNEUNG - DANOJE

유성봉 SUNGBONGYU

326



COMMUNICATION 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모그 캐릭터 전시포스터

THE MOG CHARACTER POSTER

임중남 JOONGNAM LIM

피어나는 연기 속 

사라져가는 청춘

THE FADING YOUTH OF 
SMOKING

정찬환 CHANHWAN CHUNG

327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MERRY CHRISTMAS
IN PARADOX

권혁준 HYUKJUN KWON

飮酒文化

DRINKING CULTURE

손지훈 JIHO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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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힘

POWER OF COMMUNICATION

정보민 BOMINJEONG

VIEW6C

김효민 HYO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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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더 파이팅! 준 47
THE FIGHTING! JUNE 47

이방원 BANGWON LEE

죽음의 사신 미세먼지 

당신의 목숨 노린다

FINE DUST IS DEATH.

박무건 MOOG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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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8 TEASER
POSTER SERIES

오혜강 HYEKANGOH

SAMSUNG

완성이자 새로운:‘시작

COMING SOON
Galaxy 
2017.4

롯데월드타워 포스터

IMAGINE NEW KOREA- 
LOTTE WORLD TOWER

김혜림 HYEL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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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사람이 자연을 만듭니다

HUMAN BEINGS CREATE NATURE.

정성호 SUNGHOJUNG

NATURE = LIFE
NATURE IS LIFE

신재균 JAEKYUN SHIN

자
연
은
 생
명
입
니
다

N
A
T
U
R
m  n _

」mm

koba세數헤 
&익쾅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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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바앤 기업 광고포스터

BIG SMILE FOR EVERYONE TUBAN

신정철 JEONGCHULSHIN

e»G SMILE Fon EVERYONE

자연을 보전하자

SAVE THE NATURE

현은정 EUNJEUNGHYUN

333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그린피스 환경포스터

GREENPEACE ENVIRONMENT POSTER

전용석 CHUN YONGSEOK

PANTONE®
Fine dust

이제는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NOW ELECTIONS ARE 
A NATIONAL FESTIVAL

최인숙 INSOOKCHOI

珍선거관리워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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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미디어 아트

어워드 포스터

UST MEDIA ART AWARD POSTER

이근형 KEUNHYUNG LEE

평화의 봄

THE SPRING OF PEACE

The spring of peace

김용모 YONGM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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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COUNTRY OF NATION, 
JUSTICE KOREA

w 휘1 
국인의 나가 

정의 w
대아잇구

박형준 HYUNGJUN PARK
국정지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한반도 ,

세계여행 (베트남)

WORLD TRAVEL (VIETNAM)

김세웅 SEW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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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

SUBLIME

이은석 EUNSEOKLEE

HOMESICK
우

최재원 JAEW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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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언젠가

SOMEDAY

이주미 JOOMILEE

PROP01

장재욱 JAEWU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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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FEELING!

신재희 JAEHEESHIN

아프리카의 향수

NOSTALGIA OF AFRICA

현은령 EUNRYUNGHYUN

339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천년의 달빛

A THOUSAND YEARS MOONLIGHT

권기제 KIJEKWON

SAME FRIENDS

고딘군 DINGUN KO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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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 패턴 가방

BANGSAN MARKET PATTERN BAG

강미연 MIYEON KANG

2018 ACTIVITY
GUIDE MAP OF ITAEWON

이경규 KYUNGGUELEE

341



추천디자이너 COMMUNICATION

바다쓰레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A WASTE ON 
THE OCEAN ENVIRONMENT

하윤희 YOUNHEEHA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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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LY-2018

남윤태 YUNTAE NAM

한국형 덴탈 유닛체어시스템

KOREAN VERSION OF 
DENTAL UNIT CHAIR SYSTEM

최승연 SEUNGYEONCHOI

343



추천디자이너 SPACE/ENVIRONMENT

산들바람 벤치

GENTLE BREEZE BENCH

김정훈 JUNGHOON KIM

우리동네 행복경관 프로젝트

CHUNCHEON PUBLIC DESIGN 
PROJECT FOR SCHOOL ZONE

박재익 JAEIK park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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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GENERAL WORKS
일반공모 I 디자이너

PRODUCT

人I

강래한 RAEHAN KANG
- 너를 위한 공간

156 김유진 YUJIN KIM
- 스마트 안전대

118 문지수 JISUMUN
- 청소 도구 세트

166 j 서현석 HYUNSUK요0
: -가이드립

162

곽윤주 YUNJU KWAK 151 김은하 EUNHAKIM 097 b 서현석 HYUNSUKSEO 162
- Cooling Care - Blight - TWO FACE

박민후 MINHOOPARK 154
권범준 BEOMJUN KWON 112 김재근 JAEGEUNKIM 163 - Coloured Tree 송지헌 JIHEONSONG 150
- Rainwater Absorber - 사용자 맞춤 욕조 - 모듈형 조명

박세영 SEYOUNGPARK 117
권정혜 JUNGHYEKWON 155 김준완 JUNWAN KIM 150 - InhalerTumbler 송지헌 JIHEONSONG 113
- Walarm - 모듈형 조명 - 유아용 목욕 인퓨저

박세원 요WON PARK 116 (Repandre)
권지수 JISUKWON 170 김준완 JUNWAN KIM 113 - 프루디 식품건조기

- 휴대용 UV옷걸이 - 유아용 목욕 인퓨저 신가이 GAISHIN 166
(Repandre) 박소현 SOHYEONPARK 162 - 목재 동물 만년캘린더

김문수 MUNSUKIM 114 - 가이드립

- 소중한 기억을 음악으로 김지승 JISEUNG KIM 164 신동민 DONGMINSHIN 165
선물하다 muto - Airror 박재웅 JAEWOONG PARK 158 - 멀티 서포터

- 아이기스

김미소 MISO KIM 148 김진수 JINSO아（IM 149 신화정 HWAJEONGSHIN 115
- 세워서 쓸수있는 드라이기 - 공간활용에 적합한 박주혜 JUHYEPARK 160 - airwall-분리형 공기청정기

고양이 배변통 - TRIANGLE OF LIFE
김민규 MINKYU KIM 103 O
- 아이를 위한 모듈형 수납가구 김태완 TAEWAN KIM 149 박진영 JINYOUNG PARK 076

-유니버셜 책장 - LIPACK 양만호 MANHOYANG 163
김민지 MINJIKIM 103 j -사용자맞춤욕조

- 아이를 위한 모듈형 김태완 TAEWAN KIM 121 박진우 JINWOO PARK 090
수납가구 - 실내용 무연 숯불 - 가구형 에어컨 _크레덴자 양수민 SUMIN YANG 158

직화구이 그릴 디자인 - 노라

김민하 MINHAKIM 161 박효은 HYO티JNPARK 167
- 볼-터렛 김택 민 TACKMIN KIM 171 - 목재 조명등 （WOOD 니GHT） 양수영 SUYEONGYANG 156

； - SEEUMBRELLA I -6IN1 바스

김상균 SANGGYUNKIM 120 배재화 JAEHWABAE 116
- 간편한 전달 김현정 HYEONJEONG KIM 117 - HUG ME 엄태호 TAEHO EOM 154

- 식중독을 예방하는 | -글래스플레이

김성민 SE이JNGMINKIM 155 ? 식료품검열기 백란 RAN BAEK 172
- 안전 소독기 - 최소한의 가구: 서랍장 오경호 KYUNGHOOH 152

L. - 오리가미

김시원 SIW0NKIM 백인엽 INYEOPBAEK 163 ! （2inl 마우스태블릿펜）

- Beetle 나은경 EUNKYEONGNA 168 - Fidget Pen (
j -아이목욕 프로젝터 오세욱 요W00K어 118

김아라 ARAKIM 160 백주엽 JUYEOPBAEK 122 - 브라이트.

