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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Date of screening

출품부문 1차 심사 2차 심사

제품, 환경·실내, 포장, 텍스타일·패션디자인 2014. 7. 3(목)

2014. 11. 5(수)시각,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공예·주얼리, 서비스디자인 2014. 7. 15(화)

초대·추천디자이너 -

Judgement Sketch
심사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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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이끄는 3대 핵심요소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키워드가 디자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결하고 결합하여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디자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스펙트럼과 같아 제품 및 포장디자인에서부터 범죄예방,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는 창조와 혁신의 촉매제입니다.

올해로 제4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계, 산업계 등 전 분야의 수많은 디자이너를 배출해 왔으며, 또한 높아진 

수상작들의 수준만큼이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위상 역시 국내 최고 디자인공모전 자리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현물접수부터 심사·전시까지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세대 디자이너들에게 비즈니스 및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전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차세대 

디자이너 분들이 더욱 더 정진하여 세계 속의 K-DESIGN을 이끄는 주역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 태용

Foreword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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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 key elements that lead the creative economy are imagination, creativity 
and science technology. And, connecting these 3 elements, design is the core 
keyword that create value.

The role of design is emphasized for opening a new paradigm in the creative 
economy era connecting and integrating creative ideas and knowledge hidden 
within our everyday lives from a new perspective.

Like a spectrum, design acts as a catalyst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that is 
widely needed from product and packaging design to prevention of crime and 
health care.

The Korea Design Exhibition, celebrating its 49th anniversary this year, was 
launched in 1966 and has produced many designers in all fields of design 
including academia and industry. And the value of the Korea Design Exhibition 
continues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Korea’s leading design competition as 
quality of entries continue to rise.

The 49th Korea Design Exhibition provided a one-stop solution from entry 
to judging to exhibition. At the same time, it organized an exhibition that 
brought about actual business and employment support to the next generation 
designers.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ose that entered the 49th Korea Design 
Exhibition. And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devote yourselves to lead K-DESIG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k you.

Dr. LEE Taeyong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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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이자 K-DESIGN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올해로 제49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입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제품, 환경·실내, 포장, 텍스타일·패션, 시각,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공예·주얼리 그리고 서비스디자인 부문까지 디자인 전 분야에 걸친 

국내 유일의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종합디자인공모전입니다. 본 공모전은 회를 거듭할수록 

각 분야에 걸쳐 고루 참여의 수가 증대되고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예비디자이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비즈니스 연계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예술과 디자인의 시대에 디자인은 인간의 삶의 증진은 물론, 경제와 사회를 혁신시키고, 

도시와 지역문화, 국가의 이미지와 가치를 이끌어가는 중심 미디어로서 그 가치와 의미는 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디자인의 기능은 미래가치에 대한 무한한 상상은 물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전문을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시각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포괄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의의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디자인 분야는 산업과 경제, 사회문화와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디자인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는 디자인의 기능을 확신시키고 창의국가를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창작과 

비전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전람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계디자인계를 이끌어 나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을 엄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류 명식

Foreword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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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y great pleasure to see the 49th anniversary of the Korea Design 
Exhibition which allows us to confirm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our design 
industry, acts as a gateway for next-generation designers who will play a pivotal 
role in promotig a creative economy, and expand the importance of K-Design.

The Korea Design Exhibition is the only total design competition in Korea co-
organize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covering all design fiel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duct, environment and interior, textile and fashion, visual, 
digital media contents, crafts and jewelry, and service design. As each year 
passes, the competition display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each field as well as an improvement in quality. And it is without doubt 
that it will brighten the future of Korea’s design industry creating new job 
opportunities for designers-to-be and supporting business opportunities for 
new design concepts submitted each year.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art and design. And design, a medium that 
enhances human life, innovates the economy and society, and promotes 
regional cultures and the image and value of a country, has shown a sudden rise 
in its value and meaning. Also, the design functions of today are at the center 
of attention with its unlimited imagination, its ability to visualize and elaborate 
design ideas integrated with different professions. 

Hence, our design industry must strive to expand its function to collaborate with 
the industry and economy, and the social culture and government management. 
And for Korea to become a leading creative country, Korea must prov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it displays leading creative designs. I am sure that 
the Korea Design Exhibition will strive to become a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that displays various design creativities and visions so as to broaden 
the design industry and promote Korea as a creative country.

Lastly, I would like to give my warmest applaud to everyone honored with an 
award.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judging committee who 
carefully selected such outstanding designs as well as the concerned parties 
who made the efforts to bring about a successful competition.

RYU Myeongsik
President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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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은 디자인의 콘셉트와 표현을 암시하고,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결정합니다.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수출지상주의에 힘입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상공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상공미술전람회로 출발하여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디자인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대전엑스포 등의 국제 이벤트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초고속 성장과정 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화, 정보화, 글로벌 

시대를 리드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새로운 소비자 주도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인간의 

확장을 주도하는 정보 기술의 이슈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서 인터랙션 디자인 단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UX 디자인 등으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는 사용성과 유용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편리한(Useful), 감동(Emotional)을 주는, 신뢰(Trust)할 수 있는 트렌디한 지식공유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끝임 없이 변신해 왔습니다. 사회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디자인전에서 디자인전으로, 출품 분야도 서비스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등으로 조정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출품작의 실용화 상품화를 추진, 예비 디자이너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K-DESIGN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8개 부분에 걸쳐 총 

1,408점이 출품되어 1차 예비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312점이 선정 되었으며, 출품작은 지금까지의 통례적 

분석 방법인 사용목적이나 재료에 따른 목적론적 분석을 떠나 2D(평면), 3D(입체)  그리고 브랜딩, 이벤트 서비스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을 포함한 4D(시간, 공간)차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출품작은 실체로서의 완성도를 따지기 

이전에 디자인에 임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다양한 어프로치 방법들이 다의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소셜 네트워크 중심의 모바일 시대의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참으로 힘들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거쳐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고 선진화를 지향하는 

문명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디자인 수준은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신 가치 창출 및 

창의사회 구현은 디자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장  권 명광

Foreword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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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pirit implies to the concept and expressions of design and determines the direction that 
the design industry must advance towards. The Korea Design Exhibition began in the 1960s, 
hos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the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nd organiz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wing to the 5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1960s and exportism. And it has now become a design festival 
celebrating almost half a century.

Design has contributed to bringing about and leading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playing a pivotal role in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1986 Asian Games,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Daejeon Expo. It has also conduced to resolv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and enabled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suit to the opening of 
doors and globalization.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change from a capitalist market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 a consumer-oriented mark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at has led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has continued to evolve, surpassing the interaction design stage to a 
UX design stage which emphasizes user experience. The new design trend focuses on usability 
and usefulness and demands for trendy knowledge-sharing design that is useful, emotional and 
trustworthy.

The Korea Design Exhibition has continued to strive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mportance of social cultural values, the Korea Design Exhibition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n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to a general design competition, 
and has embraced new design fields such as service design and digital design media design. 
To to create new opportunities based on creative economy, the latest keyword of this era, 
the competition is broadening its functi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esigners-to-be to 
commercialize their submitted design concepts and expand business opportunities.
It has also contributed to spread the importance of K-DESIGN and create synergy effect as a 
way to globalize our design.

The 49th Korea Design Exhibition saw 1,408 entries in 8 different categories including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and service design to the 49th Korea Design Exhibition. 312 entries were 
selected during the 1st screening, becoming eligible for final judging. The entries induce a 
polysemantic interpretation on the various approaches of design from the planning stage 
rather than completion as a product seen from a 2 dimensional, 3 dimensional or 4 dimensional 
aspect, which includes branding, service design and contents design instead of a teleological 
analysis that emphasizes usability and material.

Having experienced stages of indust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Korea 
is now face-to-face to an exchange of civilization that aim for advancement. And our design 
industry has advanced to come shoulder-to-shoulder with the international design community. 
It is my belief that design will create new values and accomplish a creative society.

Lastl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ll those awarded.

Chairman
Judging Committee
49th Korea Desig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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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cutive Commitee & Jury Status
운영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나   건  Na Geon

김상학  Kim Sang hak

김득주  Kim Deuk ju

김준철  Kim Jun cheol

이동렬  Lee Dong ryeol

김현태  Kim Hyeon tae

한형배  Han Hyung bae

박영진  Park Yeong jin

● ● ●  위원 Members

이창호  Lee Chang ho

이수신  Lee Su sin

정수아  Jung Soo ah

류승용  Ryu Seung yong

박수관  Park Su gwan

● ● ●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이은석  Lee Eun seok

조필호  Cho Pil ho

채호병  Chae Ho byeong

곽태혁  Gwak Tae hyeok

김지성  Kim Ji seong

● ● ●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송신혜  Song Sin hye

이형규  Lee Hyeong gyu

천종업  Cheon Jong eop

곽승훈  Gwak Seung hun

김효정  Kim Hyo jeong

● ● ●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박승배  Park Seung bae

이정연  Lee Jeong yeon

최민영  Choi Min yeong

1차 심사위원 
The 1st Jury Members 박창해  Park Chang hae

유승현  Yoo Seung hyeon

● ● ●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금중혁  Geum Jung hyeok

최헌정  Choi Heon jeong

이종호  Lee Jong ho

김장석  Kim Jang seok

한기웅  Han Gi ung

● ● ●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김국선  kim Guk seon

허혁  Heo Hyeok

박선후  Park Seon hu

● ● ●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박일재  Park Il jae

박현경  Park Hyun gyeong

고경란  Ko Gyeong ran

한승문  Han Seung mun

김곡미  Kim Gok mi

● ● ●  텍스타일•패션디자인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 ● ●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신지영  Shin Ji yeong

조문환  Cho Mun hwan

권명광  Kwon Myeong gwang

김동석  Kim Dong seok

오봄시내  Oh Bom si nae

이은경  Lee Eun gyeong

김세웅  Kim Se ung

최인숙  Choi In suk

권재희  Kwon Jae hui

함부현  Ham Bu hyeon



1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회 
Jury

● ● ●  위원장 Chairperson

권명광  Kwon Myung gwang

구환영  Koo Hwan yeong

박영진  Park Yeong jin

● ● ●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노미선  Noh Mi seon 김영철  Kim Yeong cheol

장호현  Jang Ho hyeon

오병근  Oh Byeong geun

● ● ●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최동철  Choi Dong cheol 채호병  Chae Ho byeong

김은주  Kim Eun ju

문소이  Moon Soi

● ● ●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박병호  Park Byeong ho 박성현  Park Sung hyeon

김장수  Kim Jang su

최민영  Choi Min yeong

● ● ●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김영민  Kim Yeong min 백진경  Baek Jin gyeong

● ● ●  텍스타일•패션디자인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김국원  Kim Guk won

김난희  Kim Nan hui

이준승  Lee Jun seung 권성하  Kwon Seong ha

● ● ●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최영옥  Choi Yeong ok 박유선  Park Yu seon 김금재  Kim Geum jae

2차 심사위원 
The 2nd Jury Members 김선규  Kim Seon gyu

권민성  Kwon Min seong

● ● ●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이수신  Lee Su sin 백순현  Baek Sun hyeon

유대석  Yoo Dae seok

김기범  Kim Gi beom

● ● ●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고영균  Ko Yeong gyun 장광집  Jang Gwang 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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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Status
출품현황

출품 및 심사 결과
Entry Status

초대/추천 디자이너 출품수
Invited Designers / Established Designers

부 문 

Classification
 출 품

Total Entries

 심사결과  

Status of Winners

수 상
 Prize Winner

특 선 

Specially Selected
입 선 

Selected
소 계 

Sub-Total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445 10 29 47 86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72 4 2 8 14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106 7 8 15 30

텍스타일•패션디자인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35 3 2 8 13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549 9 39 62 110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35 5 2 3 10

공예•주얼리 디자인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75 6 5 9 20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91 6 4 15 25

합 계  

Total
1,408 50 91 167 308

구 분 

Division
출 품

Total Entries

초대디자이너

Invited Designers
120

추천디자이너 

Established Designers
157

합 계

Total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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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Designer
초대디자이너

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Environment Design/
Interior Design

권기범

박필제

유상욱

유진형

이재원

장광집

전성수

정운성

한기웅

Gi beom, KWON

Pil je, PARK

Sang Wook, Yoo

Jin hyung, YOO

Jae won, LEE

Kwang chib, CHANG

Sung su, JEON

Woon sung, Chung

Ki woong, HAN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고영균

고정욱

곽대영

구기설

김성배

김장석

박광철

박성규

박억철

박태영

손동범

송창호

신택균

윤재우

이기출

이덕상

이병훈

이석준

이승철

이한성

이해묵

이혁수

정충모

정하성

조성진

최양현

홍정표

Young kyun, KOH

Jung wook, GO

Dae young, KWAK

Ki seol, KOO

Sung bae, KIM

Jang seok, KIM

Kwang cheol, PARK

Sung gyu, PARK

Eok chul, PARK

Tai young, PARK

Dong bome, SON

Chang ho, SHONG

Taik gyun, SHIN

Jae woo, YOON

Ki choul, LEE

Deok sang, LEE

Byung hoon, LEE

Seok joon, LEE

Seung chul, LEE

Han sung, LEE

Hai mook, LEE

Hyuk soo, LEE

Chung mo, JUNG

Ha seong, CHEONG

Sung jin, CHO

Yang hyun, CHOI

Jung pyo, HONG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김곡미

안상락

오용균

이권식

이복영

이원진

이   찬

임종웅

홍현기

Gok mi, KIM

Sang lak, AN

Yong kyun, OH

Kwon sik, LEE

Bog young, LEE

Won jin, LEE

Chan, LEE

Jong wung, RIM

Hyeon ki, HONG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강성철

강윤성

고   현

구환영

권기덕

김경균

김경훈

김금재

김기순

김병진

김상락

김성년

김영희

김윤배

김진석

김해선

김홍련

남용현

남윤호

명계수

명광주

문   철

박강용

박일재

박정우

박현욱

백금남

Sung cheul, KANG

Yoon sung, KANG

Hyun, KO

Hwan young, KOO

Ki deuk, KWON

Kyung keun, KIM

Kyung hoon, KIM

Keum jae, KIM

Ki soon, KIM

Byung jin, KIM

Sang rak, KIM

Sung yeon, KIM

Young hee, KIM

Yoon bae, KIM

Jin seok, KIM

Hae sun, KIM

Hong yeon, YOON

Yong hyun, NAM

Yoon ho, NAM

Gae soo, MYUNG

Gwang joo, MYUNG

Cheul, MOON

Kang yong, PARK

Il jae, PARK

Jung woo, PARK

Hyun wook, PARK

Keum nam,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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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Designer
초대디자이너

공예디자인/
주얼리디자인 
Craft Design/
Jewelry Design

강흥석

곽태혁

김병상

김성진

김세환

김태종

김현식

류남희

박병호

박선우

박희면

안덕춘

양덕환

윤   근

이기상

이봉규

이부연

장미연

황순영

황인철

Heung seok, KANG

Tae hyeuk, KWAK

Byoung sang, KIM

Sung jin, KIM

Sae whan, KIM

Tae jong, KIM

Hyun sik, KIM

Nam hee, RYU

Byung ho, PARK

Sun woo, PARK 

Heem yeon, PARK

Duk choon, AHN

Duk hwan, YANG

Keun, YOON

Ki sang, LEE

Bong kyu, LEE

Boo yun, LEE

Mee yeon, JANG

Soon young, HWANG

In chul, HWANG

서광적

서기흔

선병일

손원준

여운장

여훈구

유한태

윤여종

윤현정

이미영

이미정

이진구

임경호

장호철

장훈종

정계문

정동욱

정용규

최성규

하용훈

한백진

한승문

한욱현

함부현

현영호

황순선

Gwang jeok, SEO

Ki heun, SEO

Byung il, SUN

Won joon, SON

Un jang, YEO

Hoon koo, YEO

Han tae, YOO

Yeo jong, YOON

Hyun jung, YOON

Mi young, LEE

Mi jung, LEE

Jin koo, LEE

Kyung ho, LIM

Ho cheul, JANG

Hoon jong, JANG

Gue moon, JUNG

Dong wook, JUNG

Yong kyu, JUNG

Sung kyu, CHOI

Yong hoon, HA

Baek jin, HAN

Seung moon, HAN

Wook hyun, HAN

Bu hyun, HAM

Young ho, HYUN

Soon sun, HWANG

최병묵

홍창기

Byoung mook, CHEY

Chang kee, HONG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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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Designer
추천디자이너

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Environment Design/
Interior Design

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Textile Design/
Fashion Design

곽봉철

김정훈

황재호

Bong chul, KWAK

Jung hoon, KIM

Jae ho, HWANG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강필현

곽원일

구자윤

김동하

김병수

김용모

김재덕

김현성

박종만

백순현

서석교

석창훈

신익수

유천희

이도영

이용한

임호준

조경득

조윤호

조재승

채성수

최석준

최용혁

Pil hyun, KANG

Won il, KWAK

Ja yun, KU

Dong ha, KIM

Byung soo, KIM 

Yong mo, KIM

Jae deok, KIM

Hyun sung, KIM

Jong man, PARK

Soon hyun, BAIK

Seok kyo, SEO

Chang hoon, SUK

Ik soo, SHIN

Chun hee, YOO

Do young, LEE

Yong han, LEE

Ho joon, LIM

Kyung deak, CHO

Yun ho, CHO

Jae seung, CHO

Sung soo, CHAE

Suk jun, CHOI 

Yong hyuk, CHOI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강문수

고경란

김남훈

김두한

김성용

김일오

노시우

도   일

박정훈

박태진

박현경

송소원

신현호

양재희

유재형

육지훈

윤미경

윤찬종

윤홍열

이경수

이상호

이창석

이철희

정진숙

조창희

한상현

KANG MUN SU

Kyung ran, KO

Nam hoon, KIM

Du han, KIM

Sung yong, KIM

Il Oh, KIM

Si woo, NOH

Il, DO

Jung hoon, PARK 

Tae jin, PARK

Hyun kyung, PARK

So won, SONG

Hyun ho, SHIN

Jae hee, YANG

Jae hyoung, YOU

Ji hun, YUK

Mi kyoung, YUM

Chan jong, YOON

Hong yeol, YOON

Kyung soo, LEE

Sang ho, LEE

Chang suk, LEE

Chul hee, LEE

Jin suk, JUNG

Chang hee, CHO

Sang hyun, HAN

김국원

김성달

김소현

김주희

김지영

김현정

박문희

박상오

양윤진

왕경희

이건만

이민정

이준승

이지은

임선양

정보리

정지욱

조문환

조예령

최유미

Kuk won, KIM

Seong dal, KIM

So hyun, KIM

Joo hee, KIM

Ji young, KIM

Hyun jung, KIM

Moon hee, PARK

Sang oh, PARK

Jina, YANG

Kyung hee, WANG

Geon maan, LEE

Min jung, LEE

Joon sung, LEE

Ji eun, LEE

Sun yang, LIM

Bo ri, JEONG

Gi wook, JEONG

Moon hwan, CHO

Ye ryung, CHO

Yoo mi,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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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Designer
초대디자이너

신병근

신재욱

신정철

안기영

안창호

양순정

엄선철

원영국

유성봉

윤병문

윤영노

이경순

이경희

이관식

이근형

이방원

이서영

이성수

이충상

장재욱

장호현

정보민

정상현

정종인

조운한

조찬우

조필호

Byoung keun, SHIN

jae wook, SHIN

Jeong chul, SHIN

Ki young, AN

Chang ho, AHN

Soon jung, YANG

Sun chul, UM

Young kug, WON

Sung bong, YU

Byoung mun, YUN

Young no, YOUN

Kyung soon, LEE

Kyoung hee, LEE

Kwan sik, LEE

Keun hyung, LEE

Bang won, LEE

Seo young, LEE

Sung su, LEE

Choong sang, LEE

Jae wuk, CHANG

Ho hyun, JANG

Bo min, JEONG

Sang Hyun, CHUNG

Jonhg in, JUNG

Un han, CHO

Chan woo, CHO

Pill ho, CHO

진애라

최문희

최승연

최인숙

최재원

최종필

최진호

현은정

홍영래

Ae ra, JIN

Moon hee, CHOI

Seung yeon, CHOI

In sook, CHOI

Jae won, CHOI

Jong feel, CHOI

Jin ho, CHOI

Eun jeong, HYUN

Young rae, HONG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권기제

김병택

박성억

오성수

이동수

이은석

임효영

하윤희

Ki Je, KWON

Byung taek, KIM

Sung euk, PARK

Sung soo, OH

Dong soo, LEE

Eun seok, LEE

Hyo young, LEEM

Youn hee, HA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고영진

구윤희

권영대

김광민

김덕순

김상학

김선주

김세웅

김영식

김정두

김진영

김한중

김효민

노미선

박기홍

박무건

박승대

박윤신

박인창

박재현

박준우

박현송

배성익

서교준

손지훈

송기정

송인수

Young jin, KO

Yoon hee, KOO

Young dai, KWON

Kwang min, KIM

Deok sun, KIM

Sang hak, KIM

Sun ju, KIM

Se woong, KIM

Young sik, KIM

Jeoung doo, KIM

Jin young, KIM

Han joong, KIM

Hyo min, KIM

Mee seon, ROH

Ki hong, PARK

Moo gun, PARK

Seung dae, PARK

Yun shin, PARK

In chang, PARK

Jae hyun, PARK

Jun woo, PARK

Hyun song, PARK

Sung ik, BAE

Gyo jun, SEO

Ji hoon, SON

Kee jung, SONG

In soo,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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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
주얼리디자인 
Craft Design/
Jewelry Design

곽우섭

김남수

김석영

김완규

노은희

송신혜

정택우

조신근

조원희

지정용

천영록

최   기

최철형

Woo seup, KWAK

Nam soo, KIM

Seok young, KIM

Wan kyu, KIM

Eun hee, NOH

Shin hye, SONG 

Taek woo, JUNG

Shin keun, CHO

Won hee, CHO

Jung yong, JI

Young rok, CHEON

Ki, CHOI 

Chol heyong, CHOI

남윤태 Yun tae, NAM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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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대통령상 

Prize of the president

외규장각의궤를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캘린터 디자인_  본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캘린더로, 현재 외규장각도서 반환기념 특별전을 소재로 하여 디자인되었다. 왜규장각은 조선시대의 여러 의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의 의식문화를 대변하는 소재이다. 다양한 모습의 행렬도나 우리의 궁궐, 생활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우리 문화의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대적 감각

으로 재현된 그래픽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국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해외 관광객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호감을 불러 있으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National Museum of Korea Calendar Design_  This is a calendar design f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esigned using the special exhibition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return of the Oegyujanggak (Royal Books of Korea). Using graphics reinterpreted in the modern sense, the design focuses on giving a sense of pride 

and patriotism of our national culture to Koreans, and interest of the identity of Korea to foreign tourists.

외규장각의궤를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캘린터 디자인 National Museum of Korea Calendar Design 현은령 Eun ryu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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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입상 작품

젠(禪)을 담은 미니멀(minimal) 패션_  원단의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만을 남겨 미니멀한 가방과 의상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기하학적 모티브와 단순한 형태, 절제된 색

은 기계적이며 차갑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니멀의 공허를 상쇄시키는 천연 종이 실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종이 실이 잘리고 꺾이고 움직이면서 자기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이 실의 텍스추어와 위

사로 사용된 면사의 텍스추어가 어우러져 젠의 따뜻함을 담아내게 되었다.

Minimal Fashion for Zen_  The minimal bag and fashion design rids of the decorative elements of the textile and product design leaving only the essentials. Repeated 

geometric motives, simple shape and modern colors are boring and cold. However, a natural paper thread creates a new space within this complicated design. The 

paper thread is cut, broken and moved, systemizing itself. The texture of the paper thread and that of cotton yard harmonize to express the warmth of Zen.

젠(禪)을 담은 미니멀(minimal) 패션 Minimal Fashion for Zen 김민정 Min 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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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국무총리상 

회오리_  선을 모티브로 자유롭게 형태를 구성하고, 선이 주는 자연스런 느낌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 함. 기존 주얼리의 틀을 벗어나 좀 더 신선하고 독특한 감각으로 접근하여, 전체적인 형태에 
조형적인 요소와 볼륨감을 주었으며, 선이 주는 느낌은 빙그르 도는 듯한 이미지로서 동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독창성을 강조 함.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느 각도에서 보나 독특한 아름다
움을 지니고 있고, 실용성과 장식성을 고려하고 목걸이와 펜던트, 귀걸이, 반지, 브로찌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장신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함.

Whirlwind_ The lines of this design, the motivations of this design freely shape the lines to compose various items. Breaking away from the stereotype jewelry, I 

approached it with a fresher and unique sense, giving formative elements and volume to the entire shape. The lines look as if they are turning about, emphasizing 

dynamic and natural beauty. The image of this jewelry design displays a unique beauty in all angles. And i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s a necklace, pendant, 

earrings, rings, brooch, etc.

회오리 Whirlwind 박양화 Yang hw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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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그린 파티션 (식물재배가 가능한 실내용 파티션)_  효율적인 공간활용 기능을 가진 파티션과 실내 식물재배가 가능한 배양베드가 결합된 친환경 파티션. 사무실, 상업매장 및 카페 내에 적용되어 공간분리, 식물

의 공기정화와 소음완충효과는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인테리어 효과를 가진 제품.

Green Partition_  ‘Green Partition’ is an eco-friendly partition that integrates a partition for efficient use of space and a bed to grow plants indoors.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pleasant environment or as an interior decora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그린 파티션 (식물재배가 가능한 실내용 파티션) Green Partition 이수향 Soo hya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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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사이즈 조절가능한 휴지통_  음식, 물건 등 물품들을 사게되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줍니다. 우리는 그 비닐봉지를 모아두어 휴지통에 끼워넣고 쓰곤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휴지통의 사이즈는 하나이고 편의

점이나 시장 등에서 주는 비닐봉지의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비닐봉지는 휴지통의 입구에 맞지 않아 버려지고 큰 사이즈의 비닐봉지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게 됩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 조절이 가

능한 휴지통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봉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exible Trash Bin_  We usually carry our grocery back home in plastic bags and use these plastic bags as a trash bin. This product was designed so that users can 

flexibly control the size of the trash bin so that any size plastic bags can be used.

사이즈 조절가능한 휴지통 Flexible Trash Bin 황지영 Ji young, HWAN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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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큐브 놀이터_  땅속에서 노는듯한 느낌이 드는 교육용 놀이기구 기능의 멀티 시스템으로 디자인 구성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정해진 메뉴얼에 따른 Flexible gksk 놀이터 이며, 다양한 기능이 있는 조합식 

Cube Playzone 으로 미로형식의 터널, 정글짐 등의 놀이기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육용으로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Cube Playground_  The ‘Cube Playground’ is an educational toy that has children feel as if they are playing underground. It is a flexible playground with multi-functions. 

Consisting of a maze tunnel, jungle gym, etc., the playground proves that children can be educated through play.

큐브 놀이터 Cube Playground 이지선 Ji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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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시티족을 위한 Safe Home(Detoxification) 생활 가전용품 패키지 디자인 제안_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계속 되면서 1인 가족 가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용적이고 심플한 작은규

모의 주택을 선호 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등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

형가전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Package Design for Safe Home Items for Urbanites_  1 person families have shown a great increase in recent time. And another trend is that people tend to physically 

and mentally rid their stress through various methods. This package design was designed to respond to such trends.

시티족을 위한 Safe Home(Detoxification) 생활 가전용품 패키지 디자인 제안 Package Design for Safe Home Items for Urbanites 김수진 Su jin, KIM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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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저개발국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기' 기부 패키지 디자인 연구_  미래의 희망, 교육을 기부하자! 저개발국가에 당장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탈피하기위해 국가,계

층간 정보격차를 줄이는것이 시급하다. 개도국 어린이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소득격차를 줄여보자는 의미로 연구하게된 '교육 디지털기기'기부 패키지 디자인이다.

Package Design for the Donation of ‘Digital Devices’_  This is a package design for the donation of ‘educational digital devices’ for promote informationize childre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reduce income gaps that derive from educational imbalance.

저개발국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기' 기부 패키지 디자인 연구 Package Design for the Donation of ‘Digital Devices’ 임미아 Mi 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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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시스템 (SNS Doctor System)_  요즘 사회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큰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마땅한 해결책보다는 개인 정보 유출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며 살아가고 있

다. 이 시점을 다른 각도로 보았을 때 가상의 ID도 확실한 자신임을 인지하고 추후에 관리하기 시스템 즉,고인의 추억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사망신고와 동시에 가상의 ID도 정리되는 시스템, 시스템 하나에 가

상의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여 개인 정보 유출시 2차적인 문제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작품이다.

Social Network System Doctor System_  There are many times when those with hearing defects cannot express themselves in spoken language when taking part in 

social activities. For those with a hearing defect, communications aids play a crucial role in educating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Hence, it is without doubt that 

hearing aids must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deaf.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hearing aids in Korea are not at the 

level of that of overseas, hence, often times we depend on imported hearing aids. However, due to the high price, there are some difficulties when purchasing on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communicational hearing device mobile app that will deeply understand the communicational demands of the deaf that occur in our everyday 

lives, systematically define the element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communications mobile app, reduce errors that may occur during communications 

by maximizing communications capacity, and satisfy the needs of the deaf.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시스템 (SNS Doctor System) 
Social Network System Doctor System 김정곤 Jung g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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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형 설계기반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제안_  1. 제작배경 ‘문화가 있는 날’ 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 정

책이다.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제정됐으며 이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콘텐츠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흡하고 웹사이

트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참여기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특기사항 사용자 참여형 설계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양질의 문화콘텐

츠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 기반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므로써 국민의 문화수준

이 향상되고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다.

Cultural Contents Service Platform with User-oriented Design Base for Vitalization of “Culture Day”_  By directly expressing the changes of our physical body, 

external and internal, from exposure to radiation, this design shows the effects of how our food life and health may change due to the current leak of contaminated water 

after the 2011 Fukushima nuclear incident. The design aims to alert the public of the aftereffects of the Fukushima nuclear incident and the danger of radioactivity.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형 설계기반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제안 
Cultural Contents Service Platform with User-oriented Design Base for Vitalization of “Culture Day” 최형준 Hyeong j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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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영동시장 가치찾기_  논현동 주민이 되고난후 논현동 영동시장이 낡고 뒤처진 장소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것을 알게되었다. 이 장소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사람들에게 알리

고 시장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먼저 인터뷰, 관찰등을 통한 소통으로 시장과 상점의 가치를 찾고 상인, 상인-방문자, 상인-상인간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 영동시장패키지를 디자인하였

다. '엽서, 지도, 신문, 가방'의 아날로그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디지털매체인 '영동시장 둘레길앱'을 영동시장 가치를 통해 디자인을 하였다.

Finding the Value of Yeongdong Market_  Only after moving to Nonhyeon-dong was I able to discover that the Yeongdong Market is not an old market but rather a fun 

and important place. This project first started to activate this market, promote it to many persons and vitalize the market itself. Through interviews, observations, etc., 

I was able to find the values of the market and stores. And this Yeongdong Market packaging design was designed for smooth communications between merchants, 

merchants and visitors, and merchants and merchants. The ‘Yeongdong Market Dulle Road Map’ was designed to discover the value of the market.

영동시장 가치찾기 Finding the Value of Yeongdong Market 김해인 Hae 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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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아름다운 한국_ 착한 도깨비는 밤에만 돌아다닌다.도깨비가 사는 나라-아름다운 한국 도깨비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존재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그는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기

도 한다. 가끔 심술도 부리지만 사람들에게 곧잘 속는다. 맛없는 음식을 제물로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도깨비는 소박한 심성을 가진 민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한국의 무형 유산이다. 한밤중 

산길 가는 나그네에게 나타나 내기 씨름 하자고 덤비는 도깨비. 

Beautiful Korea_ A good-natured Dokkaebi tends to wander around only at night. A country where Dokkaebi lives in - Beautiful Korea Dokkaebi is a unique creature 

of Korea, which gets along with people. He sometimes screws over people or otherwise makes people rich. He also gets cranky once in a while, but at the same time it 

tends to be fooled by people. In return for offerings of tasteless food made by people, he gives dream and hope to the poor. Dokkaebi is a beautif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longed to Korea, that is imagined and created by plain folks. Dokkaebi sometimes jumps at a traveler walking on a mountain path in the middle of night and 

demands to play a high-stakes wrestling game.

아름다운 한국 Beautiful Korea 강성철 Sung cheu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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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스마트 터치 URC(유니버셜 리모트 콘트롤) & 멀티 도킹 시스템_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를 조정(IR, RF, WIFI) 할수 있는 URC(Universal Remote Control)로 외부에 Hot key를 배치하여 다빈도 기능의 

사용성을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스마트기기와 조화를 이루는 심플하고 클린한 디자인 -I Phone 등 스마트기기(30핀)와 충전 및 스피커(스테레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HDMI out) 도킹 시스템으로 사

무공간이나 가정에 설치하였을때 럭셔리하고 하이터치 이미지를 부여한 조형과 CMF 적용

Smart Touch URC (Universal Remote Control) & Multi-docking System_  This is Universal Remote Control (URC) that can contral all smart devises. It has a hot key on 

the outside and designed in a simple but clean manner to fit with other smart devices.