-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노광현 KWANGHYUNNOH 121 - 코쿤

Vol. 1-자화상 ； - 셀프 커스텀 패션슈즈 오승호 SEUNGHOOH 158
i (Using Ruler) - 노라

김영헌 YOUNGHUNKIM 167 서

- CV 더블링 휠체어 베드 노태진 TAEJIN NO 114 오현우 HYUNWOOOH 123
| - airwall-분리형 공기청정기

； -구조에보석을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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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종 HWANJONG 어 165 임재이 JAEEILIM 148 ； 조은산 ENSANJO 096 황의정 EUIJEONG HWANG 113
- LA이 S - 환자 이송시 환자를 들어 - 해안가 부유쓰레기 - drop_보관이 편리한 좌욕기

옮기지 않고 이송이 가능한 1차수거 시스템 디자인

윤세영 SEYOUNGYOUN 153 구조용들것 황혜미 HYEMI HWANG 164
_ Relaxation Walking Sticks 진자영 JAYOUNGJIN 172 | - 국화

임주형 JUHYEONGLIM 152 - 멋진 취향

이동렬 DONGRYULLEE 121 - 오리가미
셔

- 셀프 커스텀 패션슈즈 （2inl 마우스 태블릿 펜） 大

(Using Filler)
X 차지현 JIHYUNCHA 169

이상석 SANGSUKLEE 156 - 로코코 가든

- 너를 위한 공간 전명수 MYEONGSUJEON 155
. - Walarm 채경빈 KYEONGBIN CHAE 156

이수연 SUYEONLEE 159 ； - 6 IN 1 바스

- Movable Tea Tumbler: 전승엽 SEUNGYEOPJEON 112
Da rye 느 -노인의소통을위한 IOT 채희철 HUICHEOL더AE 114

디바이스 Happy Meal - 쓰레기통 펜스

이승오 SEUNGOHLEE 169
- 워터보드 전일 ILJEON 153 최성현 SEONGHYEONCHOI 157

： - Indoor Fire Hose Kit - 편리한 부탄가스 뚜껑

이시평 SIPYEONG LEE 119
- 트위그 정소운 SOUNJEONG 168 최수녕 SUNYEONGCHOI 114

| -함께 자라는아기침대 ： - 2018.lighting
이준우 JUNEWOOLEE 161
- 볼-터렛 정시훈 SIHOONJEONG 157 최시영 SIYOUNGCHOI 106

- EZ Pill Pack I - spoid T
이지훈 JIHOON LEE 119 ； （여행용화장품패키지）

- 트위그 정용명 YONGMYEONGJUNG 159
- 공공장소를 위한 핸드 최흔 HUENCHOI 157

이진수 JINSU LEE 168 드라이어 디자인 - 편리한 부탄가스 뚜껑

- 아이 목욕 프로젝터

정유빈 YUBINJUNG 173 0
이태섭 TAESEOPLEE 161 -草木

- 어린이 안전횡단을 위한 하호원 H0W0NHA 157
안전차단봉 Smart Toll Bar 정준영 JUNYOUNGJUNG 072 - EZ Pill Pack

- Twoway
이형섭 HYEONGSEOPLEE 091 한지혜 JIHAE HAN 171
- Elephant Ball- 소화기 정지환 JIHWANJEONG 151 -엠보싱기법과펀칭기법을

- 개인용컵살균기 응용한 태극기 재해석 제품

이호준 H이UNLEE 150
- HangOn Bluetooth 정진선 JINSEONJUNG 158 홍강표 KANGPYOHONG 114

Headphone - 아이기스 - 소중한 기억을 음악으로

선물하다 muto
임동현 DONGHYUNLIM 173 정현홍 HYEONHONGJUNG 169
- 공기청정 펜던트 조명 j -워터보드 황의정 EUIJEONG HWANG 050

j - IV Kid_타고 다닐 수 있는

임수영 SOOYOUNGIM 122 ； 조소연 SOYEONJO 152 { 유아용링거대

- Re-Essence I - 에이피엘

349



색인

PACKAGING COMMUNICATION

n O

가선영 SEONYEONGKA 174
- 내가 빚는 막걸리 빚는소리

김경은 GYUNG타JNKIM 078
- 독도의 깨끗함을 담은

해초소금 패키지

오광윤 KWANGYUNOH 175
- 맛을 위한 축제 카니발

향신료 패키지디자인

오은채 EUN어AEOH 178
- 반려견 용품 브랜드 스누즈

김다운 DAWOON KIM 175
- 한국 전통 식문화의

고급화를 위한 수제 나무

수저 패키지 디자인 개발

이광희 KWANGHEELEE 175
- 한국 전통 식문화의

고급화를 위한 수제 나무

수저 패키지 디자인 개발

김덕령 DEOKRYEONG KIM 178
- IKTOMI

김소현 SOHYUNKIM 140
- 장류의 새로운 변화 

레드페퍼 고추장

김수정 SUJUNGKIM 176
- 경주 특산품 경주빵 

관광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김유리 YURI KIM 174
-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 

대비 용품 SELF SURVIVAL 
패키지 디자인

이민지 MINJILEE 079
- 독도의 깨끗함을 담은 

해초 소금 패키지

임철민 CHEOLMINIM 175
- 맛을 위한 축제 카니발 

향신료 패키지디자인

X

장재원 JAEWONJANG 177
- 맥도날드 패키지 디자인

（한국 전통적 이미지 적용）

장정현 JUNGHYUNJANG 178
- 반려견 용품 브랜드 스누즈

김유진 EUGENE KIM 174
-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

대비 용품 SELF SURVIVAL
패키지 디자인

김지영 JIYOUNG KIM 177
- 리매망량 브류어리

장혜림 HYERIM CHANG 061
- 追慕;추모

정소윤 SOYOUNJEONG 124
- Animal Chef

*

김진호 JINHOKIM 058
- 안동소주 패키지

김하빈 HABEEN KIM 174
- 내가 빚는 막걸리 빚는소리

박소희 SOHEEPAK 176
- 장류의 새로운 변화 

레드페퍼 고추장

최아름 AR타JMCHOI 176
- 경주 특산품 경주빵

관광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

하현정 HYEONJEONGHA 059
- 안동소주 패키지

강상문 SANGMOONKANG 207
- 구름위를 달린다-NIKE

강영훈 YUNGHUNKANG 100
- 핑폰

강진이 JINIKANG 067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텝 바이 스틱

강진주 JINJU KANG 190
- 롯데칠성음료 캘린더

강희권 HEEKWONKANG 205
- 악성댓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강희원 HEEWON KANG 180
- 오늘 너의 영양분은