스마트 터치 URC(유니버셜 리모트 콘트롤) & 멀티 도킹 시스템 
Smart Touch URC (Universal Remote Control) & Multi-docking System 

조재승 Jae se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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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위한 원격 제어 옥외소화전_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고, 그동안 초기 진압에 실패한 

이유로 인명 및 재산에 가해지는 막대한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재래시장이나쪽방촌 등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화재는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초기 진압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 즉시 원격으로 조종하여 진압을 시작할 수 있는 무선 센싱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제어 소화전을 제안한다

Remote Controlled Outdoor Fire Extinguisher_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fighting fire is to fight at the early stage. This is a remote controlled fire extinguished 

based on a wireless sensing network that can be remotely controlled to fight fire as soon as it happens.

중소기업청장상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위한 원격 제어 옥외소화전 Remote Controlled Outdoor Fire Extinguisher 허재혁 Jae hyuk,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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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세포의 유기적 구조를 모티브로 한 패션 소품 디자인_  생명의 근본이 되는 세포들은 유기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다른 구조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감

을 받아 유기적 연결 이미지의 디자인과 자유로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체의 살아있는 느낌을 잘 나타내기 위해 소프트한 질감의 울과 실크를 이용하였고, 유기적 이미지를 잘 보여

주기 위해서는 폴리 팰트를 이용한 레이저 커팅을 이용하였다.

Fashion Accessory Design Motivated from an Organic Structure of a Cell_  Cells, the roots of our lives, build an organic structure. And forms of life appear in 

various structures. Motivated from this, this expresses a design that displays an organic link and a design that enables free change of structure. Soft wool and silk were 

used to better express the liveliness of the living and laser cutting that uses poly felt to better express an organic image.

세포의 유기적 구조를 모티브로 한 패션 소품 디자인
Fashion Accessory Design Motivated from an Organic Structure of a Cell 

오정은 Joung eu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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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소화에는 까스활명수!_  국민소화제 까스활명수! 까스활명수는 117년 동안 사랑을 받은 소화제인데요. 소화가 잘 된다는 표현을 위해 다 먹은 접시를 쌓았으며, 까스활명수의 모양으로 있는 접시는 과식을 해도 

까스활명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표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Hwalmyeongsu for Indigestion!_  Hwalmyeongsu is a digestive medicine that has been taken for 117 years. To express that the product helps digestion, the poster 

shows empty plates in the shape of the symbol of the product.

소화에는 까스활명수! Hwalmyeongsu for Indigestion! 오윤정 Yoon ju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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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One 전현수 hyeon su, JEON

중소기업청장상

하나_  벌집을 모티브로 하여 여러가지의 기능이 있는 육각모양이 여러개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디자인하게되었다. 또한, 이 디자인은 데스크용품세트

로, 각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도 수직으로 사용자의 마음데로 쌓아 사용할 수 있는데에 주목할 수 있다. 출품물에는 스마트 폰 거치대,명함꽂이,시계,연필꽂이,스피커인 7개로 이루어져있다.

One_  Motivated by a beehive, this was designed with a wish that our minds would become one as hexagon shapes with many functions come together to make one 

shape. Also, this design is a desk goods set that can be stacked however the use wishes to stack it, horizontally or vertically, using different angles. The exhibit 

includes 7 items including smartphone cradle, business card holder, watch, pencil vase and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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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튼튼이의 하루_  어린이는 성인과는 다르게 독특한 요구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의료애 관한 어린이는 특별합니다. 어린이의 체형과 심리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치료환경이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어린

이 병동을 찾아가본 결과 의무적인 느낌의 어린이병동 환경 조성이 아닌 어린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료효과도 높이고 좋은 병원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

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거나 지루한 공간이 아닌 친근하고 체험적이고 활동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린이병동 생활가이드 튼튼이의 하루는 어린이들이 스티커 붙이기 

놀이를 통해 병원에서의 옳바른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칭찬스티커를 받으며 보호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통해 병에대해 이해하고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칭찬스티커를 다 받은 어린이는 책속의 튼튼이 

캐릭터 인형을 선물로 받으며 병원에대한 기억을 즐거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TeunTeun’s day_  Unlike adults, children need a unique medical service. And children’s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equipped with equipment and therapeutic 

environment that physically and mentally suit children. After visiting the children’s ward at the Korea University hospital, I felt the need to establish a fun children’s ward 

that angle towards young children to boost treatment effects and make a good impressio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sh for a familiar space that children are 

not afraid of and can play in. The ‘Teunteun’s Day’ sticker uses stickers for children to play with so that they are able to understand how to lead their day in a hospital. It 

also provides an atmosphere for parents to communicate with doctors to better understand the illness. Children who receive all the stickers are awarded with a character 

doll, providing them a fun experience at the hospital.

튼튼이의 하루 TeunTeun’s day 김효정 Hyo 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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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상

양(兩)변기 “서서쏴vs앉아쏴” 당신의 선택은?(화장실에서의 남녀간 갈등을 해소한다)_  남녀간 화장실에서의 갈등은 여러가지지만 그 중 하나는 소변문제이다.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문제는 많다 말 할 수 있다. 남성이 소변을 볼때 하루에 튀기는 소변양은 2300방울이며, 위생상 더럽고, 변기 주변에 튄 소변은 바로 닦지 않으면 찌린내가 나며 처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여성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남성들에게 소변을 앉아서 보도록 강요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아직도 서서 소변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하고 있다. 스스로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본다면 다행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요를 받고 구박을 받는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기에 남녀 모두 소변을 보고 불만이 없도록 남성전용 소변기로도 변하는 자동 청소와 자동 세척및 소독도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하여 남녀간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한다.

Toilet Bowl_  The number conflict men and women experience when using the bathroom is the toilet. This product was designed to provide a resolution to this conflict. 

The design easily transforms into a toilet for men and has an automatic cleaning and disinfection function to it.

양(兩)변기 "서서쏴vs앉아쏴" 당신의 선택은?(화장실에서의 남녀간 갈등을 해소한다) Toilet Bowl 이은호 Eun 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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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상부위에따라 변형가능한 들것 디자인_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운반하는데에 있어 환자의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따지의 황금시간의 응급처치는 매

우 중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자세를 유지시키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부상에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형태변형이 가능한 들것을 디자인하였다.

Flexible Stretcher Design_  It is crucial to immobilize patients when transporting them in emergency situations. This design allows users to change the stretcher to 

adapt to the situation.

환자의 부상부위에따라 변형가능한 들것 디자인 Flexible Stretcher Design  김태헌 Tae h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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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박스_  업무와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작은공간 안에서 자연의 휴식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작은 스피커 BIRD BOX 재생용 종이로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으로 휴대가가능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소리를 확

장시켜 크게 울려퍼질수 있게 해준다.

Bird Box_  The ‘Bird Box’ is a small speaker that allows us to rest within a small space. It is made of reusable paper and is small enough to carry around.

특허청장상

버드박스 Bird Box 김지연 Ji 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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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_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마네킹위에 바코드를 붙여 나타낸 것으로 UN의 제정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타인의 성매매, 성 착취, 장기절제, 강제노동, 노예생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무력, 기타 강압적인 방법 또는 납치, 사술, 기망, 권력이나 궁박 상태의 남용,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 제공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수송, 이전, 유치 또는 인신하는 행위를 말하며 매해 약 

2000만명이상이 인신매매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Humans are not Products_  Inputting a barcode to a mannequin, this poster aims to make us conscious of human trafficking. 

특허청장상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Humans are not Products 이수진 Su 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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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상

‘홍체인식 기반의 헬스 스마트렌즈’ 제안_  증강현실이 도입된 ‘홍체인식 기반의 헬스 스마트렌즈’ 웨어러블 기기를 제안한다. 홍채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색상과 크기 및 영양상태

에서 스트레스지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홍채진단을 통해 오랫동안 앓아온 만성질환과 과거의 질병, 미래에 찾아 올 수 있는 질병을 예측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진갈색의 눈동자가 많아

서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홍채를 통한 건강 진단을 할 경우 펜라이트를 비춰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홍채인식기반의 헬스 스마트렌즈를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즉시 건강정보를 제

공해준다면 한국인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신체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Iris Recognition Based Smart Lens_  This wearable design is a ‘Iris Recognition Based Smart Lens’ that has applied to it augmented reality. It measures our health 

through the color and size of the iris, nutritive condition and stress level. Also, iridodiagnosis also checks on chronic disease and previous disease diagnosis, and 

estimate disease that we may diagnose in the future. Koreans have dark brown pupils that make it difficult to check the iris with the naked eye. Hence, many times, we 

use a penlight when checking one’s health with the iris. Should this smart lens check our health status and provide the results immediately, Koreans would be able to 

better control their health.

'홍체인식 기반의 헬스 스마트렌즈' 제안 Iris Recognition Based Smart Lens  홍선민 Sun mi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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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복합_  “자연으로 힐링하자” 도시화와 고층빌딩화 현상에 따른 도시의 피폐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자연친화적 힐링 주거를 제안한다. 주거와 농업을 결합함으로써 세대간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 농사짓기를 통해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도시민들이 보다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sidence & Farm Complex_  “Let’s heal our souls through nature.” This design propose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residence that resolves the devastated 

atmosphere caused by urbanization and the building of high-rise buildings. Uniting residence and farm work, it resolves absence of communications amongst different 

generations and produce productive jobs. Watching, experiencing and enjoying farm work leads to a healthy life. And by emphasizing a community spirit, it allows urban 

residents to live a more valuable life.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주농복합 Residence & Farm Complex 김은경 Eun 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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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가방 Upcycle Design Bag 한지혜 Ji hae, HA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업사이클링 가방_  텍스타일디자인 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가죽은 본래 가지고 있는 소재의 장점과 주로 고가의 제품에 적용되면서 고급소재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가죽소재를 가공하거나 제품

화되기 위해 여러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업사이클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을 방문하여 재료를 수집한 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유기적인 선의 '겹'과 '결'을 모티

브로하여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콘셉트로 총5점의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작하였다. 이를통해 폐소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작방법과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Upcycle Design Bag_  Among the many materials used in textile design products, leather is considered as a luxurious material that is applied only to high cost products. 

However, leather must be processes many times until it is produced into a product. During the process, a lot of waste is produced and demands to upcycle such waste 

have risen. Using the waste collected from leather processing facilities and motivated by ‘layer’ and ‘surface,’ 5 upcycling bags were designed with a concept of ‘life 

harmonizing with nature.’ It also shows how to recycle waste materials to design upcycl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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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적립금 기부 프로젝트 [Unicef Grace Card]_  물건을 구입하고 적립을 잘 하지 않는 2-30대 남성들에게 제안하는 기부형 적립카드 Unicef Grace Card. 필요성을 못느끼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

에 하지 않았던 남자들의 적립! 그로인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는 아까운 포인트들을 이제 기부 라는 좋은 취지로 적립하자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신 커피 한잔이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달랠수 있는 소중한 물 한병

이 되고, 내가 먹은 빵 한조각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한끼 식사가 되고, 예뻐서 산 옷 한벌이 질병으로 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 전달됩니다. 단순한 적립 카드가 아닌 기아와 난민들을 돕는 은혜

로운 카드. Unicef Grace Card!

UNICEF Grace Card_  The UNICEF Grace Card is a donation loyalty card for men in their 20s and 30s who do not save up their points when they buy something. Men 

have not saved up points as they do not feel the need to do so and because of the negative reaction they face when doing so. The points that go down the pan can now 

be saved up for a good purpose: donation. The coffee that I drink may become a bottle of water for those in thirst, the bread that I eat can become a full meal for the 

hunger, and the fashionable clothes I buy become a protective coat that protect people from disease. The UNICEF Grade Card is not just a loyalty card but a charitable 

card that helps the hungry and refugees.

적립금 기부 프로젝트 [Unicef Grace Card] UNICEF Grace Card 손유석 Yoo soek,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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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Stone (회전, 경첩 반지) Hidden Stone 손지민 Ji min, S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Hidden Stone (회전, 경첩 반지)_  평소 보석이 들어간 반지가 부담스럽거나 상황과 옷의 스타일, 기분에 따라 주얼리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이다. 보석 자체가 회전이 가능한 반지와 반지에 

경첩을 달아 주어 열고 닫으면서 보석을 숨길 수도 있고 보여 줄 수도 있는 가변성을 주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얼리이다. 경첩 반지는 각각 45도와 180도로 열러서 열린 상태로 착용

하여 가드링과 투링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Hidden Stone_  This is a jewelry design for consumers that feel burdened when wearing jewelry around or have difficulties selecting the right jewelry that match their 

clothes or emotions. This jewelry allows its user to vary its design, rotating the jewel or hiding it within the attached hinges. The hinge opens in a 45 degree or 180 

degree. When worn it can either be used as a guard ring or two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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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행복한 성적표_  우리나라 청소년(15-19세) 자살충동의 이유로 성적과 진학문제가 과반수이상(53.4%)을 차지한다. 한국의 교육은 타인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분위

기이다. 문제의 원인은 교육주체가 성적을 인지하는 방식과 숫자로 구성된 성적표에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의 성적표는 숫자와 등수만 표기되어 있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량적 자료수집방법인 사용자 FGI를 통해 현재 교육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방해요소를 파악하였다.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디자인된 행복한 성적표는 학생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의 노력을 통한 변화를 성적표에 표현해주고 진로, 진학계획에 교육주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적표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성적표 디자인이라는 

작은 변화를 통해 교육주체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아가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Happy Report Card, Service Design to Resolve Education Issues_  The number one reason for suicide of teens (15-19 years of age) is their grades and college.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induces and over-competitive atmosphere. It is my belief that this problem derives from how educators recognize grades and the report card 

written in numbers. The current report card includes only grades and rankings, making it difficult for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a user FGI, a quantitative data gathering method, I observed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elements bothering communications. The designed report 

card allows parents to apprehend the entire school life of their child.  It expresses the changes made through the efforts of the child and allows subjects of education to 

take part in the child’s schooling. It also improves communications betwee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e small changes were designed to reduce the amount of 

stress that subject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provide a better education environment.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행복한 성적표 Happy Report Card, Service Design to Resolve Education Issues 김민혜 Min hy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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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Smart System for Pets 송성일 Sung il, SONG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애완동물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_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면 외출 시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애완동물을 걱정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이 있으나 알람에 맞추어 먹이만을 주는 형

태이거나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원하는 시간에 CALL기능을 부여해 애완동물을 급식기로 불러와 먹이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 중에도 애완동물을 상황을 볼 수 있고, 

애완동물 또한, 주인의 모습을 제품의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기능을 부여했다. 기존의 일반적이고 형이한 형태에서 벗어나 외형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집안 어느곳에 배치 할 

수 있도록 사각의 심플한 형태로, 피사용자(사람)와 애완동물의 감성적 만족을 위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이다.

Smart System for Pets_  Anyone with pets worries of their pets that they leave alone at home. There are many similar products already in the market. But most of them 

are limited to only feeding the pets according to the set alarm. This design included a call function that allows pet owners to call their pets to the feeding machine while 

checking on their 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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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폐광 문화를 캐는 광산으로 재생시키다_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석탄이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30.1%를 차지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석탄 채취의 경제성이 

떨어지며 자연히 폐광이 생기고 탄광도시의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태백폐광지역은 1988년까지만 해도 전국 석탄생산량의 73%를 담당, 국내 탄광근로자의 70%정도가 집결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없는 

탄광을 대량 조기폐광 조치하여 94년까지 강원도는 155개의 탄광이 폐광되면서 31,340명의 탄광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인구가 40%나 감소하였다. 탄광촌의 옛 모습 복원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유산일 것이다. 관광문화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회복이 예상된다.

Recapping Abandoned Mine Culture_  Coal was an important source, accounting for 30.1% of our energy source, in the 1960s and early 1970s when our economy 

began to grow. However, as economic feasibility of collecting coal continued to reduce, the number of abandoned mines increased constricting the economy of coal 

mining cities. Until 1988, Taebaek was responsible for 73% of the national coal production and more than 70% of coal mine workers gathered in this area. However, 

with the mass closing of abandoned mines, 155 coal mines in the Gangwondo area closed until 1994 and 31,340 coal mine workers lost their jobs resulting in a 40% loss 

of its residents. The restoration of the old coal-mining towns will definitely become an industrial heritage that will bring about sympathy. It will also create new jobs and 

contribute to boosting the local economy with the establishing of a tourism and cultural complex.

폐광 문화를 캐는 광산으로 재생시키다 
Recapping Abandoned Mine Culture 정병구 Byung k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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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의 세계화 및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Package Design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김은선 Eun seon, KIM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한약산업의 세계화 및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_  정상과 이상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진료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한방산업에 대한 국

제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방산업은 세계 의료시장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정부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한방의 효능을 널리 알리며 세계화, 과학화, 표준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약은 한방산업의 핵심으로 전통 한약재의 성분을 규격화, 표준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편리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화를 위한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한약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 및 편리성을 높이며 한약의 가치 창출 및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Package Design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_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has gre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edical market, creating high added value. This package design was designed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nd vitalize value cre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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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렉스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상품광고포스터 디자인_  비록 현재 국내 여건이 콘돔을 광고하기란 쉽지 않지만, 재밌고, 기발한 듀렉스 콘돔의 광고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돔에 대한 인식을 부드럽고, 친

근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접근.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땐, 듀렉스를 기억하라! 여기서 빠지다라는 의미는 소비자의 경험치에 근거한 중의적 수사법으로 표현하였다. 게쉬탈트 형태적 접근법으로 제품의 직접적인 

표현에 따른 시각적 소구가 아니더라도 콘돔이 연상되도록 하고 그것이 듀렉스로 이어지게끔 표현한 포스터 디자인으로 자극성을 피하고, 기존의 콘돔 사실 지향성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이 

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Poster Design to Improve the Brand Image of Durex_  It is not easy to promote condoms in Korea. But by designing a fun and unique condom ad, this poster design 

strives to change our thoughts and approach on condoms.

듀렉스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상품광고포스터 디자인 
Poster Design to Improve the Brand Image of Durex 이동준 Dong 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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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1020 여성들의 산부인과 문턱 낮추기 서비스 'HIGH:DY' 
‘HIGH: DY’ Obstetrics Service for Women in Their 10s and 20s 오민지 Min ji, OH

1020 여성들의 산부인과 문턱 낮추기 서비스 ‘HIGH:DY’_  오늘날 1020세대 여성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방문을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1020세대 여성들의 여성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과 같은 자궁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궁경부암은 15세~34세의 여성의 암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고 정기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여 1020세대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HIGH:DY’ 서비스

를 제안한다. 본 서비스는 1020세대 여성들에게 여성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회원제와 제휴병원의 예약서비스를 돕는다. 이를 통해 여성 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료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병원 방문을 이

끈다. 또한 특별회원제를 통해 산부인과에 자신들도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주어 그들에게 방문의 당당함을 제공한다. 이 특별회원제는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HIGH: DY’ Obstetrics Service for Women in Their 10s and 20s_  Due to lack of knowledge of obstetrics and social awareness,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have a 

tendency to avoid seeing obstetricians, leading to an increase in female disease. The ‘HIGH:DY’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on female diseases as well as appointment 

services with affiliated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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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청소기 쓰레받이_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이에 담을 시 작은 먼지들은 담기지 않아 청소를 한 후 남아있는 먼지를 따로 처리해야 하므로 두번 손이 가며 위생적이지 않음으로 청소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음. 미니 

청소기를 결합하여 깨끗한 청소환경이 되도록 하며 간편한 작동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위생적인 제품과 세척이 용이하게 하여 한번에 간편하고 깨끗한 청소를 할 수 있음.

Dustpan_  ‘Dustpan’ has attached to it a mini vacuum cleaner that enables to clean their environment in a simple manner. It is also easy to clean.

청소기 쓰레받이 Dustpan 홍희정 Hee jun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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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문화 휴게 공간 Natural Cultural Space 김민선 Min sun, KIM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천연 문화 휴게 공간_  트렌디한 거리로 손꼽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방문객 수의 반 이상을 20-30대 여성들이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화 되고,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여자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가장 트렌디한 거리에 요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천연 제품들을 체험하고 만들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천연 문화 휴게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Natural Cultural Space_  More than 50% of visitors to Garosugil Road in Sinsa-dong, considered as one of the trendiest places in Seoul, are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ough it has become a brand, because of its gradual commercialization, there are not many places where women can enjoy a cultural life and/or rest. This design 

proposes a natural cultural space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and make organic products and/or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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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의 자동차 부품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_  자동차 튜닝분야에서 해외 선진국은 자동차 분야 중 별도의 산업으로 국가별 10~2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산업으로 발전한 반면, 우리나

라는 지난 40년 동안 불모지인 자동차 튜닝분야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을 얻어 첨단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규시장으로 성장

할 전망이다. 이에 착안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자동차 튜닝분야 제품들의 낙후된 패키지를 보완함으로써 제품 보호 수준을 넘어 자동차 애프터마켓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Study on Automobile tuning and Package Design for Automobile Parts in the After Market_  The automobile tuning industry is considered as a separate industry in 

advanced countries, with a market of 1-2 trillion Korean won. And the tuning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into a new market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is design complements the old packaging designs of tuning product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ftermarket companies.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의 자동차 부품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Automobile tuning and Package Design for Automobile Parts in the After Market 용진경 Jin kyu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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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함께하는 한 해 (캘리그래피 캘린더) Spending a Year with Hangeul 성신애 Seen ae, SUNG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우리 말과 함께하는 한 해 (캘리그래피 캘린더)_  외국어와 외래어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한글을 기억하는 한 해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Spending a Year with Hangeul_  This calendar was designed to have us remember Hangeul that has not been able to come to light due to the foreign languages used 

in our everyday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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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절망_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최근에 발생한 오염수 유출사건이 시간이 지나 우리 식생활과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 외, 내부 피폭으로 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유증과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Despair_  By directly expressing the changes of our physical body, external and internal, from exposure to radiation, this design shows the effects of how our food life 

and health may change due to the current leak of contaminated water after the 2011 Fukushima nuclear incident. The design aims to alert the public of the aftereffects of 

the Fukushima nuclear incident and the danger of radioactivity.

절망 Despair 박정수 Jung s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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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스토모 STOMO 오민지 Min ji, OH

스토모_  STOMO는 업사이클링하여 제작된 화분입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STOMO는 

단순히 제품의 완충재로 쓰이고 버려지던 스티로폼에 주목하여 각 스티로폼이 가진 재미난 형태들을 재조명하여 탄생한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제품의 포장만을 위한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자체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켜주고자 했습니다.

STOMO_  STOMO is an upcycled flowerpot. Upcycling is a design procedure where one uses waste materials or adds value to waste materials to produce a new product. 

STOMO focused on styrofoam used as buffer material. It sheds new light to the fun shapes of each styrofoam to produce a new upcycled product. By increasing the 

value of the Styrofoam itself, the product strived to rebirth it into a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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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사용자의 쇼핑 및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제안_  1.작품설명 대형할인 마트 이용시 쇼핑중 구입한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하고 물건이 많아 어림잡아 계산할 때,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 물

건의 위치 찾기의 문제점들을 모바일 카트 앱을 이용하여 해결하여, 앞으로 더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다. 2.주요기능 장바구니 - 구입한 물건들을 볼수있고 총 구입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물건찾기 - 

구입할 물건이 어디있는지 모를 때 위치 검색을 하여 길을 알려준다. 사용자정보 - 사용자의 구입한 물건 리스트와 배달 장소의 정보를 통해 마트에서 배달해준다. 3.기대효과 인터넷 쇼핑과 달리 쇼핑할 때의 즐

거움은 유지되며 빠른 계산과 시간을 절약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보이고, 마트 시장 경제가 발달 되고, 사용자들의 구입한 물건들을 택배서비스로 배달 되기 때문에 택배시장의 경제도 발달 될 

것으로 보인다. 

Mobile Commerce Service_  ‘Mobile Commerce Service’ is designed to provide a more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 It includes various functions including a 

shopping cart where one can estimate his/her total shopping amount, finding items, and delivery service. Unlike internet shopping, users can still enjoy shopping but 

save time and money, bringing about great satisfaction and a boost to the economy.

사용자의 쇼핑 및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제안 
Mobile Commerce Service 김동하 Dong h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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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상

이불 청결 기계_  우리는 항상 이불과 함께 잠이 들 것이다. 이불은 우리들의 피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청결이 매우 중요한 제품이다. 하여 자고 일어나면 필수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불먼지 제거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먼지가 실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불을 털곤 한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 내렸갔다 올라왔다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베란다에서 몸을 밖으로 내밀어 터는 아슬아

슬한 행위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 이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이불의 크기과 무게 때문에 다루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이 제품은 베란다 빨래 걸이에 이불을 걸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계가 지나가면서 이불 속

의 먼지를 흡입, 스팀으로 섬유살균까지 도와준다. 베란다 난간에서 힘들여 털지 않고도 이불을 청결하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이 될 것이다.

Blanket Cleaning Machine_  We always fall asleep with our blankets. As blankets directly touch our skin, cleanlin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blankets. This 

machine was designed to hang blankets on drying racks, absorbing dust and even sterilizing it.

이불 청결 기계 Blanket Cleaning Machine 이은지 Eun j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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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상

K-FOOD 세계화를 고려한 한국 즉석식품 패키지디자인 연구_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의 음식에도 많은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자 ‘K-FOOD’의 통합 브랜드를 통한 

한국식품의 브랜드확장과 다양한 flavor별 즉석식품 컨셉으로 세계인들에 한국의 맛있는 음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Packaging Design for Korean Instant Food_  The Hallyu Wave has brought about an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foo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ackage 

was designed to provide foreigners an opportunity to try Korean food under a concept for instant food.

K-FOOD 세계화를 고려한 한국 즉석식품 패키지디자인 연구 Packaging Design for Korean Instant Food 강재도 Jea d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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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상

경기복지재단 홍보 캐릭터디자인 ‘돔이, 줌이, 봄이’_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자, 다가올 미래에 중장기적 사업인 실버, 다문화, 아동 등의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이 복지 재단은 당연히 국민에게 친근히 다가가야 하므로, 본 캐릭터를 디자인 제안하고자 한다. 캐릭터는 돔이, 봄이, 줌이이며 크게 돌보아준다는 기본 키워드에 맞게 작명하고 로고에서 파생

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디자인하였다.

‘Domi, Jumi, Bomi’ Characters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_  Th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is a public institute responsible for the welfare culture of 

Gyeonggi-do. For a friendlier approach to its residence, the Foundation designed ‘Domi, Jumi and Bomi’ characters.

경기복지재단 홍보 캐릭터디자인 '돔이, 줌이, 봄이'
 ‘Domi, Jumi, Bomi’ Characters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정에스더 Esther,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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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_  열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볼륨감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Fruits_  This jewelry design emphasizes the volume with its fruit image.

열매 Fruits 이혜진 Hye 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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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상생형 재능기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Talent Donation Application Service for Long-Term Inpatients 박원석 Won sok, PARK

한국무역협회회장상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상생형 재능기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_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의 반복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무기력함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됩니

다. 현대의학에서는 장기입원자들에게 여가 시간을 통하여 개인적인 성취도를 높여 만족도를 높이고자하지만 이 부분을 병원만의 인력으로는 감당할수 없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외부에

서 내부로 진입하는 일방향적인 서비스가아닌 환자가 환자에게 서로의 재능을 기부하고 나아가 동아리로 발전하여 여가생활을 함께 구축하는 양방향성 소통이 이루어 진다면 어떨까요? 병원내 인력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부재를 해결하고 나아가 병원내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혁신을 위하여 병아리 (병원 + 동아리)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합니다.

Talent Donation Application Service for Long-Term Inpatients_  Long-term hospitalization brings both physical and mental torpor due to the simple everyday life one 

experiences. Though hospitals today strive to meet the needs of its long-term patients, it is still difficult to do so with only their own personnel. But what if patients were 

able to donate their talents to create clubs and establish a two way communications service for everyone to enjoy? This application is a new innovative brand that will 

resolve the absence of service due to lack of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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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휴대용 무접점 충전기 디자인_  본 디자인개발은 확대되어 가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접점으로 충전 스마트 기기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무선충전기 상품들의 문제점은 ABS 

및 금속 등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떨어트려 졌을 때 내구성이 약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무접점으로 충전은 가능하지만 기기의 전원코드선이 별도로 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에 휴대성에 문제 제기 되

어왔다. 본 상품 개발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과 기능을 부여하여 시장에 출시하고자 한다. ■ 디자인 KEYWORD 무접점 충 /전원선 수 /실리콘 소재/휴대 용이 ■ 디자인 특징 

-일반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경우 상품의 미끄러움 방지 및 진동 등의 소음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을 적용 -상품 사출물의 안쪽 공간을 확보하여 전원 전선이 수납되도록 하여 출장 및 외출 시 

가방 등에 넣어서 휴대하기 편리 - 형태변형이 다소 자유로운 실리콘 재질을 활용하여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고장방지 -둥근 원형으로 디자인 되어 충전 패드에 정확히 놓여 지지 않아도 편안하게 충전이 가능하도

록 기술적 기능을 보완 

Portable Static Charger_  This design was developed to propose a static smart device charger to respond to the expanding market on smartphone wireless chargers. 

This design supplements the faults of already existing products with its design and functions.  The charger was produced using silicon to prevent the phone from slipping 

or making any noise.

KOTRA사장상

휴대용 무접점 충전기 디자인 Portable Static Charger 김윤희 Yun 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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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KOTRA사장상

비닐피복기 농기구 디자인_  주말농장의 증가로 인해 한 가정내에서 직접 재배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드에 맞추어 현재 나와있는 비닐피복기보다 더 편리하고 기능이 부가되면서도 보다 세련된 

디자인을 제안한다. 특히 2인이 사용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부가적인 컨셉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자 위의 디자인을 제안하며 좀 더 편리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

다.

Farming Design_  Responding to the new trend of weekend farms, this product was designed to upgrade the already existing products with additional functions. Its 

design enables efficiency when working.

비닐피복기 농기구 디자인 Farming Design 송영근 Young ge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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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KOTRA사장상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편리한 공구세트_  가장 편한한 공간인 집을 쉽게 수리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패키지 디자인

Convenient Tool Set for All_  This tool set enables users to fix their product at home at ease. And the package was designed in a friendlier manner.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편리한 공구세트 Convenient Tool Set for All 장유영 You you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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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KOTRA사장상

조금_  소금의 글자와 소금을 조금 담은 숟가락을 합성하여 조금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메시지를 표현하였습니다.

Jogeum (A Little)_  The poster synthesizes the Korean vocabulary for salt and that of a little.

조금 Jogeum (A Little) 고딘군 Din gu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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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KOTRA사장상

느낌은동일합니다 시각대신촉각으로_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익광고

Touching not Seeing_  This is a public campaign design to encourag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느낌은동일합니다 시각대신촉각으로 Touching not Seeing 김유진 You 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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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리바이스와 락 Levis and Rock 이성우 Sung woo, LEE

KOTRA사장상

리바이스와 락_  리바이스 광고 포스터로 리바이스가 추구하는 슬로건인 미국식의 자유로움과 젊음,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기타위에 청바지를 입히고 물감을 칠해 리바이스의 느낌을 포스터로 표현하였습니다.

Levis and Rock_  This is a Levis advertisement poster that painted over the keyword expressed on jeans to give a sense of L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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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작품

KOTRA사장상

과거로의 여행_  식탁용품_ 예전의 한국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의 부분 부분을 이미지화 하여 제작한 식탁용품으로 흙과 돌로 이루어진 돌담의 이미지를 주 테마로 하여 장독대가 있는 마당, 가마솥이 

있는 부엌, 긴 돌담, 절구 등의 서정적인 풍경을 형상화하였다. 주 재료는 물푸레나무(탄화목재) 및 일반 물푸레나무와 단풍나무, 장미목 등, 목재의 채도대비를 통한 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장미목의 색

채를 이용한 장독, 탄화목재의 짙은 색상을 활용한 절구통 등의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풍경의 이미지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였다. 

Traveling to the Past_  Table Goods_ These are table goods that were designed imagining parts from sceneries that we once were able to witness in the farm villages 

of Korea in the past. It uses images of stone walls made of soil and stones embodying the yard with crocks, kitchens with cauldrons, long stone walls, and large mortar. 

The main materials used, including ash tree, maple tree and rosales, maximized the effects of the stone walls with chromatic contrasts of the wooden materials. Using 

the designs of crocks painted in the color of the rosales and mortars of the dark colors of ash trees, I designed the traditional sceneries of Korea into a cultural product.