내가 지켜줄게

고유미 YUMI GO 132
- 그 모든 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고채연 CHAEYEON K0 200
- FRANKIE 매거진 디자인

구채연 CHAEYEON K00 206
- 중국 흑룡강성 쌀 미가락

로고디자인

권세인 SEIN KWON 197
- 크록스 하나로 들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

김가영 GAYOUNGKIM 130
- 서울형 도시재생:

OURdentity

김나연 NAYEONKIM 131
- 보문 볼수록 매력있는 보문동 

김다슬 DASEULKIM 186
- 창덕궁 달빛기행

김다슬 DASEULKIM 127
- Sleep Well, 

Sleep Enough 
서울국제수면박람회

김도영 DOYEONGKIM 184
- 편견은 지워주세요

김명주 MYEONGJU KIM 185
- 층간흡연, 

이웃에겐 테러입니다

김민정 MINJUNG KIM 179
- 예술작품이 되다, 

삼성 시스템에 어컨 360

김민정 MINJEONGKIM 182
- 참

김봉희 BONGHEE KIM 068
- 시를 전시하다

김성률 SEONGRYULKIM 139
- 독거노인의 아픔은 

잔소리가 약이다

김수경 SUKYOUNGKIM 201
- 한 마리가 아니다.

（세스코 광고 포스터）

김수빈 SUBEENKIM 135
- 온타임

김수연 SUYEON KIM 129
-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문구를 담은 한글 캘리그라피

김승빈 SEUNGBINKIM 139
- 독거노인의 아픔은 

잔소리가 약이다

김영현 YOUNGHYEONKIM 199
- IDN 매거진 디자인

김예리 YERIKIM 193
- stand-by 3.2.1.GO!
심장을 뛰게 하라!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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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경 WONGYEONGKIM 205 박미정 MIJEONG PARK 197 손채원 CHAEWONSON 179 ； 이경용 KYOUNGYONGLEE 195
- 악성댓글, 누군가에게는 - 아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 격의 중요 - 칠성동 별별상상 커뮤니티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아이덴티티&캐릭터

박선영 SUNYOUNG PARK 182 손치현 CHIHYUNSON 064 I

김지수 JISU KIM 193 - 영화채널 screen ID - 한글열쇠 이나경 NAGYUNG LEE 183
- 잘 안보입 니다! - 비듬에는 헤드앤숄더

박성령 SEONGRYEONGPARK 203 신재훈 JAEHOONSHIN 190 ；

김진설 JINSEOLKIM 093 - 코카콜라 광고 포스터 - 메르세데스-벤츠 이동준 DONGJUN LEE 204
- 코리아 심포그래픽 - 보안시스템 캡스에 관한

박세현 SEHYEONPARK 188 신향도 HYANGDOSIN 099 i 광고포스터디자인

김채린 CHEALINKIM 136 - 저작권 공익광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프라이탁 브랜드 캘린더 SE 티 NGY 이소미 SOMILEE 139
박소희 SOHEE PAK 062 - 우도 매거진

김한샘 HANSAEM KIM 202 -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신향도 HYANGDOSIN 130
- 현대시100년관 종이 입체북 -LG 화학 미래의 물을 이소영 SOYUNGLEE 200

디자인하다 - 아침이 똑똑해진다!

김현지 HYEONJIKIM 063 박종찬 JONGCHAN PARK 204
-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 폭스바겐 O 이수비 SUBILEE 208
종이 입체북 서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야

박진호 JINHOPARK 136 오승희 SEUNGHEEOH 208 서 곪지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김현지 HYUNJIKIM 198 - 일일삼밥 - 찰칵?철컥!

- Hello, Illustrator 이수연 SUYEON LEE 186
박혜송 HYESONG PARK 181 오진수 JINSOOOH 209 - Movable Tea Culture:

L.
- 국립어린이박물관 브랜딩 - 내 몸매의 비결 ! Darye

노지영 JIYOUNG NOH 132 방정현 JUNGHYEON BANG 194 우지혜 JIHYEWOO 125 이아름 AHREUMLEE 196
- 직업박물관 - 금메달만큼 값진 군 메달 - 국립 한글박물관 픽토그램 | - BANANABOOK 서점

□ 방효진 HYOJIN BANG 133 원종욱 JONGWOOKWON 080 이연재 YEONJAELEE 192
- 모던화투 - 서울어린이대공원의 i -어린이용 sw교육어플,

맹승주 SEOUNGJOOMAENG 133 동물원 굿즈 개발을 코블럭

- 모던화투 배성우 SUNGWOO BAE 100 위한 그래픽 개발 제안

- 핑폰 I 이용일 YONGILLEE 126
유민주 MINJUYOU 200 - 문화도 （文書圖）

배진아 JINABAE 185 - 아침이 똑똑해진다!

박나윤 NAYOONPARK 092 - 청소년 콘돔 장려 포스터 이용일 YONGILLEE 126
- 청각장애인들과 유사함 SIHAN LIU 179 i -세월

소통하기위한 시각적연구 A - 격의 중요

이용일 YONGILLEE 127
박나현 NAHYEONPARK 086 서수현 SOOHYUNSEO 128 유정은 JEONGEUNYOO 104 ! -흥인지문（興仁之門）

- 디엠지 유네스코 - 디자인 문구 브랜드 소행성 -리게더한글

지정을 위한 홍보 디자인 ： 이은지 EUNJILEE 066
서예지 YEJISEO 199 윤선정 SUNJUNGYOUN 197 | -시각장애인을위한

박나현 NAHYEONPARK 125 - 미술 프로젝트 - 크록스 하나로 들과 스텝 바이 스틱

- 쓰레기도 에너지입니다! 바다로 떠나는 여행

서원빈 WONBINSEO 202 이주연 JUYEON LEE 192
박도순 DOSOONPARK 207 - 안심하려면 끼우세요! 윤소은 SOEUNYOON 206 ! -어린이용 sw교육 어플,

- 구름위를 달린다-NIKE - 퍼스널 정신건강 치료앱 ； 코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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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실 JINSILLEE 181 정상민 SANGMINJEONG 187 최우열 WOOYEULCHOI 201 홍성민 SEONGMINHONG 184
- 대한다원 홍보 포스터 - 니베아 데오드란트 광고 - 카카오T - 이케아

이현지 HYUNJILEE 193 정진우 JINWOOJEONG 185 최우영 WOOYOUNGCHOI 137 홍소율 SOYULHONG 207
- 잘 안보입 니다! - 청소년 콘돔 장려 포스터 - IOTCOMMUNICATION - 칠곡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

CHARACTER NONA
인영주 YOUNGJOOIN 187 조예랑 YERANGJOH 129 홍지현 JIHYEONHONG 201
- 자연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 2019 서울 카페&베이커리 최은영 EUNYOUNG CHOI 189 - 카카오T

페어 가상 홍보 및 브랜딩 - 소화의 비상구, 까스활명수!