과거로의 여행-식탁용품 Traveling to the Past – Table Goods 김재연 Jae 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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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현대인의 생활도우미 감성 조명장  Emotional Lighting 이민지 Min ji, LEE

얇은 가정용 자동제어기 Slim Automatic Controller for Homes 남원철 Woncheol,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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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51 WS-51 황인환 In hwan, HWANG

아이드롭즈 Eye Drops 이은영 Eun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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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오래가는 냄비 Long-Lasting Pots 이희송 Hee song, LEE

가마 레인지 Cauldron Stove 전혜진 Hye jin,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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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 삽 디자인 Ergonomic Shovel Design 국윤미 Yun mi, KUK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섬(도서지역)에 설치할 ‘자가전력발전기’ 
‘Self-Power Generators’ for Islands with No Electricity 문현우 Hyen woo,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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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클립 데스크 Clip Desk 김주규 Joo kyu, KIM

초등 스마트 교실을 위한 책상 의자 시스템 디자인 Smart Desk Design for Elementary Students 안유진 You jin,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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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마이너스 Plus Minus 정유진 Yu jin, CHUNG

휴대용 조끼 링거 Portable IV 한지선 Ji s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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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스냅픽 Snap-Pack 박승조 Seung jo, PARK건축비계 시스템 ‘Scaffold Architecture System’ 박범상 Bum sang, PARK

스마트 카트 Smart Cart 김명규 Myong 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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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e - 빙판길 얼음을 깨다 Brice 국진영 Jin young, KOOK

슬롯 블라인드 Slot Blinds 민윤경 Yoon kyung,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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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E.M.S (편리한,멀티,시스템) EMS 여근호 Kun ho, YEO

 못가락 Nail Puller 유재도 Jae do,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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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위한 구명조끼 Life Vests for Infants 이인서 In seo, LEE

동력에너지를 이용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Folding Electric Bicycle 이샘 Sea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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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분리형 인덕션 전기레인지 Separable Induction Electric Stove 오주희 Ju hee, OH

텀블러형 미니멀 버너 Tumbler-Type Minimal Burner 박상조 Sang j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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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Hedgehog 변수빈 Sue bin, BYUN

피난용 계단 이송 의자로 변형되는 휠체어 Wheelchair that Changes into a Transferring Chair for Evacuation 김슬민 Seul 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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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비닐꽂는 도마 Cutting Board that Attracts Scales 손유주 You joo, SON

다기능 안전삼각경광봉 Multi-purpose Safety Light 김효정 Hyo 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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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를 위한 청소카트 Cleaning Car for the Cleaning Crew 노유미 Yu mi, NOH

트레이스 Trace 황인식 In sik,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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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Enviro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게르형 대피소 Ger Shelter 김성호 Sung ho, KIM

1인 노인들을 위한 조립식 가구디자인 Self-assembling Furniture Design for Single Households of the Elders 문현우 Hyen woo,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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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호식품의 패키지디자인 연구개발 Package Design for Emergency Relief Food 강재도 Jea do, KANG

 건강생활에 몸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 제거하는 홈 디톡스 라이프 주방 가전 패키지 디자인 연구 
Packaging Design for Home Detox Life Kitchen Appliances 김성은 Sung eun, KIM

Specially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특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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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Solo Economy(1인경제)에 따른 소포장과 간편건강식을 위한 글로벌 한식 패키지디자인 
Global Korean Food Package Design for Solo Economy 이석준 Seok Jun, LEE

에코화장품 패키지 Eco-friendly Cosmetics Package Design 유진주 Jin jo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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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용품 Camping Supplies 신유석 Yoo seok, SHIN

골든키즈 부모를 타겟으로한 제주 프리미엄 아동갈옷 브랜드및 패키지 디자인 
Jeju Premiun Garot Clothing Brand and Package Design for Children 허기봉 Gi bong,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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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오디오기기 패키지 디자인연구 Premium Audio Package Design 진상민 Sang min, JIN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외국인 템플스테이 패키지 Templestay Package for Foreigners 송예미 Yea mi,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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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c - The Everlasting Beauty
Korean Chic - The Everlasting Beauty 이은경 Eun kyung, LEE  

동양적 문양을 이용한 홈데코레에션 디자인
Home Decoration Design with Oriental Patterns 안소윤 So yun, AN

Specially Selected Works /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특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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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프리덤 Freedom 김희숙 Hee sook, KIM

함평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포스터 
PR Poster for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이승환 Seung 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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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오 치실 Perio Dental Floss 이재현 Jae hyun, LEE

맥주의 왕국(KINGDOM OF BEER) Kingdom of Beer 박형준 Hyung j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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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진로교육정보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디바이스기반 진로상담 정보시스템디자인 제안 
Smart Devise Based Counseling Information System Design 

김병완 Byung wan, KIM

한국환경공단의 주요업무를 홍보하기 위한 캘린더 디자인 
Calendar Design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조미소 Mi s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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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뉴트라전립소 쏘팔메토 CJ Nutra Prostate Sawpalmetto 하성수 Sung su, HA

이리저리 떠다니는 우리의 안전 도착지는? 
Where is our Safe Destination? 전용석 Yong seok,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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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공익광고 Public Campaign 심예지 Yea ji, SHIM

수리수리 마수리 얍! Hocus Pocus! 김민정 Min 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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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Pocari Sweat 진영 Jin Young

국민의식개혁 캠페인운동을 위한 한글로 만든 프로모션디자인 
Hangeul Promotion Design for a Campaign to Reform National Consciousness

 김일관 Il k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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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과속 = 죽음 Speeding = Death 김동혁 Dong hyuk, KIM

당신의 자동차 Your Car 주윤종 Yoon jong,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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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식탐 Dokdo Gluttony 박은경 Eun kyung, PARK

2015 WWF 캘린더 2015 WWF Calendar 김민지 Min j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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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마음의 온도 Mental Temperature 김광호 Gwang ho, KIM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송다은 Da e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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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박카스 The Resting Area, Bacchus 장재룡 Jae ryoung, JANG

단 하나의 털도 남길 수 없다! Don’t Leave any Fur! 최보윤 Bo 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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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오늘, 당신이 버린 '숲'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How Tall is the ‘Forest’ that you Disposed Today? 임은지 Eun ji, LIM

안전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Safety is not Disposable 장훈 H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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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micro 에서 시작되다.’ ‘Architecture Begins from Emicro’ 주지영 Ji young, JOO

2015 WWF 캘린더 2015 WWF Calendar 박도희 Do he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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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동물들의 지상낙원 에버랜드 캘린더 디자인 Everland Calendar Design 이혜선 Hye seon, LEE

자연을 지켜주세요 Please Protect the Nature 최물결 Mool gyeol,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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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지활용 독려 공익광고 포스터 Public Campaign Poster to Encourage the Use of Reusable Paper 김준우 June woo, KIM

점자로 보는 명화 속 이야기 Experiencing Films with Braille 심인보 In bo, SHIM



116

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캡틴의 영웅 The Hero of the Captain 최다미 Da mi, CHOI

우리는 실증나면 버리는 인형이 아니랍니다. 
We are not Disposable Dolls 김규리 Kyu lee, KIM



11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컨버스 캘린더 디자인 Converse Calendar Design 김윤주 Yun ju, KIM

bosch드릴 광고포스터 Bosche Drill Poster 노세현 Se hyun, NOH



118

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엄마, 나 터질것 같아요! Mom I think I’m going to Burst! 윤진혁 Jin hyuck, YOON

LG트롬 세탁기 인쇄광고 LG Tromm Washing Machine Advertisement 안민규 Min kyu, AHN

매일매일 새옷처럼 As if Wearing New Clothes Everyday 이수민 Su min, LEE



11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을 때마다 새로운 옷 섬유염색제 ‘리트다이’ 광고
 ‘Ritday’ Ad Design 정현욱 Hyun uk, JEONG

잘못된 선택 Wrongful Selection 이수빈 Su bin, LEE

안전선지키기 Keeping the Safety Line 조준섭 Jun seop, CHO



120

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해피빈 나눔의 상자 Happybean Sharing Box 박성우 Sung woo PARK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시스템 제안 
Application & Service System for the Deaf 윤소영 So yeong, YOON



12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Specially Selected Works /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특선 작품

동양의 빛 Light of the East 정건용 Gen Young, JEOUNG

세이프 홈 Safe Home 신정혜 Jung hei, SHIN



122

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크래프트 콤바인 캔들 홀더 Craft Combined Candle Holder 이기용 Gi yong, LEE

단청+smart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 Smart 이창현 Chang hyun, LEE



12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손바닥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the Hand 최소담 So dam, CHOI



124

특선 작품
Specially Selected Works / Service Design

헌혈 증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N스크린 기반 헌혈서비스 제안 
N-Screen Based Blood Donation Service 조아란 A ran, CHO

출 퇴근길 지하철 실내 혼잡도 개선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 to Improve the Crowd of Subways Going and Coming Back from Work 이현철 Hyeon cheol, LEE



12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소셜 큐레이션 기반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Social Curation based Websites& Application Services to Promote Local Food 황은상 Eun sang, HWAN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리뉴얼 디자인 Renewal of Health Exhibition Results Papers for Infants 이혜연 Hye yeon, LEE







128

기브앤테이크 Give and Take 심하은 Ha eun, SHIM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풋탭 Foot Tap 이나은 Na eun, LEE



12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쇼핑리스트가 결합된 비닐손잡이 Grocery Bag + Shopping List 박상조 Sang jo, PARK반지름 측정 도구 Measuring Radius Tool 오민지 Min ji, OH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당 테이블 스팀청소기 Table Steam Cleaner 이기현 Ki hyeon, LEE



130

구조벤치 Rescue Bench 배빛나 Bich na, BAE

굴뚝 Chimney 장유경 You gyeong, JANG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13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가정용전기토치 Household Electric Torch 배예나 Ye na, BAE

커버내장 우산 Umbrella with Covers 한기윤 Ki yoon, HAN



13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자전거 네비게이션 Bicycle Navigation 권이린 Ee rin, GWON

음이온 스마트 화분 Anion Smart Vase 박수민 Su min, PARK



13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응급타이어 Emergency Tires 최미정 Mi jung, CHOI

공기청정 블라인드 Air Cleaning Blind 한지선 Ji sun, HAN



13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올인원 - 테블렛탑 All-in-One – Tablet Top 강동언 Dong eon, KANG

환자및 노약자를 위한 침대형 휠체어 Bed-type Wheelchair 원효선 Hyo sun, WON



13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신선도 측정 기기 Freshness Measuring Tool 최윤범 Yun bum, CHOI

도시 양봉가를 위한 디지털 양봉통 Digital Beehive 이선주 Seon ju, LEE



13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사용자를 위한 하차벨 시스템 Bus Stop System 김은경 Eun kyung, KIM

인아웃도어 빔스피커 In- and Outdoor Beam Speaker 신수정 Su jeong, SHIN냉온 커피 머신기 Coffee Machine 강진욱 Jin wook, KANG



13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발 신발 선풍기 Fan for the Feet & Shoes 안용태 Yong tae, AHN

노약자를 위한 전기 자전거 Electric Bicycles for Senior Citizens 김진성 Jin sung, KIM



13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잠+잠 Sleep + Sleep 김하은 Ha eun, KIM

근미래 새로운형태의 리프트식 전동 휠체어 디자인 Lift-type Automatic Wheelchair 최연구 Yeon koo, CHOI



13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방사능 피폭시 응급처치기 First Aid Kit when Exposed to Radiation 
홍영빈 Young bin, HONG

누보 Nouveau 오민지 Min ji, OH



14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해변가 태양열을 활용한 공공충전기 Public Charger Using Solar Energy 황인선 In seon, HWANG

핸드볼브 Hand-Valve 정진실 Jin sil, JUNG



14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스노우 체인이 내재된 기능성 휠 Hidden Spider 심재권 Jae gwon, SIM

자연방울 (내추럴 워터 퓨리파이어) Natural Drops (Natural Water Purifier) HONDANOZOMI



14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치매예방을 위한 한국형 보드게임 Korean Board Games that Prevent Alzheimer 김영광 Young gwang, KIM

지레이져 Grazor 서진석 Jin seok, SEO



14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폴딩 핸드프레소 Folding Handpresso 오예린 Ye rin, OH

헬시 휠체어 Healthy Wheelchair 현성민 Seong min, HYEON



14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리필형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정수진 Su jin, JUNG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정수기 Transparent Water Purifier 김철웅 Cheol woong, KIM



14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내 손안의 커피머신 Coffee Machine in My Hands 염정환 Jeong hwan, YEOM

스탠드 옷걸이 무드등 Stand Hanger & Emotion Lights 정승우 Seoung woo, JEONG



14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트라이앵글 스피커 Triangle Speaker 배인영 In young, BAE

홈 네트워크 허브 오디오 Home Network Hub Audio 김정현 Jung hyun, KIM



14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Food Waste Disposal Unit 황상욱 Sang wook, HWANG

약 리더기 Medicine Reader 원미애 Mi ae, WON



14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roduct Design

환자를 위한 휴대용 변기 Portable Toilet for Patients 홍희정 Hee jung, HONG

슬라이드 식기세척기 Sliding Dish Washer 도우현 Woo hyun, DO



14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장구-하이브리드 윈드터빈 녹조제거기 Hybrid Wind Turban Algae Remover 윤종태 Jong tae, Yoon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쇼핑카트 Shopping Cart for Wheelchair Users
임재강 Jae gang, LIM

시각장애인을 위한 초음파 지팡이 Ultrasound Crane for the Deaf 이현민 Hyun min, LEE



15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Enviroment Design

젠가 피트니스센터 Zen Fitness Center 김희석 Hee seok, KIM

어포던스 벤치 Affordance Bench 함노명 No myeong, HAM



15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태양열 동력의 모바일 충전/공공 정보 키오스크 Mobile Charger / Public Information Kiosk using Solar Power 최재광 Jae gwang, CHOI

Dynamic Healing Dynamic Healing 한승창 Seung chang, HAN



15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Enviroment Design

에코톤 Eco-Tone 김무갑 Moo gab, KIM

소화기,응급키트가 내장되있는 빕상삼각대로 변형 가능한 펜스 Flexible Fence with Fire Extinguisher & Emergency Kit 박만재 Man jae, PARK



15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주거공간 Residence for Old Couples Offering Agritainment 이유림 You rim, LEE

물방울 공원 Dropul Park 이예린 Ye rin, LEE



15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레져스포츠의 활성화! 아이스클라이밍 용품의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연구
Brand Packaging Design for Ice Climbing 차일권 Il kwon, CHA

특수애완동물을 위한 영양사료 패키지디자인
Nutrition Packaging Design for Rare Pets 유가연 Ga yeon, YOO



15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환경과 피부를 생각한 유기농 천연 화장품
Organic Cosmetics for the Environment and Skin 유미경 Mee kyung, YU

중국발 미세먼지와 사계절 유해먼지 차단을 위한 자연청정 워터워싱 시스템 공기청정기 포장디자인 연구
Packaging Design for Natural Water Washing System 황용하 Yong Ha, HWANG



15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각양각색 아이들 성향을위한 '맞춤형 Solver Toy' 패키지 디자인 연구 
‘Customer-oriented Solver Toy’ Package Design for Children 권태영 Tae young, KWON

주방용품의 해외수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패키지디자인 
Eco-Friendly Package Design to Vitalize Export of Kitchen Appliances 

이주환 Ju hwan, LEE

아코디언 Accordion 김정대 Jeong dae, KIM



15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비오는 날 패션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적인 당신을 위한 유니크 패셔니스타 우산패키지디자인 제안 
Unique Fashionista Umbrella Package Design 김설희 Seol hui, KIM

국내산 젓갈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Package Design for Korean Salted Seafood 김태연 Tae yeon, KIM



15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 자연그대로의 맛, 유기농과자 패키지디자인 연구 Organic Snacks Package Design 박경아 Kyeong ah, PARK

리얼파머스 Real Farmers 이래영 Rae young, LEE



15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한식 전통 장류 패키지 Package Design for Traditional Korean Sauces 김은애 Eun ae, KIM

천연 헤어 케어 용품 셀라이트 Organic Haircare Product 이진겸 Jin gyeom, LEE



16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Package Design

한국전통악세사리패키지 다미한 ‘Damihan’ Packaging Design for Traditional Korean Accessories 이다경 Da kyung, LEE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 패키지 디자인 제안 Package Design for the Education of Hangeul 김민경 Min kyung, KIM



16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 Selected Works
입선 작품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표재연 Jae yeon, PYO

아름다운 삶 Picturesque Life 김형주 Hyung joo, KIM



16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핸드 위빙을 이용한 커스터마이즈드(customized)스카프 Hand-woven Customized Scarf 최진아 Jin a, CHOE

모던 지오메트리 인 자카드 위빙 Modern Geometry in Jacquard Weaving 김효진 Hyo jin, KIM



16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완충용제품보호 패키지 Product Protecting Package 김수연 Soo yeon, KIM

세련된 염색(데님과 시폰의 만남) Dying 조아라 A ra, JO



16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사라져 가는 자연美 The Withering Nature 박수현 Soo hyun, PARK

미술심리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응용한 패턴개발
]attern Design Using Techniques of Art Psychotherapy LISHUN