임성환 SUNGHWANIM 135 황유진 YOUJIN HWANG 108
- 2018 DIFF （대구단편영화제） 조은애 EUNAECHO 196 최인경 INGYEONGCHOI 201 - MY DOCTOR
아이덴티티 디자인 - Classic is best - 한 마리가 아니다.

（세스코 광고 포스터）

X 조정한 JHUNGHANJO 064
- 한글열쇠 최재혁 JAEHYUKCHOI 046

장세웅 SEWOONGJANG 203 - LunarCalendar2019
- 국악, 일상으로 들어오다. 조주연 JUYEONCHO 134

- 어떤 자외선이든 최희재 HEEJAECHOI 195
장영근 YOUNGGEUNJANG 099 완벽하게 차단하다! - CACTUS 부티크 호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SEEING Y 조희원 HEEWON CHO 134 ©
- ［한,글］ 순우리말 글쓰기 앱

장영근 YOUNGGEUNJANG 130 하수연 SUYEON HA 086
-LG 화학 미래의 물을 * - 디엠지 유네스코

디자인하다 지정을 위한 홍보 디자인

차다은 DAEUNCHA 180
장윤서 YOONSEO CHANG 192 - 야생마저도 잡는다 한상희 SANGHEEHAN 191
- Welcome to Seoul - 미즈메이트

채유리 YURI CHAE 128
장재원 JAEWONJANG 183 - 삼청동 인포그래픽 시각화 한세희 SEHEEHAN 133
- 맥도날드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 오메가3에 눈을 뜨다!

（한국 전통적 이미지 적용） 천지애 JIAECHEON 188
- 물 받아쓰기 한정은 JUNGEUNHAN 189

장재원 JAEWONJANG 107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영장

- 맥도날드 홍보 출력물 최대환 DAEHWAN CHOI 190
（한국 전통적 이미지 적용） - 롯데칠성음료 캘린더 한종필 JONGPILHAN 131

- 5cm
장해주 HAEJUJANG 194 최보아 BOAH CHOI 209
- 해주 （전통주 브랜딩） - 내 몸매의 비결 한청희 CHUNGHEEHAN 092

-청각장애인들과

전미하 MIHAJEON 191 최수진 SUJIN 어01 098 소통하기위한 시각적연구

- LG 쿼드비트 제품광고 포스터 - Fear not_장기기증

인식개선 프로젝트 허재혁 JAEHYE아（HEO 138
전민경 MINGYEONGJEON 139 - 지각방지 서비스: OD
- 우도 매거진 최슬아 SEULAHCHOI 138

- JAFF 허필 PILHEO 179
전효정 HYOJUNGJUN 198 - 예술작품이 되다,

- 하나 되는 나눔의 정! 삼성 시스템에 어컨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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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

강소현 SOHYUN KANG 213 박지원 JIWON PARK 211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앱

- 불법 주차로 일어나는 보차 

혼용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상생형 서비스 디자인 제안

김민영 MINYOUNGKIM
- 선박 사고 시, 빠른 실종자의

212 人

구조를 위한 GPS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디자인

신지선 JISEONSHIN
- 당신의 소확행을 책임질

하루 한 장

142

김성재 SUNGJAEKIM
-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070 O

위한 안전홀로그램

김소현 SOHYUN KIM 140

양소희 SOHEEYANG
- 안전 첫걸음

140

- 안전 첫걸음 오경호 KYUNGHOOH
- 인박스 (1인가구를 위한

101

김수경 SUKYEONGKIM
- 식물 생장형 공기청정기

211 스마트 개인 택배함)

윤재화 JEAHAWYUN 215
김우진 WOOJIN KIM
- 아동보육기관 등하원 차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loT기반

212 -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위한 캣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제안_키즈키득 이경민 GYUNGMINLEE
- 코이즈_네트워크 형성과

216

김지혜 JIHYEKIM
- 식물 생장형 공기청정기

211 재미를 기반으로한 소음 

i 절감어플리케이션

김환 HWAN KIM
- 코코넉_한국 현지 가이드 

친구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국여행 서비스

216 이다영 DAYOUNGLEE
- 휠링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신고 서비스

052

이명수 MYEONGSU LEE
- 유기동물 없는 세상을

210

박다인 DAIN PARK
- 선박 사고 시, 빠른 실종자의

212 위한 저니멀

구조를 위한 GPS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디자인

이예나 YENALEE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관광카페_어서와

214

박민정 MINJEONGPARK
- 은퇴한 노인과 돌봄공백 

아이들을 매칭하는 육아 

도우미 서비스

140 이윤지 YOONJILEE
-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서비스_카브 (CARVE)

142

이은솔 EUNSOLLEE 052 주혜수 HYESOOJOO 142
- 휠링 : 휠체어 사용자를 -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서비스_카브 (CARVE)
신고 서비스

지용재 YOUNGJAEJI 141
이창훈 CHANGHOON LEE 216 - 합리적 의류 기부를 위한

- 코코넉_한국 현지 가이드 LBS 기반의 방문 수거형

친구와 함께하는 맞춤형 기부 플랫폼 서비스

한국여행 서비스 [Santa Cloth] 제안

이희수 HEESU LEE 213 Jt
- 헌혈에 대한 실천을 통해

보람과기쁨을 나누는 차정은 JEONGEUNCHA 141
애플리케이션 앱개발 서비스 -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기반 서비스

임주형 JUHYEONGLIM 101 디자인 제안

- 인박스 (1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개인 택배함)

차정은 JEONGEUNCHA 211
임혜정 HYEJEONGLIM 215 - 불법 주차로 일어나는 보차

-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혼용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한 캣맘 애플리케이션 상생형 서비스 디자인 제안

X 차종민 JONGMINCHA 210
- 트래디움

장하림 HARIMJANG 141
- 합리적 의류 기부를 위한 최이화 IHWACHOI 215

LBS 기 반의 방문 수거형 - 액티브 시니어세대를 위한

기부 플랫폼 서비스 ! 건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안

[Santa Cloth] 제안

장혜림 HYERIM 어ANG 142
O

- 당신의 소확행을 책임질 ' 한지아 JIAHAN 070
하루 한 장 너 -운전자의2차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홀로그램

정현정 HYUNJUNGJUNG 214
- 사회초년생을 위한 지침서

“오피스 가이드”

조경식 KYUNGSIKCHO 212
- 아동보육기관 등하원 차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loT기반

서비스 디자인 제안_키즈키득

조정한 JHUNGHANJO 210
- 트래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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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
ENVIRONMENT

"1 L_ X O

고은별 EUNBYEOLGO 217 노경민 KYUNGMIN ROH 223 정시훈 SIHOONJEONG 218 하호원 HOWON HA 218
- 기생［寄生］에서 공생［共生］ - 업사이클 - 팬스벤치 - 팬스벤치