16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Visual Design / Selected Works
입선 작품

한글포스터 #12 Hangeul Poster #12 지명구 Brian M. CHEE

빠른생활 Speedy Life 조성원 Sung won, CHO



16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베이글 자전거와 함께 떠나는 보드게임 여행
Board Game Trip with Bagel Bicycle 윤수민 Soo min, YOUN

추억의 맛 Recollection 정찬환 Chan hwan, CHUNG



16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현대인의 필수영양제 Essential Nutrients for Contemporary People 전지은 Ji eun, JUN

포스터 Poster 김지수 Ji su, KIM



16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것츠 GUTS 박승조 Seung jo, PARK

뽑으면! 되돌아옵니다. Pull it Out and it will Return! 차일권 Il kwon, CHA



16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코카콜라 Coca Cola 손혜진 Hye jin, SON

광고 디자인 Ad Design 유해영 Hye young, YOO



17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sk2 싸인즈너리싱크림 광고 SK2 
Signs Nourishing Cream Advertisement 김가윤 Ka yun, KIM

반려동물보호포스터 Poster on Animal Companion Protection 김의석 Eui seok, KIM



17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PYL(Premium Unique Lifestyle) 디저트 브로슈어 PYL (Premium Unique Lifestyle) 
Dessert Brochure 주희 Joo hee

희망! 대한민국 Hope! Korea! 박견식 kyeon sik, PARK



17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제 40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40th Boseong Green Tea Festival 김가이 ga e, KIM

national geographic 캘린더 디자인 National Geographic Calendar Design 박슬동예 Seul dong ye, PARK



17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베스킨과 함께 두둥실~ Flying off with Baskin 변수진 Soo jin, BYEON

바다가 우리가 남긴 것 What the Ocean Left Us 박성준 Sung jun, PARK



17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Daegu International Body Painting Festival 김유진 You jin, KIM

코카콜라와 함께 2018 평창 
Coca Cola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민소희 So hee, MIN



17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sword sword 조혜정 Hye jeong, JO

2014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인디축제 포스터 
2014 Strawberry Extreme Indie Festival Poster 한정훈 Jung hun, HAN



17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자연환경의 파괴는 인류멸망의 핵폰탄입니다.
Destruction of Nature is a Nuclear Bomb to Mankind 전예나 Ye na, JEON

제 3회 어린이와우북 페스티벌 포스터 제안
3rd Children’s Wow Book Festival Poster 박예나 Ye na, PARK



17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5 울산광역시 캘린더 2015 Ulsan Calendar 장서윤 Seo yoon, JANG

줄어드는 출산율, 외로운 우리의 아이들 Low Birthrate & Lonely Children 길준우 Joon woo, KIL



17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한국 출산장려 포스터 Birth Encouragement Poster 김온유 On you, KIM

2014 파버카스텔 캘린더 2014 Faber-Castell Calendar 우수현 Su hyun, WOO



17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생활쓰레기 제로 만들기 No Residential Wastes 이한별 Han byeol, LEE

패션 몬스터- 부산 패션 위크 Fashion Monster – Busan Fashion Week SU MYAT WIN



18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순 우리말 캘린더 Hangeul Calendar 유예지 Ye ji, YU

smart한 헛똑똑이 Smart Sharp Spoon 김수지 Su jee, KIM



18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기념 캘린더 2015 Canada Female WorldCup Calendar 김준후 Jason, Kim

쓰레기 Waste 김드림 Dream, KIM



18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변화하는 자연 The Changing Nature 임다영 Da young, LIM

"기부하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Donators are Real Champions” 주지영 Ji young, JOO



18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습니다' ‘Drawing Lines to Pumpkins does not make it a Melon’ 양영직 Young jik, YANG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홍현지 Hyun ji, HONG



18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개인정보가 팔린다? Our Personal Information Sold? 허경원 Kyoung won, HEO

환경 캘린더 Environment Calendar 김혜수 Hye su, KIM



18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미쟝센 퍼퓸샴푸 Mise-en-scene Perfume Shampoo 변민경 Min kyung, BYEON

짐이 되는 학습 Burdening Education 김가희 Ga hee, KIM



18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그린피스 아이덴티티 Greenpeace Identity 유진주 Jin joo, YOO

신명나는 우리나라 탈춤 캘린더 Our Exciting Talchum (Korean traditional mask dance) Calendar 정승혜 Seung hye, JUNG



18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둘코락스 에스 Dulcolax S 김병길 Byeong gil, KIM

다시 쓸 水 있습니다! Recyclable Water! 황현아 Hyun ah, HWANG



18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일본의 다음장 The Next Chapter for Japan 안지현 Ji hyun, AN

숨바꼭질 Hide and Seek 하중철 Jung cheol, HA



18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부드럽고 빠르게 "슝" Soft and Fast 박성희 Sung hee, PARK

위닉스 제습기뽀송 상품포스터 Winix Dehumidifer Poster 김지연 Ji yeon, KIM



19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가고싶은 유럽 Europe, the Place I want to Visit 노송희 Song hee, NOH

재해로부터 더이상의 안전이란 없다
Nowhere is Safe from Disasters 이지영 Ji young, LEE



19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인생이 올인되고 있습니다. All-in to Life 이수빈 Su bin, LEE

두 손을 맞잡고 Holding Hands 전지민 Ji min, JEON



19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악플방지공익광고 Public Campaign to Prevent Internet Bullying 정혜진 Hye jin, JUNG

스마트 폰 중독의 위험성 The Dangers of Smartphone Addiction 조유림 Yu rim, JO



19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우리 후손이 푸른산을 볼 수 있을까요 ? Will Our Descendants be able to Enjoy a Green Mountain? 김다솜 Da som, KIM

익사이팅 쥐샥 Exciting G-shock 이재우 Jae woo, LEE



19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Visual Design

그 후... After that… 양윤모 Yun mo, YANG

함께하는 동물 Companions 신지영 Ji young, SHIN



19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평창 올림픽 선정을 바탕으로한 평창 전지역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디자인 연구 Pyeongchang Brand Identity 박유진 Yoo jin, PARK

SONY 카메라 Sony Camera 최준영 Jun young, CHOI



19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어린이 스스로 관찰탐구 도우미 Self-Observation Research Assistant for Children 이들이 Deul i, LEE

청력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모바일 앱디자인
Communications Mobile App Design for the Deaf 윤여경 Yeo kyung, YOON



19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깨비깨비 - 우리가 몰랐던 도깨비 이야기 The Goblin Story that We do not Know 남대현 Dae hyeon, NAM



198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균형 Balance 김영훈 Young hoon, KIM

동물의 뿔 형상을 응용한 다양한 오프너 디자인
Animal Horn-shaped Opener Designs 정용진 Yong jin, JUNG



19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다기세트 Tea Set with Geometric Shapes 김이연 Yi yeon, KIM

모서리를 활용한 주방용품 디자인. Kitchen Utensils Design using Corners 박상현 Sang hyun, PARK



200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월계수잎 Bay Leaf 조예은 Ye eun, CHO

물방울의 춤 Dance of Water Drops 이효경 Hao gyoung, LEE엠-라이팅 M-Lighting 김성윤 Sung yoon, KIM



20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영상과 음악을 즐기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주얼리
Smartphone Jewelry for the Audio & Video Loving Generation 김원빈 Won bin, KIM

네잎꽃 힐링 티타임 세트 Flowering Stalk Flowered Healing Teatime Set
신경욱 Kyoung wook, SHIN



202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Service Design

편리하고 스마트한 식당 이용을 위한 NFC기반 스마트 주문 시스템 제안 NFC based Smart Food Ordering System 이동호 Dong ho, LEE

메디타임 :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복약 안내 서비스 및 약 봉투 리디자인 제안
 Medi-time : Smartphone based Informing Service for Proper Medication

& Redesigning of Medication Packaging 윤소정 So jung, YUN

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서비스
Idea Brainstorming Service for the Office 나주영 Ju young, NA



20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재래시장형 Dirve-thru 픽업 서비스디자인
Drive-thru Pickup Service for Conventional Markets 정다혜 Da hye, JEONG

응급 희귀 헌혈 서비스 디자인
Emergent Rare Blood Donation Service 손유주 You joo, SON



204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Service Design

런드리룸 시스템 Laundry Room System 장유경 You gyeong, JANG

영수증 홀더 Receipt Holder 정성원 Sung won, JUNG



20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룩앳미 Look at Me 이동환 Dong hwan, LEE 카비스, 운전자 안전 및 편의 그리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HUD기반 교통 신호 서비스 
Carvis, HUD based Traffic Signal Service 유충근 Chung keun, YOU

가정용 폐기물 분리수거 서비스디자인 Home Waste Recycling Service 배민경 Min kyung, BAE



206

입선 작품
Selected Works / Service Design

소외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계한 상생형 튜터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Tutorial Application Service Connecting Neglected Teens and College Students

안수희 Su hee, AN

All-K 택시통합서비스 All-K Taxi Service 황은송 Eun song, HWANG



20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저신장증을 위한 NFC 버스벨 NFC Bus Bell for Short People 한재원 Jae won, HAN 투데이즈워터 Today's Water 이철규 Cheol gyu, LEE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부편지 서비스 Greetings Letter Service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오영지 Yeong ji, OH







21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키스 ( 케이블 홀더 ) Kiss (Cable Holder) 이덕상 Deok sang, LEE

대한민국공식상징디자인-태극기 넥타이 제품디자인 Taegeukki Necktie Design 조성진 Sung jin, CHO



21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레저용 배터리팩 Battery Pack for Outdoor Activities 이혁수 Hyuk soo, LEE

옷걸이 겸용 LED 플로어 램프 디자인 Hanger / LED Floor Lamp 이해묵 Hai mook, LEE



21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데스크톱 캐디 Desktop Cadi 이병훈 Byung hoon, LEE

쏠라 교통통제 콘 2014 Sola Corn 2014 곽대영 Dae young, KWAK



21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3차원 입체 안경디자인 3 Dimensional Glasses 정충모 Chung mo, JUNG

벽을 등반하는 램프 Wall Climbing Lamp 이한성 Han sung, LEE



21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주물 로스트팬 디자인 Roasting Pan 고정욱 Jung wook, GO

가든램프 디자인 Garden Lamp 신택균 Taik gyun, SHIN



21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Wall Mounted Electric Water Heater 박태영 Tai young, PARK

햅틱가습기 Heptic Air Humidifier 송창호 Chang ho, SHONG



21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사각조명 Square Light 박억철 Eok chul, PARK

구 기설 거울 플러그 Mirror Plug 구기설 Ki seol, KOO



21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방폭형 가스 검지기 Explosion Proof Gas Detector 박성규 Sung gyu, PARK 사무용 파티션 [Flip] Office Partition [Flip] 김성배 Sung bae, KIM

직류 모터 내장 초 슬림 선풍기 디자인 Ultra Slim Fan with Direct Current Motor 이석준 Seok joon, LEE



218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스마트밴드 Smart Band 윤재우 Jae woo, YOON

디지탈 멀티메타 디자인 Digital Multi-Meta Design 정하성 Ha seong, CHEONG



21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IH 인덕션 렌지 IH Induction Stove 최양현 Yang hyun, CHOI

사출기 디자인 2014 Ejaculatory Design 2014 홍정표 Jung pyo, HONG



22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e-Out Board Machine e-Out Board Machine 손동범 Dong bome, SON

그로우 Grow 고영균 Young kyun, KOH



22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Bicycle Racing Shoes Bicycle Racing Shoes 박광철 Kwang cheol, PARK

프리미엄 카드리더 시큐리티 시스템 Premium Card Reader Security System 이기출 Ki choul, LEE



22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roduct Design

메모홀더 Memo Holder 이승철 Seung chul, LEE

무인골프 카트디자인에 관한연구 Unmanned Golf Cart Design 김장석 Jang seok, KIM



22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더웨이나 스토어 아이덴티티 디자인 The Wayna Store Identity Design 정운성 Woon sung, Chung

Enviroment Design & Interior Design  / Works of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작품

화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Construction of Street around Hwagok Reservoir 한기웅 Ki woong, HAN



22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Enviroment Design & Interior Design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책가도 Dongdaemun Design Plaza Accoutrement 유진형 Jin hyung, YOO

플레이민턴 Playminton 권기범 Gi beom, KWON



22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공화장실 디자인 Public Restroom Design 이재원 Jae won, LEE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 더 휠 오브 아트 스페이스 
Hyundai Sungwoo Automotive Korea – The Wheel of Art Space 

장광집 Kwang chib, CHANG

제주세계자연유산 상징조형물 Symbolic Sculpture for World Natural Heritage of Jeju 
전성수 Sung su, JEON



22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Enviroment Design & Interior Design

해수욕장 기념비 Type_A(Monument memorial Beach Type_A) 유상욱 Sang Wook, YOO

전쟁기념관 UN참전실 전시조명디자인 Exhibition Lighting Design for the UN War Room at the War Memorial of Korea 
박필제 Pil je, PARK



22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피코크 향신료 패키지 디자인 Peacock Seasoning Package Design 홍현기 Hyeon ki, HONG

Package Design  / Works of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작품

마니커 치킨제품 시리즈 포장디자인 Maniker Chicken Package Design 이권식 Kwon sik, LEE



228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ackage Design

순오름 화장품 Soon Oreum Cosmetics 이찬 Chan, LEE

비타엠 음료패키지디자인 Bita-M Package Design 오용균 Yong kyun, OH



22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전통가주 패키지디자인 Korean Traditional Alcohol Package Design  안상락 Sang lak, AN

아름다운 세제 볼 Bol 이복영 Bog young, LEE



23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Package Design

대학나온 우리계란 Woori Eggs 김곡미 Gok mi, KIM

논산 딸기양갱 Nonsan Strawberry Flavored Sweet Jelly of Red Beans 임종웅 Jong wung, RIM



23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우리폼맥스를 위한 브랜드패키징 Uri Foam Max Brand Package Design 이원진 Won jin, LEE



23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대화 Conversation 정동욱 Dong wook, JUNG

POP 디자인 제안 POP Design 박정우 Jung woo, PARK



23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포스터 Love Life Night Road Walking Event Poster 
한욱현 Wook hyun, HAN

한국의 무신 Military Officials of Korea 김상락 Sang rak, KIM



23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기다림의 미소(II) Smile of Awaiting One (II) 정용규 Yong kyu, JUNG

IKEA IKEA 김경훈 Kyung hoon, KIM



23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Korean Image Poster 남윤호 Yoon ho, NAM

봄 아리랑 Spring Arirang 박일재 Il jae, PARK



23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국 문화의 원천 The Roots of Korean Culture 명계수 Gae soo, MYUNG

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김병진 Byung jin, KIM



23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福 Good Fortune 김경균 Kyung keun, KIM

사랑 Love 윤현정 Hyun jung, YOON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238

아트 포스터(색동산) Art Poster (Color Hill) 최성규 Sung kyu, CHOI

무엇을 어떻게 할지 How to do What? 백금남 Keum nam, BAEK



23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어수룩 호랑이 Na ve Tiger 황순선 Soon sun, HWANG

포스터 Poster 구환영 Hwan young, KOO



24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포스터디자인 Poster Design 박현욱 Hyun wook, PARK

자연이미지 Image of Nature 김홍련 Hong yeon, YOON



24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 Poster Illustration 문철 Cheul, MOON

포스터 Poster 김진석 Jin seok, KIM



24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애플 홍보용 포스터 Poster for Apple 여훈구 Hoon koo, YEO

한글의 시간여행.. Time Travel of Hangeul 장훈종 Hoon jong, JANG



24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디자인 Design 서광적 Gwang jeok, SEO

포스터 Poster 김기순 Ki soon, KIM



24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태극포스터 - evolution Taegeuk Poster – Evolution 유한태 Han tae, YOO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Campaign Poster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김금재 Keum jae, KIM



24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환경보호 캠페 인포스터 Campaign Poster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이미영 Mi young, LEE

기다림에서, 기억함으로... From Waiting to Remembering 하용훈 Yong hoon, HA



24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framework framework 손원준 Won joon, SON

코리아 이미지 포스터 Korea Image Poster 강윤성 Yoon sung, KANG



24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이미지 포스터2014 Korea Image Poster 2014 김성년 Sung yeon, KIM

물망초 Forget-Me-Not 남용현 Yong hyun, NAM



248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2014 국제 수퍼독 영화 시상식 2014 International SuperDog Film Awards 
함부현 Bu hyun, HAM

일러스트레이션-내추럴 펀 Illustration – Natural 임경호 Kyung ho, LIM



24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기업홍보 포스터 Corporate PR Poster 여운장 Un jang, YEO

불교행사포스터 Buddhist Event Poster 고현 Hyun, KO



25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브랜드디자인 Brand Design 한백진 Baek jin, HAN