으로 - 미세먼지 정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유닛 避 정은아 EUNAHJOUNG 143 홍지혜 JIHYEHONG 144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 지하철 스탠딩 의자 （스탠딩

권남용 NAMYONG KWON 143 문지수 JISUMUN 222 및 청각만으로 공간 전체를 의자& 안전봉 디자인）

- Security Pole Inspired - 모두를 위한 부엌 인지할 수 있는 서점

by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Jang-Seung 정재윤 JAEYOONJUNG 109

- 자기부상 지진 대피소

권지혜 JIHYEKWON 143 박준호 JOONHOPARK 222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 힐스테이트 시설 없는 조영도 YEONGDOCHO 217
및 청각만으로 공간 전체를 놀이터 - 기생［寄生］에서 공생［共生］

인지할 수 있는 서점 으로 - 미세먼지 정화, 신재생

배규리 GYURIBAE 105 에너지 발전 유닛

김나라 NARAKIM 109 - 어포던스 시스템기반

- 자기부상 지진 대피소 환경 디자인 조현진 HYUNJINJO 105
- 어포던스 시스템기반

김동윤 DONGYUNKIM 219 백한결 HANGYEOLBAEK 217 환경디자인

- HyperAgency - 보행자의 휴먼스케일을

적용한 도시 파사드 *
김동윤 DONGYUN KIM 094 재형성 유닛디자인

- Net-Park 채경빈 KYEONGBINCHAE 144
A - EZ Toilet Dispenser

김동윤 DONGYUNKIM 220
- Plastic Iceberg 신주연 JUYOUNSHIN 145 최성현 SEONGHYEONCHOI 218

- 행촌동 성곽마을, 도시재생 - 드론 에코 시스템

김민호 MINHOKIM 145 뉴딜정책 프로젝트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최성현 SEONGHYEONCHOI 144
O - EZ Toilet Dispenser

김상희 SANGHEEKIM 217
- 보행자의 휴먼스케일을 양두영 DOOYOUNGYANG 223 최연길 YUNGILCHOI 222
적용한 도시 파사드 - 도시 양봉 아파트 - 힐스테이트 시설 없는

재형성 유닛디자인 놀이터

엄 태윤 TAEYUN EOM 145
김수연 SUYEUN KIM 220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최지수 JISOOCHOI 223
- 홍대전체이용가 - 도시 양봉 아파트

［버스킹 문화 예술거리］ 이상희 SANGHEELEE 221
- 명상에서 수면으로 최치원 CHIWONCHOI 084

김진환 JINHWAN KIM 219 - 지하철 자동 살균 손잡이

- LINKAGE 이선주 SEONJU LEE 219
- UNKAGE 최흔 HUENCHOI 218

- 드론 에코 시스템

이원묵 WUNMOOKLEE 221
- 명상에서 수면으로

이종문 JONGMUNLEE 221
- 벽의 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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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GENERAL WORKS
일반공모 I 기업

PRODUCT COMMUNICATION

C 人

（주대웅 119 （쥐소유브랜딩 137
DAEWOONG SOU BRANDING CO.,LTD.
- 의약품 용기의 변화 - 군산근대문화유산

문화상품 디자인

대웅제약 120
DAEWOONG 쉐어모먼츠위드 082
- 동물 모양 링거 SHARE MOMENTS WITH

- 태평성대 플레잉 카드

O

=1
（쥐에스파빌레 170
ESFAVILE 콜론즈 205
- 셀레네 : 달의여신 COLONS

- 콜론즈 브랜드아이덴티티

에어랩 （쥐 074
AIRLABINC.
- 에어보틀

에어랩 （쥐 095
AIRLABINC.
- 핸디에어

엔자임헬스 （주） 102
ENZAIM HEALTH
- 아이링거

귀

크리에이티브 퍼스 056
CREATIVE PERS
- 선박 침수 시 즉시 탈출을

위한 비상 사다리

355



색인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PRODUCT

1 L. 大

강흥석 HEUNGSEOKKANG 240 노은희 EUNHEENOH 238 이기상 KISANG LEE 239 i 최기 KICHOI 242
- 화기 2018-2 - 업사이클링 현수막 가방 j - 2018 옛이야기 1. II. Ill - 명동성당 브랜드샵 1898+

목재기념품 디자인 （벽걸이

고영균 YOUNGKYUNKOH 226 이기출 KI어이JLLEE 237 &탁상용 말씀십자가）

- 어린이용 테이블과 ： -UWB 레이저 적외선

스툴세트_렉탱글 류남희 NAMHEERYU 243 ’ 융합 센서 최용혁 YONGHYUKCHOI 236
- 변형 접시 : -휴대용열화상카메라

고정욱 JUNGWOOKGO 231 이민정 MINJUNG LEE 240
- 곰두리 유아변기 스 M - 진달래와 장미 사이 최정민 JUNGMINCHOI 232

너 - 넥밴드형 공기 청정기

곽대영 DAEYOUNGKWAK 229 박광철 KWANGCHEOLPARK 232 이봉규 BONGKYU LEE 235
- 디지털 포토 프레임 - Welt Shoes ! -작은찻상 言

곽태혁 TAEHY티JKKWAK 239 박병호 BYUNGHOPARK 246 이부연 BOOYUNLEE 246 서 한기웅 KIWOONG HAN 236
- 시간의 추억 i -블루투스 18-06 녀 -숲속풍경 너 -석재슬러지를이용한

건축외장재 디자인

구기설 KISEOLKOO 247 박성규 SUNGGUEPARK 233 이한성 HANSUNGLEE 248
- 수상 안전 방수 후레쉬 - 치과 진료용 의자 서 -물정화기 황순영 SOONYOUNG HWANG 244

i i - 브로치

구자윤 JAYUN KU 233 박태영 TAIYOUNGPARK 237 이혁수 HYUKSOOLEE 231
- 아쿠아클린 ： - ROBO CNC 가공기 | -자율주행셔틀 황인철 INCHUL HWANG 245

- 화기

김강국 KANGKOOKKIM 248 서 :
스 A X

- 월드랜드마크 Paper Art
송창호 CHANGHOSHONG 228 장미연 MEEYEONJANG 241

김동하 DONGHAKIM 249 -스마트 홈케어시스템 - 목걸이

- 급조 폭발물 탐지기

(IED Scanner) O 정경연 KYOUNGYEONCHUNG 238
- 하모니

김석영 SEOKY이川GKIM 241 안덕춘 DUKCHOONAHN 230
- 12각 황동 컵 - 쟁반 정지욱 GWOOKJEONG 243

- Black Ostrich
김성배 SUNGBAE KIM 234 양덕환 DUKHWANYANG 242
- 라운지 감성조명 [틈새 1] - 연필꽂이 정택우 TAEKWOOJUNG 245

너 -아침우유

김장석 JANG유이사（IM 229 유상욱 SANGWOOKYOO 235
- TABLET TOP , - LEDLighting2018 조원희 WONHEECHO 247

- 방향제

김현식 HYUNSIKKIM 244 윤영태 YOUNGTAEYUN 228
- 백자핸드폰스피커 - 콩나물 재배기디자인 조윤호 YUNHOCHO 230

조재승 JAES티JNGCHO 234
- LED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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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COMMUNICATION

져

강문수 MUNSU KANG 250 임수연 MI어ELLELIM 251 강성철 SUNGCHULKANG 267 김정두 JEOUNGDOOKIM 277
- 慶州 70년 전통의 | - SMKCI 및 제품 포장디자인 | - 아름다운 코리아- | - 문학청춘 부천신인문학상

이화전통（菜花傳統） 국수 스 도깨비의 초상 포스터

일본 수출용 패키지디자인 임종웅 JONGWUNGRIM 253
! - 루미노 초코릿 패키지디자인 강윤성 YOONSUNG KANG 260 김제중 JEJOONGKIM 275

김곡미 G아（MIKIM 254 ! - Book Design j - 운명 2018-3
- 딸기 와인 포장디자인 © ； i

고영진 YOUNGJIN KO 263 김진석 JINSUKKIM 265
홍현기 HYEONKIHONG 254 셔 - Nuclear Safety | - 자연+인간

어 -노브랜드 스낵

박정훈 JUNGHOON PARK 251 서 ! 구윤희 YOONHEEKOO 264 김형석 HYEONGSUKKIM 259
- 리엔 윤고 패키지 디자인 j - 새로운 연결-DMZ의 평화 서 - 2018 세종대왕 전통 예술

I 경연 대회 홍보 포스터

O ; 김금재 GEUMJAIKIM 275 서
| - 환경켐페인 포스터 心

안상락 SANGLAKAN 253 ；
- 진액단 김기순 KISOON KIM 265 남용현 YONGHYUNNAM 278

! - 자연보호 -고추잠자리의 꿈

양재희 JAEHEEYANG 252 ：

- creative lab. sign board 김덕순 DEOKSUN KIM 271 노미선 MEESEON ROH 280
i -평화로운 -한국전통의상 종이접기_

유재형 JAEHYOUNGYOO 255 ： [ 2018당의_1
- 하림펫푸드 더베터 김병진 BYOUNGJIN KIM 276
패키지디자인 1 - 한국의 이미지 a

육지훈 JIHUNYUK 252 김병택 BYUNGTA타사（IM 258 명계수 KYESOO MYUNG 262
- 테이스티 알로에 드링크 j - In-Vehicle Infotainment ； - 염원

패키지디자인 j System UI Kit
문철 CHULMOON 268

윤찬종 CHANJONGYOON 256 김상락 SANGRAKKIM 266 - 보훈

- 데일리-C 음료 패키지 디자인 ； -풍수명당도

이경수 KYUNGSOO LEE 250 김상학 SANGHAKKIM 285
- 또린 주목나무 비누 j - 디자인의 미래 ； 박강용 KANGYONG PARK 269

| - KBeauty_미소년（美少年）,

이복영 BOGYOUNG LEE 257 ； 김성년 SEONGNYEONKIM 284 ' Adonis II편
- 제주뜰애 과채음료 느 -흐름

; 박기홍 KIHONGPARK 279
이원진 WONJIN LEE 255 ! 김영식 YOUNGSIKKIM 280 ’ -Save?Safe!
- Package Design for 서-그린 1

SM6000 j j 박성억 SUNG티JK PARK 258
김영희 YOUNGHEEKIM 268 - SIDE 브랜드디자인 개발

이찬 어AN LEE 256 ； ! - Mugunghwa
- 해보삼 패키지디자인 ! Image-20181031 ' 박승대 SEUNGDAE PARK 273

j -설악산비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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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SPACE/
ENVIRONMENT

O

박윤신 YUNSHIN PARK 274 이경희 KYUNGHEE LEE 273 하용훈 YONGHUN HA 283 박필제 PILJEPARK 286
- 인재 - 자연의 색을 닮았다 - 시원（始原） 그리고 - 실내조명디자인

신 （新） 자연주의-69
박주석 JUSEOKPARK 281 이관식 KWANSIKLEE 284 X

- 통일 한반도 깃발 - 꽂과 문양의 이미지 한승문 SEUNGMUN HAN 281
- 환경보호 장광집 KWANGCHIB CHANG 286

백금남 KUMNAM BAIK 267 이미영 MIYOUNGLEE 276 - 2018 KKU 오피스텔 3-2
- 내 생각에는... - 환경오염방지 포스터 한욱현 WOOKHYUN HAN 262 디자인 프로포절

- peace...Unification

人 이미정 MIJUNGLEE 298
- Image map of Mt. Seorak 함부현 BOOHYUN HAMM 277

서광적 KWANGJUCKSUH 261 - Design Korea 2018
-창경궁&창덕궁 이진구 JINKOO LEE 270 Exhibition

- 2019 포항스틸디자인전

선병일 BYOUNGILSUN 279 포스터 현영호 YOUNGHOHYUN 272
- 선병일 터키&폴란드 - 2018 춘천인형극제포스터

초대전 포스터 2018/2019 임경호 KYUNGHOLIM 283
- 일러스트레이션-길몽 황순선 SOONSUN HWANG 285

손원준 WONJUNSON 282 - 호랑이의 아름다운 꿈

- 바램 X

송인수 INSOOSONG 271 장훈종 HUNJONGJANG 263
- 공익광고 - super hair

O 정동욱 DONGWOOKJUNG 264
- 단절된 소통

안창호 CHANGHOAHN 274
- Korean Impression 조성진 SUNGJIN 어0 259

（한국의 인상） - 우리나라꽂,무궁화 선양을

위한 머그컵 디자인

여훈구 HUNGOO LYEO 272
- 북미정상회담 *

윤여종 YEOJONGYOON 278 최병묵 SIMMON CHEY 261
-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평화 - 전설

윤현정 HYEONJEONGYOON 266 최성규 SUNGKYUCHOI 282
- ART POSTER - 색동산

윤홍열 HONGYEOLYOON 269 최호천 HOCHYUNCHEY 260
- 날아가는 꿈 - 치매예방을 위한

소리내어 읽는 그림책

우리가 사랑했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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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DESIGNERS
추천디자이너

PRODUCT

”1 O X

곽우섭 WOOSEUPKWAK 309 백순현 SOONHYUN BAIK 292 안소윤 SOYUNAN 300 정건용 GENYOUNGJEOUNG 296
- 조화 - 저소음 진공 블렌더 - 클러치 - 동양의 빛-III

권성하 SUNGHAKWON 300 人

!
오봄시내 BOMSINAEOH 303 정다운 DAUNJEONG 306

- limitless 1806 ! - Movement - 쉽지않다

서윤정 YOUNJEONGSEO 298 i
김난희 RANHEE KIM 297 - Layers of Illusion 오정은 JOUNGEUNOH 301 조경득 KYOUNGD타JKCHO 294
- 메탈릭가방 - 핸드니트를 이용한 - 스마트 폰 충전식 거치대