Hope for Africa Hope for Africa 이미정 Mi jung, LEE



25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폭포-3 Waterfall – 3 권기덕 Ki deuk, KWON

즐겨라, 대한민국! Koreans, Enjoy! 장호철 Ho cheul, JANG



25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성대학교 대학원 PR PR of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김해선 Hae sun, KIM

Save the life Save the life 선병일 Byung il, SUN



25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전시회 포스터 Exhibition Poster 정계문 Gue moon, JUNG

도시미감(都市味感) Taste of the City 박강용 Kang yong, PARK



25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삶이란? What is Life? 윤여종 Yeo jong, YOON

무궁화이미지-20141106 Hibiscus Image – 20141106 김영희 Young hee, KIM 상상 2014 Imagination 2014 명광주 Gwang joo, MYUNG



25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의 농악 Nongak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ed by Farmers) 
이진구 Jin koo, LEE

가까이 더 가까이 Closer, More Closer 서기흔 Ki heun, SEO



25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김윤배 Yoon bae, KIM 패키지 디자인어워드 2014 포스터 Package Design Awards 2014 Poster 
한승문 Seung moon, HAN

기업홍보 포스터 Corporate PR Poster 현영호 Young ho, HYUN



25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스페이스콘텐츠디자인 Space Contents Design 홍창기 Chang kee, HONG

비례 Proportion 최병묵 Byoung mook, CHEY

Works of Invited Designers /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초대디자이너 작품



258

초대디자이너 작품

브로치 Brooch 황순영 Soon young, HWANG

2014 도자조명 2014 Ceramic Lighting 강흥석 Heung seok, KANG

Works of Invit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25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저금통 Coin Bank 곽태혁 Tae hyeuk, KWAK

촛대 Candlestick 김태종 Tae jong, KIM



260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유니트 팬던트 Unit Pendant 장미연 Mee yeon, JANG

펜꽂이 1,2,3 Pencil Case 1, 2, 3 박병호 Byung ho, PARK



26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호랑이 합 Tiger Box 김성진 Sung jin, KIM

화기 Vase 황인철 In chul, HWANG



262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세라믹 트로피 Ceramic Trophy 박선우 Sun woo, PARK 

필통 Pencil Case 윤근 Keun, YOON



26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모란(칠기) Peony (Wooden Lacquer) 안덕춘 Duk choon, AHN

2014 브라질 월드컵 기념품 2014 Brazil WorldCup Souvenir 김병상 Byoung sang, KIM



264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인천관광기념품을 위한 구명오프너&CD홀더 디자인 Lifeboat-shaped Souvenir for Incheon City & LCD Holder Design 
박희면 Heem yeon, PARK

만년카렌더 Long-lasting Calendar 이봉규 Bong kyu, LEE



26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부로치(매트리스 쾌속 CAD기법) Brooch 김세환 Sae whan, KIM

꽃병 Flower Vase 양덕환 Duk hwan, YANG



266

초대디자이너 작품
Works of Invit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다과기 세트 Tea Set 류남희 Nam hee, RYU

화기디자인 Vase Design 김현식 Hyun sik, KIM



26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면류관이 있는 청화백자 연화문 항아리 Crowned Blue & White Porcelain Jar with Lotus Design 이부연 Boo yun, LEE

문화상품브로치 Brooch: Cultural Product 이기상 Ki sang, LEE







270

추천디자이너 작품

자유공간 광전송 시스템 디자인 Optical Transmission System Design 최용혁 Yong hyuk, CHOI

DTG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DTG 박종만 Jong man, PARK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27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Bluetooth Wireless Earphone 김동하 Dong ha, KIM

세라믹 쉘 멀티 스타일러 Ceramic Shell Multi-Styler 유천희 Chun hee, YOO



272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스마트홈 어답터 Smart Home Adapter 이도영 Do young, LEE

가습기+미니정수기 Air Humidifier + Mini Water Purifier 김현성 Hyun sung, KIM



27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AIR DRIVE 7 -OIL MIST COLLECTOR AIR DRIVE 7 -OIL MIST COLLECTOR 김재덕 Jae deok, KIM

코너를 활용한 벽시계 디자인 Wall Clock Design Using Corners 임호준 Ho joon, LIM



274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병원용 혈당 측정기 Blood Glucose Monitoring Device for Hospitals 백순현 Soon hyun, BAIK

G-PRO Lite G-PRO Lite 곽원일 Won il, KWAK



27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단체시설 위생을 위한 손소독기 디자인 Hand Sanitizer 채성수 Sung soo, CHAE

현대와코텍 냉온수기 디자인 Hyundai Wacortec Cold & Hot Water Dispenser Design 
조윤호 Yun ho, CHO



276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2채널 4.5인치 풀 HD 블랙박스 2 Channel 4.5 Inch Full HD Blackbox 최석준 Suk jun, CHOI 

싱글족을 위한 무빙 멀티 테이블 수납 가구 Movable Multi Table Storage Furniture for Single Lifestyle 이용한 Yong han, LEE



27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Digital PC case Design Digital PC Case Design 김병수 Byung soo, KIM 

지그재그 이어폰 Zig-Zag Earphones 신익수 Ik soo, SHIN



278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케이뷰티/네일아트를 위한 led램프(젤 네일 큐어링 용) LED Lamp for K-Beauty / Nail Art 
조경득 Kyung deak, CHO

교통신호제어기 Signal Light Controller 석창훈 Chang hoon, SUK



27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순간 냉각 알카리이온수기 Instant Cooling Alkali Ion Water Purifier 구자윤 Ja yun, KU

스마트 도킹오디오 Smart Docking Audio 서석교 Seok kyo, SEO



280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roduct Design

서류가방 디자인 Brief Case design 김용모 Yong mo, KIM

Creative Innovation Circle 1 
Creative Innovation Circle 1 강필현 Pil hyun, KANG



28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버스쉘터 Bus Shelter 김정훈 Jung hoon, KIM

고무 나이트클럽 Rubber Nightclub 황재호 Jae ho, HWANG

Enviroment Design & Interior Design / Winner’s Works
입상 작품



282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Enviroment Design & Interior Design

벤치 Bench 곽봉철 Bong chul, KWAK



28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Reuse가 가능한 키즈패드2 Package Reusable Kids Pad 2 Package 도일 Il, DO

제주 고구마 빼떼기 Jeju Sweet Potato Treat ‘Ppaettegi’ 고경란 Kyung ran, KO

Package Design / Winner’s Works
입상 작품



284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MU3 (스마트 유에스비 3.0) MU3 이창석 Chang suk, LEE

코너커피 테이크아웃용품 Corner Coffee Take Out Supplies 정진숙 Jin suk, JUNG



28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LG유니참 : 쏘피 한결 (여성용품) LG Unicharm : Sofy (Female Sanitary Products) 한상현 Sang hyun, HAN

부드럽고 달콤한 설레임 델리쉬 크레페 패키지 디자인 Package Design for Delicious Crepe 육지훈 Ji hun, YUK



286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LUNA 기획세트 BB파운데픽서 LUNA Special Offer Set : BB Foundation  김성용 Sung yong, KIM

코카-콜라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Coca Cola WorldCup Special Edition 박정훈 Jung hoon, PARK 



28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 패키지디자인 Vega Iron 2 Smartphone Package Design 김두한 Du han, KIM

느티울(한식간장) Neutiul (Korean Soy Sauce) 박태진 Tae jin, PARK



288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하이포크 나트륨을줄인담백한저염햄 HiPork Low-Salt Ham 유재형 Jae hyoung, YOU

크리에이티브랩 우드 다이어리 Creative Lab Wood Diary 양재희 Jae hee, YANG



28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주식회사 태인 프리다 캐비어 화장품 패키지 
Frida Caviar Cosmetics Packaging for Taein Co., Ltd. 신현호 Hyun ho, SHIN

레인제로 패키지 디자인 Lane-Zero Package Design 이경수 Kyung soo, LEE



290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2014년 IT 아카데미 행사 연출 IT Academy Event 2014 김일오 Il Oh, KIM

비 가열 전통 돈까스 Tray-Top Sealing용 일본 수출용 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of Pork Cutlet Tray-Top Sealing 
강문수 KANG MUN SU



29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리랑 8복 8 Blessings of Arirang 조창희 Chang hee, CHO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수 있는 수산물브랜드포장디자인 제안 Package Design for Marine Products Enjoyed at Home 노시우 Si woo, NOH



292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예다손 쿠키세트 포장디자인 Yedason Cookie Set Package Design 김남훈 Nam hoon, KIM

키즈케어 치과선생님이 만든 치약 Kids Care : Toothpaste Developed by a Dentist 송소원 So won, SONG



29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성왕납작군만두 Gaeseong Flat Dumplings 이철희 Chul hee, LEE

카퍼퓸 Car Perfume 윤미경 Mi kyoung, YUM



294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Package Design

가평잣 포장디자인 Gapyeong Pine Nut Package Design 윤찬종 Chan jong, YOON

그릭요거트 그래놀라 Greek Yogurt Granola 이상호 Sang ho, LEE



29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에쎄골든립 Esse Golden Lip 박현경 Hyun kyung, PARK

자연사랑 Nature Love 윤홍열 Hong yeol, YOON



296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Chaos Chaos 김국원 Kuk won, KIM

YU 스카프디자인 YU Scarf Design 박상오 Sang oh, PARK



29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큐브한글매트 Cube Hangeul (Korean Language) Mat 정지욱 Gi wook, JEONG

조약돌 (쇼퍼백) Pebble (Shopper Bag) 조문환 Moon hwan, CHO



298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기억속으로 In One’s Memory 김현정 Hyun jung, KIM

매화꽃길 롱스카프 Japanese Apricot Flower Patterned Long Scarf 이건만 Geon maan, LEE



29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더 리브스 The Leaves 왕경희 Kyung hee, WANG

스티치트랜스퍼/자카드니트 타이 Stitch Transfer / Jacquard Knit Tie 
김성달 Seong dal, KIM



300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니트 숄 Knit Shawl 조예령 Ye ryung, CHO

스카프 Scarf 김지영 Ji young, KIM



30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킬림빈티지 Kilim Vintage 임선양 Sun yang, LIM

화려한... Showy 김주희 Joo hee, KIM



302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Bloom_SH2014-01 Bloom_SH2014-01 김소현 So hyun, KIM

남성용 액세서리 Accessory for Men 이준승 Joon sung, LEE



30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At the water's edge At the Water's Edge 최유미 Yoo mi, CHOI

프랙탈 지오메트리 Fractal Geometry 정보리 Bo ri, JEONG



304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Textile Design & Fashion Design

클래식 베스트 Classical Vest 이민정 Min jung, LEE

순수 Innocence 박문희 Moon hee, PARK



30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넥타이 Necktie 이지은 Ji eun, LEE

색동 데님 가방 Multicolored Denim Bag 양윤진 Jina, YANG



306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KTX 호남- 호남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린다.  
KTX Honam – Era of Honam Express Railway Opens! 최인숙 In sook, CHOI

청송수석꽃돌박물관 Cheongsong Flower & Stone Museum 박재현 Jae hyun, PARK



30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여자는 생의 생명줄이다. Women are Lifelines 원영국 Young kug, WON

미술전 '나무의 숨결' ‘Breath of the Tree’ Art Exhibition 이서영 Seo young, LEE



308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국의 선 Lines of Korea 박인창 In chang, PARK인생 Life 엄선철 Sun chul, UM

공생(共生) Symbiosis 최종필 Jong feel, CHOI



30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DESIGN 전문회사 GUIDE BOOK 
Guidebook for Design Consultancies  윤병문 Byoung mun, YUN

보령머드 Boryeong Mud 최문희 Moon hee, CHOI



310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 포스터 51st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장호현 Ho hyun, JANG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포스터 
Andong International Talchum (Korean Folk Dance) Poster 

김광민 Kwang min, KIM



31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아이에프에스-텐 IFS-10 김효민 Hyo min, KIM

투계(鬪鷄) Cock Fighting 이충상 Choong sang, LEE



312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고전은 나의 힘 Classic Literature is My Strength 신병근 Byoung keun, SHIN

지구의 날 Earth Day 박윤신 Yun shin, PARK



31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월드디자인 페스티벌 포스터 World Design Festival Poster 송인수 In soo, SONG

잊지않겠습니다 We will not Forget 김영식 Young sik, KIM



314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진중공업 기업PR 김한중 Han joong, KIM

포스터 Poster 홍영래 Young ra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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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장 마을축제 Gangnam Market Festival 김정두 Jeoung doo, KIM

넥센타이어 광고포스터 Nexon Tire Poster 서교준 Gyo ju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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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웃음 꽃이 피였습니다. Laughter Flows  구윤희 Yoon hee, KOO

꿈꾸는 나를 꿈꾼다 Dreaming of a Dreaming Self 김진영 Jin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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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포스터 Public Poster to Alert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정상현 Sang Hyun, CHUNG

fadeaway fadeaway 박준우 Jun w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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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깨어나라 대한민국! Wake Up Korea! 최재원 Jae won, CHOI 원전, 다가오는 위헙! The Approaching Threat, Nuclear Resource 
유성봉 Sung bong, YU

한국의 태양상징2014 2014 Korea’s Symbol of the Sun 노미선 Mee seon,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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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박무건 Moo gun, PARK

안 기영 한글 문양디자인 AN Kiyoung Hangeul Pattern Design 
ankiyoung Ki you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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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Flower #2014 Flower #2014 김덕순 Deok sun, KIM

공익광고 포스터(건전한 댓글 문화) Public Ad Poster (Healthy Comment Culture) 
조운한 Un h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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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The Attractions of Korea 이관식 Kwan sik, LEE

스마트버그의 세상 Smart Bug World 신재욱 jae wook,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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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한국인의 제2외국어 Second Language of Koreans 권영대 Young dai, KWON

La 1653 - 와이드 듀플렉스 월페이퍼 가이드 북 LA 1653 – Wide Duplex Wallpaper Guidebook 송기정 Kee j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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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일회용이 아닙니다.) The Earth is not Disposable 조찬우 Chan woo, CHO

내고향 곶감 My Home, Dried Persimmon 진애라 Ae ra,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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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포스터 Poster 고영진 Young jin, KO

환영 Welcoming 장재욱 Jae wu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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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이방원 Bang won, LEE

토요일의 나이트 파티 Saturday Night Party 이경순 Kyung s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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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또하나의 삶 Another Life 정보민 Bo min, JEONG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20주년 포스터 
20th Anniversary Pos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Design Poster 

신정철 Jeong 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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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slow B.I cafe slow B.I 윤영노 Young no, YOUN

환경포스터 Environment Poster 안창호 Chang ho,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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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생물다양성 협약 포스터 Diverse Life Agreement Poster 이경희 Kyoung hee, LEE

폐의약품 어떻게 버리시나요? How do You Dispose of Medication? 조필호 Pill h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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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風流) Pungryu (Taste for Art) 최승연 Seung yeon, CHOI

드로잉패턴1401 Drawing Pattern 1401 손지훈 Ji hoo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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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Blooming Blooming 현은정 Eun jeong, HYUN

재주는 곰이 부리고... One Beats the Bush and the Other Catches the Bird 
박기홍 Ki h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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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포스터 Image Poster 정종인 Jonhg in, JUNG

나이키iD 포스터 Nike iD Poster 최진호 Jin h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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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서울의 밤 Seoul Night 김세웅 Se woong, KIM

"偶 然" Coincidence 김선주 Sun j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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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미소 Beautiful Smile 박현송 Hyun song, PARK 설악산/단풍 Seoraksan Mountain & Foliage 박승대 Seung dae, PARK

푸조자동차 포스터 Peugeot Poster 이근형 Keun h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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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Visual Design

비표상 Non-representation 김상학 Sang hak, KIM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DAUM 홍보 포스터디자인 DAUM PR Poster for Crowd Service 이성수 Sung 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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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시아 디자이너 초대전 2014 Asia Designer Invitational Exhibition 
배성익 Sung ik, BAE 

바쁘게 돌아가는 쳇바퀴 Busily Running Treadmills  양순정 Soon ju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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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써클카드 Circle Card 오성수 Sung soo, OH

아리랑 Arirang 이은석 Eun seok, LEE



337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화상 Portrait 임효영 Hyo young, LEEM

Mobile GUI Design Mobile GUI Design 이동수 Dong soo, LEE



338

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디지털유목민 Digital Nomads 김병택 Byung taek, KIM

기아자동차 글로벌 워크캠프 홍보 모션그래픽 PR Motion Graphics for Kia Motors Gobal Work Camp 하윤희 Youn hee, HA



339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구텍 e-카달로그 개발 제안 DaeguTec e-Catalogue Design Development 
박성억 Sung euk, PARK

미디어 블럭 Media Block 권기제 Ki J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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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한국전통기법 줌치 조명등 Zoomchi (Korean Traditional Crafts Technique) Lighting 
노은희 Eun hee, NOH

멜로디 Melody 곽우섭 Woo seup, KWAK



341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꿈지 Kkumji 천영록 Young rok, CHEON

비움과 채움 Emptying and Filling 송신혜 Shin hy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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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필함 Pencil Case 김완규 Wan kyu, KIM

조립식 만자문 의자 Self-assembling Fret Chair 김남수 Nam soo, KIM



343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물방울 Water Drops 조신근 Shin keun, CHO

공간-낮은의자 Space – Low Chair 지정용 Jung yong,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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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인장 및 Case 디자인 Seal & Seal Case Design for Violinists 최기 Ki, CHOI 

차 한잔의 여유 A Cup of Tea 조원희 Won hee, CHO



345제49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담소 Friendly Chat 정택우 Taek woo, JUNG

기원 Origin 김석영 Seok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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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작품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Craft Design & Jewelry Design

다용도 기능화기 Multi-functional Vase 최철형 Chol heyo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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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 Service Design

RGB Boxes Play! RGB Boxes Play! 남윤태 Yun ta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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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ign

HONDANOZOMI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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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언 134

Dong e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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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욱 136

Jin wook, KANG

냉온 커피 머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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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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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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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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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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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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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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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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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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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블라인드

박범상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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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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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빛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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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예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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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영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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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빈 93

Sue bin, 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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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효섭 115

Hyo sub, BONG

마늘 빻는 두더지

서진석 142

Jin seok,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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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joo,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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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일 56

Sung il,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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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geun, SONG

비닐피복기 농기구 디자인

신수정 136

Su jeong,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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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141

Jae gwon,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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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은 128

Ha eu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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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태 137

Yong tae,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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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86

You jin,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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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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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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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지 139

Min ji, OH

누보

오예린 143

Ye r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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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h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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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애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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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선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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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도 90

Jae do,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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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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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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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은 128

Na eun, LEE

풋탭

이민지 82

Min j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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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 91

Sea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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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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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실 140

Jin sil, JUNG

핸드볼브

최미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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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구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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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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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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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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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153

You rim, LEE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주거공간

이지선 33

Ji sun, LEE

큐브 놀이터

정병구 57

Byung koo, JEONG 

폐광 문화를 캐는 광산으로 재생시키다.