송신혜 SHINHYESONG 308 커넥팅 악세사리

김병수 BYUNGSOO KIM 293 - 존재의 이유 조문환 MOONHWANCHO 301
- 이동형 애견 캐리어 . 이건만 GEONMAN LEE 302 - 여권지갑

송현주 HYUNJOOSONG 306 - 자유 한글 롱스카프

김상열 SANGYEULKIM - Spring Blossoms 조예령 YERYUNGCHO 302
- 스마트 데스크탑 서비스 이도영 DOYOUNGLEE 295 - SOLE BAG

신정혜 JUNGHEISHIN 305 - 아이용 AI 스피커

김완규 WANKYU KIM 307 - CultCC나tV :*
- 연필인가? 이미정 MIJEONGLEE 298

신지영 JIYOUNGSHIN 304 - 한국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채성수 SUNGSOOCHAE 292
김윤희 YUNHEEKIM 304 - 제주 갈옷을 활용한 애견용품 텍스타일디자인 - kabl블루투스 이어버즈

- uniee clock201806
이재호 JAEHOLEE 297 천영록 YOUNGROKCHEON 308

김주희 JOOHEEKIM 303 - 산업용멀티화재감지기 -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피어나다

이주현 JUHYUN LEE 294 최석준 SUKJUNCHOI 293
김지영 JIYOUNGKIM 177 - 탑로더 - 두유제조기

- 넥타이

이지은 JIEUN LEE 299 최철형 CHOLHEYONGCHOI 307
김호성 HOSOUNGKIM 309 - 조화 - 미니 사이드 테이블

-와인거치대

이해권 HAEKWONLEE 295 ©
- 피부마사지기

허재식 JAESIKHEO 296
이형규 HYUNGKYU LEE 305 - UFO
- Upcycling Jewelr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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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PACKAGING COMMUNICATION

1 “I A

고경란 KYUNGRAN KO 316 이은정 EUNJUNGLEE 319 강미연 MIYEONKANG 341 손공동 KONGDONGSON 320
- 청정제주 유기농 녹차패키지 - Nature Lab Pack 서 - 방산시장패턴가방 - 인지성이 빠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김두한 DUHAN KIM 314 이창석 어ANGSUKLEE 315 고단군 DINGUN K0 340
- 동방침 패키지디자인 - LGG7ThinQ ： - Same Friends 손지훈 JIHOONSON 328

- 飮酒文化

김성용 SUNGYONGKIM 315 이철희 CHULHEE LEE 313 권기제 KIJEKWON 340
- 담터 명화선물세트 - 동원 왕새우만두 - 천년의 달빛 신재균 JAEKYUNSHIN 332
패키지디자인 - NATURE=LlFE

X 권혁준 HYUKJUNKWON 328

L. - MERRY CHRISTMAS 신재욱 JAEWO아（SHIN 324
조은동 EUNDONGCHO 312 in PARADOX - 제4회 화장품발명디자인

남미나 MINANAM 317 - 유기농 아이앤 100일 졸업전시회 포스터

- 탐사 강아지 & 고양이 사료 1 해소 주스 김병완 BYUNGWAN KIM 290
- World Friends 신재희 JAEHEESHIN 339

노시우 SIWOONOH 317 진상민 SANGMINJIN 313 - 느낌!

- ［강원나물밥］강원도 대표 j - IRIVER IA90 김세웅 SEWOONG KIM 336
향토음식 포장디자인 Hello Kitty Edition - 세계여행（베트남） 신정철 JEONGCHULSHIN 333

셔 - 투바앤 기업 광고포스터

大 김용모 YONGM아（IM 335
- 평화의 봄 O

도일 ILDO 318 최흥락 H티JNGLAKCHOI 311
- 배송용 드론 지기구조 -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및 ' 김한 HAN KIM 322 안기영 KIYOUNGAN 324

포장디자인 : -초콜릿북패키지다자인 - 안기영 세미나 디자인 데이

A

김혜림 HYELIM KIM 331 오혜강 HYEKANGOH 331
송소원 SOWONSONG 318 너 -롯데월드타워포스터 j - Galaxy S8 Teaser
- H.O.P.E부스타민 B/ 한상현 SANGHYUNHAN 311 Poster Series

VITAMIN B-COMPLEX - 황실의 비책을 담은 김효민 HYOMIN KIM 329
프리미엄 여성용품 패키지 - VIEW6C 유성봉 SUNGBONGYU 326

신현호 HYUNHOSHIN 310 （쓰피 허브비담） - 강릉 이미지-단오제

- 에버셀 줄기세포 화장품 燃
패키지 디자인 허석 SE 아（HEO 312 이경규 KYUNGGUELEE 341

i -청와대 지갑및패키지디자인 박무건 MOOGUNPARK 330 - 2018 Activity Guide Map

O - 죽음의 사신 미세먼지 ofITAEWON
황용Sb YONGHA HWANG 314 당신의 목숨 노린다

이상호 SANGHOLEE 319 누 -꽃 보다디디치킨 이근형 KEUNHYUNGLEE 335
- 제크 박상규 SANGGYU PARK 323 - UST 미디어 아트

: - 2018 비너스 캘린더 이미지 어워드 포스터

이석준 요아（JUNLEE 316
- 대상 웰라이프 홍삼농축액眞 박인창 INCHANGPARK 325 이방원 BANGWONLEE 330

- 한국미 사유전 - 더 파이팅! 준47
이승환 SEUNGHWAN LEE 310
- 친환경 과일 포장디자인 박형준 HYUNGJUNPARK 336 이은석 EUNSEOKLEE 337

- 국민의 나라, - 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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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미 JOOMILEE 338 최인숙 INSOOKCHOI 334
- 언젠가 - 이제는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이충상 CHOONGSANGLEE 323 최재원 JAEWONCHOI 337
- 금연광고 - Homesick

임중남 JOONGNAM LIM 327 최진호 JINHOCHOI 321
- 모그 캐릭터 전시포스터 - CREA

(DDP CREATIVE LOUNGE)

X
o

장재욱 JAEWUK CHANG 338
- PropOl 하윤희 YOUNHEE HA 342

- 바다쓰레기가 해양환경에

전용석 YONGSEOKCHUN 334 미치는 영향

- 그린피스 환경포스터

현은령 EUNRYUNGHYUN 339
정보민 BOMINJEONG 329 - 아프리카의 향수

- 소통의 힘

현은정 EUNJ티JNGHYUN 333
정성호 SUNGHOJUNG 332 - 자연을 보전하자

- 사람이 자연을 만듭니다

정준용 JOONYONGJUNG 322
- BOB 매거진

커버디자인 2018

정찬환 CHANHWAN CHUNG 327
- 피어나는연기 속

사라져가는청춘

정한샘 HANSAEMJEOUNG 321
- 제주도제70주년 엠블럼

조규창 KYUCHANGCHO 326
- 웅진북클럽 홍보포스터

조운한 UNHANCHO 325
- LG올레드TV

진애라 AERAJIN 320
- FREE BALANCE

SERVICE

L.

SPACE/
ENVIRONMENT

남윤태 YUNTAE NAM
- Firefly-2018

343 김정훈 JUNGHOONKIM
- 산들바람 벤치

344

大 b

최승연 SEUNGYEONCHOI
- 한국형 덴탈 유닛체어시스템

343 박재익 JAEIKPARK
- 우리동네 행복경관 프로젝트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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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AWARD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연혁

횟수 개최년도 기간 명칭 접수부문 장소 주최 주관

제 1회 1966 08.03-08.22

제 2회

제:3회

1967

1968

09.01-09.30

07.25-08.24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종합전시관

제 4회 1969 06.10-06.30
경복궁미술관 

한국디자인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제 5회

제 6회

1970

1971

06.01-06.30

06.05-06.25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상업미술, 

공예미술, 

공업미술

국립공보관

제 7회

제 8회

1972

1973

04.17-04.30

06.01-06.15
—

제 9회

제10 회

1974

1975

06.15-06.30

06.05-06.18
국립현대미술관

제 11회

제 12회

제 13 회

제 14회

제 15회

1976

1977

1978

1979

1980

06.04-06.17

10.04-10.23

06.01-06.20

06.08-06.22

05.19-06.07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공업 디자인
상공부

제 16회 1981 07.10-07.29

제 17회 1982 07.05-07.21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제 18회 1983 07.08 - 07.27

제 19회

제 20 회

제 21 회

1984

1985

1986

09.01-09.15

09.10-09.24

05.27-06.10
대한민국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

제 22 회 1987 05.27-06.10 산업디자인전람회

제 23 회 1988 05.26-06.09

체 24 회 1989 05.26-06.09

제 25 회 1990 09.05-09.19

제 26회

제 27 회

제 28 회

제 29 회

제 30 회

제 31 회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05.18-06.01

05.10-05.24

05.15-05.30

09.01-09.15

05.02-05.16

05.02-05.14

제품디자인 （공예포함）,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예포함）,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 디자인

개발원 전시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 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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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개최 년도 기간 명칭 접수부문 장소 주최 주관

제 32 회

제 33 회

1997

1998

05.02-05.16

05.02-05.16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전시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제34회 1999 05.02-05.16

제 35 회 2000 05.04-05.13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제 36 회

제 37 회

제 38 회

2001

2002

2003

05.16-05.22

05.04-05.10

05.02-05.12

제 39 회 2004 05.23-06.01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공예 및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관

산업자원부

제 40 회 2005 06.17-06.26

제 41 회 2006 06.16-06.25 제품디자인,

제 42 회 2007 06.05-06.17
환경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제 43 회

제 44 회

2008

2009

06.26-07.02

06.25-07.01

제 45회

제 46 회

2010

2011

12.07-12.12

10.20-10.23

콘텐츠디자인

코엑스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 

단체총연합회

제 47 회 2012 10.25-10.28

제품디자인,

환경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엑스코

제 48 회 2013 10.10-10.13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49 회

제 50 회

2014

2015

11.06-11.10

11.11-11.15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제 51 회

제 52 회

제 53 회

2016

2017

2018

11.09-11.13

11.08-11.12

10.31-11.04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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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NO. YEAR DURATION TITLE CATEGORY PLACE ORGANIZER SPONSOR

1

2

3

4

5

6

7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08.03-08.22

09.01 -09.30

07.25 - 08.24

06.10-06.30

06.01 -06.30

06.05-06.25

04.17-04.30

KOREA 

COMMERCIAL 

& INDUSTRIAL 

ART EXHIBITION

COMMERCIAL DESIGN, 

CRAFT DESIGN, 

INDUSTRIAL DESIGN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DEOKSUGUNG 

EXHIBITION CENTER/ 

KOREA DESIGN 

CENTER/NATIONAL 

INFORMATION 

OFFICER

KOREA CHAMBER 

OF COMMERCES. 

INDUSTRY (KCCI)

8 1973 06.01 -06.15

9

10

1974

1975

06.15-06.30

06.05-06.18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11 1976 06.04-06.17

12

13

14

1977

1978

1979

10.04-10.23

06.01 -06.20

06.08-06.22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DESIGN

MINISTRY OF 

COMMERCES 

INDUSTRY

15 1980 05.19-06.07

16 1981 07.10-07.29
KOREA

17

18

19

20

21

22

23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07.05 - 07.21

07.08-07.27

09.01 -09.15

09.10-09.24

05.27-06.10

05.27-06.10

05.26-06.09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ENVIRONMENT DESIGN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EXHIBITION HALL

DESIGN & 

PACKAGING

CENTER

24 1989 05.26-06.09

25 1990 09.05-09.19

26 1991 05.18-06.01

27

28

1992

1993

05.10-05.24

05.15-05.30

VISUAL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INSTITUTE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9

30

31

1994

1995

1996

09.01 -09.15

05.02-05.16

05.02-05.14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ING DESIGN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EXHIBITION CENTER
MINISTRY OF 

TRADE & 

INDUSTRY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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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YEAR DURATION TITLE CATEGORY PLACE ORGANIZER SPONSOR

32

33

1997

1998

05.02-05.16

05.02-05.16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34 1999 05.02-05.16
PROMOTION (KIDP)

35 2000 05.04-05.13 PRODUCT DESIGN,

36

37

38

2001

2002

2003

05.16-05.22

05.04-05.10

05.02-05.12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ING DESIGN, 

INDUSTRIAL DESIGN, 

MULTIMEDIA DESIGN

39 2004 05.23-06.01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ING DESIGN, 

INDUSTRIAL&JEWELRY 

DESIGN, TEXTILE DESIGN 

MULTIMEDIA 

CONTENTS DESIGN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40 2005 06.17-06.26

41 2006 06.16-06.25 PRODUCT DESIGN, 

ENVIRONMENT&INTERIOR 

DESIGN, VISUAL DESIGN,42 2007 06.05-06.17

43

44

2008

2009

06.26-07.02

06.25-07.01

PACKAGING DESIGN, 

CRAFT&JEWELRY DESIGN, 

TEXTILES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45

46

2010

2011

12.07-12.12

10.20-10.23

CONTENTS DESIGN

COEX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PROMOTION (KIDP)/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KFDA)

47 2012 10.25-10.28

PRODUCT DESIGN, 

ENVIRONMENT&INTERIOR

EXCO

48 2013 10.10-10.13
KOREA

DESIGN

DESIGN, VISUAL DESIGN, 

PACKAGING DESIGN, 

CRAFT&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SERVICE DESIGN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49

50

2014

2015

11.06-11.10

11.11-11.15

EXHIBITION

MINISTRY OF

51

52

2016

2017

11.09-11.13

11.08-11.12

PRODUCT DESIGN, 

COMMUNICATION DESIGN, 

SPACE/ENVIRONMENT 

DESIGN, PACKAGING DESIGN, 

SERVICE DESIGN

KINTEX

TRADE, INDUSTRY

& ENERGY

53 2018 10.3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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