최재광 151

Jae gwang, CHOI

태양열 동력의 모바일 충전/공공 정보 키오스크

한승창 151

Seung chang, HAN

Dynamic Healing

함노명 150

No myeong, HAM

어포던스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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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Design

강재도 97

Jea do, KANG

비상구호식품의 패키지디자인 연구개발

강재도 69

Jea do, KANG

K-FOOD 세계화를 고려한 한국 즉석식품 패키

지디자인 연구

권태영 156

Tae young, KWON

각양각색 아이들 성향을위한 '맞춤형 Solver 

Toy' 패키지 디자인 연구

김민경 160

Min kyung, KIM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 패키지 

디자인 제안

김설희 157

Seol hui, KIM

비오는 날 패션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적인 

당신을 위한 유니크 패셔니스타 우산패키지디자인

제안

김성은 97

Sung eun, KIM

건강생활에 몸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 제거하는 

홈 디톡스 라이프 주방 가전 패키지 디자인 연구

김은선 58

Eun seon, KIM

한약산업의 세계화 및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김은애 159

Eun ae, KIM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한식 전통 장류 패키지

김정대 156

Jeong dae, KIM

아코디언

김지연 48

Ji yeon, KIM

버드박스

김태연 157

Tae yeon, KIM

국내산 젓갈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박경아 158

Kyeong ah, PARK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 자연그대로의 맛, 유기농

과자 패키지디자인 연구

송예미 100

Yea mi, SONG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외국인 템

플스테이 패키지

신유석 99

Yoo seok, SHIN

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용품

용진경 63

Jin kyung, YONG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의 자동차 부품 패키

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가연 154

Ga yeon, YOO

특수애완동물을 위한 영양사료 패키지디자인

유미경 155

Mee kyung, YU

환경과 피부를 생각한 유기농 천연 화장품

유진주 98

Jin joo, YOO

에코화장품 패키지

이다경 160

Da kyung, LEE

한국전통악세사리패키지 다미한

이래영 158

Rae young, LEE

리얼파머스

이석준 98

Seok Jun, LEE

Solo Economy(1인경제)에 따른 소포장과 

간편건강식을 위한 글로벌 한식 패키지디자인

이주환 156

Ju hwan, LEE

주방용품의 해외수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친환

경 패키지디자인

이진겸 159

Jin gyeom, LEE

천연 헤어 케어 용품 셀라이트

임미아 35

Mi a, LIM

저개발국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기' 

기부 패키지 디자인 연구

장유영 75

You young, JANG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편리한 공구세트

진상민 100

Sang min, JIN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 패키지 디자인연구

차일권 154

Il kwon, CHA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레져스포츠의 

활성화! 아이스클라이밍 용품의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연구

허기봉 99

Gi bong, HEO

골든키즈 부모를 타겟으로한 제주 프리미엄 

아동갈옷 브랜드및 패키지 디자인

황용하 155

Yong Ha, HWANG

중국발 미세먼지와 사계절 유해먼지 차단을 

위한 자연청정 워터워싱 시스템 공기청정기 

포장디자인 연구

황용하 115

Yong Ha, HWANG

중국발 미세먼지와 사계절 유해먼지 차단을 

위한 자연청정 워터워싱 시스템 공기청정기 

포장디자인 연구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LISHUN 164

LISHUN

미술심리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응용한 패턴개발

김민정 29

Min jeong, KIM

젠(禪)을 담은 미니멀(minimal) 패션

김수연 163

Soo yeon, KIM

완충용제품보호 패키지

김형주 161

Hyung joo, KIM

아름다운 삶

김효진 162

Hyo jin, KIM

모던 지오메트리 인 자카드 위빙

박수현 164

Soo hyun, PARK

사라져 가는 자연美

안소윤 101

So yun, AN

동양적 문양을 이용한 홈데코레에션 디자인

오정은  42

Joung eun, OH

세포의 유기적 구조를 모티브로 한 패션 소품 

디자인

이은경 101

Eun kyung, LEE

Korean Chic - The Everlasting Beauty

조아라 163

A ra, JO

세련된 염색(데님과 시폰의 만남)

최진아 162

Jin a, CHOE

핸드 위빙을 이용한 커스터마이즈드

(customized)스카프

표재연 161

Jae yeon, PYO

자연재해

한지혜 52

Ji hae, HAN

업사이클링 가방

Visual Design

SU MYAT WIN 179

SU MYAT WIN

패션 몬스터- 부산 패션 위크

고딘군 76

Din gun, KO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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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우 177

Joon woo, KIL

줄어드는 출산율, 외로운 우리의 아이들

김가윤 170

Ka yun, KIM

sk2 싸인즈너리싱크림 광고

김가이 172

ga e, KIM

제 40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김가희 185

Ga hee, KIM

짐이 되는 학습

김광호 110

Gwang ho, KIM

마음의 온도

김규리 116

Kyu lee, KIM

우리는 실증나면 버리는 인형이 아니랍니다.

김다솜 193

Da som, KIM

우리 후손이 푸른산을 볼 수 있을까요?

김동혁 108

Dong hyuk, KIM

과속 = 죽음

김드림 181

Dream, KIM

쓰레기

김민정 106

Min jung, KIM

수리수리 마수리 얍!

김민지 109

Min ji, KIM

2015 WWF 캘린더

김병길 187

Byeong gil, KIM

둘코락스 에스

김병완 104

Byung wan, KIM

진로교육정보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디바이스

기반 진로상담 정보시스템디자인 제안

김수지 180

Su jee, KIM

smart한 헛똑똑이

김온유 178

On you, KIM

한국 출산장려 포스터

김유진 174

You jin, KIM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김유진 77

You jin, KIM

느낌은동일합니다 시각대신촉각으로

김윤주 117

Yun ju, KIM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컨버스 캘린더 디자인

김의석 170

Eui seok, KIM

반려동물보호포스터

김일관 107

Il kwan, KIM

국민의식개혁 캠페인운동을 위한 한글로 만든 

프로모션디자인

김준우 115

June woo, KIM

이면지활용 독려 공익광고 포스터

김준후 181

Jason, Kim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기념 캘린더

김지수 167

Ji su, KIM

포스터

김지연 189

Ji yeon, KIM

위닉스 제습기뽀송 상품포스터

김혜수 184

Hye su, KIM

환경 캘린더

김희숙 102

Hee sook, KIM

프리덤

노세현 117

Se hyun, NOH

bosch드릴 광고포스터

노송희 190

Song hee, NOH

가고싶은 유럽

민소희 174

So hee, MIN

코카콜라와 함께 2018 평창

박견식 171

kyeon sik, PARK

희망! 대한민국

박도희 113

Do hee, PARK

2015 WWF 캘린더

박성준 173

Sung jun, PARK

바다가 우리가 남긴 것

박성희 189

Sung hee, PARK

부드럽고 빠르게 "슝"

박슬동예 172

Seul dong ye, PARK

national geographic 캘린더 디자인

박승조 168

Seung jo, PARK

것츠

박예나 176

Ye na, PARK

제 3회 어린이와우북 페스티벌 포스터 제안

박유진 195

Yoo jin, PARK

평창 올림픽 선정을 바탕으로한 평창 전지역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디자인 연구

박은경 109

Eun kyung, PARK

독도식탐

박형준 103

Hyung jun, PARK

맥주의 왕국(KINGDOM OF BEER)

변민경 185

Min kyung, BYEON

미쟝센 퍼퓸샴푸

변수진 173

Soo jin, BYEON

베스킨과 함께 두둥실~

성신애 64

Seen ae, SUNG

우리 말과 함께하는 한 해 (캘리그래피 캘린더)

손혜진 169

Hye jin, SON

코카콜라

송다은 110

Da eun, SONG

지구온난화

신지영 194

Ji young, SHIN

함께하는 동물

심예지 106

Yea ji, SHIM

공익광고

심인보 115

In bo, SHIM

점자로 보는 명화 속 이야기

안민규 118

Min kyu, AHN

LG트롬 세탁기 인쇄광고

안지현 188

Ji hyun, AN

일본의 다음장

양영직 183

Young jik, YANG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습니다

양윤모 194

Yun mo, YANG

그 후...

오윤정 43

Yoon jung, HO

소화에는 까스활명수!

우수현 178

Su hyun, WOO

2014 파버카스텔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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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지 180

Ye ji, YU

순 우리말 캘린더

유진주 186

Jin joo, YOO

그린피스 아이덴티티

유해영 169

Hye young, YOO

광고 디자인

윤수민 166

Soo min, YOUN

베이글 자전거와 함께 떠나는 보드게임 여행

윤진혁 118

Jin hyuck, YOON

엄마, 나 터질것 같아요!

이동준 59

Dong jun, LEE

듀렉스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상품광고

포스터 디자인

이성우 78

Sung woo, LEE

리바이스와 락

이수민 118

Su min, LEE

매일매일 새옷처럼

이수빈 191

Su bin, LEE

인생이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수빈 119

Su bin, LEE

잘못된 선택

이수진 49

Su jin, LEE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이승헌 115

Seung heon, YIE

작은습관으로 바꾸는 환경(P→N)

이승환 102

Seung hwan, LEE

함평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포스터

이재우 193

Jae woo, LEE

익사이팅 쥐샥

이재현 103

Jae hyun, LEE

페리오 치실

이지영 190

Ji young, LEE

재해로부터 더이상의 안전이란 없다

이한별 179

Han byeol, LEE

생활쓰레기 제로 만들기

이혜선 114

Hye seon, LEE

동물들의 지상낙원 에버랜드 캘린더 디자인

임다영 182

Da young, LIM

변화하는 자연

임은지 112

Eun ji, LIM

오늘, 당신이 버린 '숲'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장서윤 177

Seo yoon, JANG

2015 울산광역시 캘린더

장재룡 111

Jae ryoung, JANG

졸음쉼터 박카스

장훈 112

Hun, JANG

안전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전예나 176

Ye na, JEON

자연환경의 파괴는 인류멸망의 핵폰탄입니다.

전용석 105

Yong seok, CHUN

이리저리 떠다니는 우리의 안전 도착지는?

전지민 191

Ji min, JEON

두 손을 맞잡고

전지은 167

Ji eun, JUN

현대인의 필수영양제

정승혜 186

Seung hye, JUNG

신명나는 우리나라 탈춤 캘린더

정에스더 70

Esther, JEONG

경기복지재단 홍보 캐릭터디자인 

'돔이, 줌이, 봄이'

정찬환 166

Chan hwan, CHUNG

추억의 맛

정현욱 119

Hyun uk, JEONG

입을 때마다 새로운 옷 섬유염색제 '리트다이' 

광고

정혜진 192

Hye jin, JUNG

악플방지공익광고

조미소 104

Mi so, CHO

한국환경공단의 주요업무를 홍보하기 위한 

캘린더 디자인

조성원 165

Sung won, CHO

빠른생활

조유림 192

Yu rim, JO

스마트 폰 중독의 위험성

조준섭 119

Jun seop, CHO

안전선지키기

조혜정 175

Hye jeong, JO

sword

주윤종 108

Yoon jong, JOO

당신의 자동차

주지영 113

Ji young, JOO

'건축, emicro 에서 시작되다.'

주지영 182

Ji young, JOO

"기부하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주희 171

Joo hee

PYL(Premium Unique Lifestyle) 디저트 

브로슈어

지명구 165

Brian M. CHEE

한글포스터 #12

진영 107

Jin Young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차일권 168

Il kwon, CHA

뽑으면! 되돌아옵니다.

최다미 116

Da mi, CHOI

캡틴의 영웅

최물결 114

Mool gyeol, CHOI

자연을 지켜주세요

최보윤 111

Bo yun, CHOI

단 하나의 털도 남길 수 없다!

최준영 195

Jun young, CHOI

SONY 카메라

하성수 105

Sung su, HA

CJ 뉴트라전립소 쏘팔메토

하중철 188

Jung cheol, HA

숨바꼭질

한정훈 175

Jung hun, HAN

2014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인디축제 포스터

허경원 184

Kyoung won, HEO

개인정보가 팔린다?

현은령 28

Eun ryung, HYUN

외규장각의궤를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캘린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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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지 183

Hyun ji, HONG

지구온난화

황현아 187

Hyun ah, HWANG

다시 쓸 水 있습니다!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김정곤 36

Jung gon, KIM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시스템 

(SNS Doctor System)

남대현 197

Dae hyeon, NAM

깨비깨비 - 우리가 몰랐던 도깨비 이야기

박성우 120

Sung woo PARK

해피빈 나눔의 상자

박정수 65

Jung soo, PARK

절망

손유석 53

Yoo soek, SON

적립금 기부 프로젝트 [Unicef Grace Card]

윤소영 120

So yeong, YOON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시스템 제안

윤여경 196

Yeo kyung, YOON

청력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모바일 앱디자인

이들이 196

Deul i, LEE

어린이 스스로 관찰탐구 도우미

최형준 37

Hyeong jun, CHOI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형 

설계기반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제안

홍선민 50

Sun min, HONG

'홍체인식 기반의 헬스 스마트렌즈' 제안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김성윤 200

Sung yoon, KIM

엠-라이팅

김영훈 198

Young hoon, KIM

균형

김원빈 201

Won bin, KIM

영상과 음악을 즐기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주얼리

김이연 199

Yi yeon, KIM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다기세트

김재연 79

Jae yeon, KIM

과거로의 여행-식탁용품

박상현 199

Sang hyun, PARK

모서리를 활용한 주방용품 디자인

박양화 30

Yang hwa, PARK

회오리

손지민 54

Ji min, SON

Hidden Stone (회전, 경첩 반지)

신경욱 201

Kyoung wook, SHIN

네잎꽃 힐링 티타임 세트

신정혜 121

Jung hei, SHIN

세이프 홈

오민지 66

Min ji, OH

스토모

이기용 122

Gi yong, LEE

크래프트 콤바인 캔들 홀더

이창현 122

Chang hyun, LEE

단청+smart

이혜진 71

Hye jin, LEE

열매

이효경 200

Hao gyoung, LEE

물방울의 춤

전현수 44

hyeon su, JEON

하나

정건용 121

Gen Young, JEOUNG

동양의 빛

정용진 198

Yong jin, JUNG

동물의 뿔 형상을 응용한 다양한 오프너 디자인

조예은 200

Ye eun, CHO

월계수잎

최소담 123

So dam, CHOI

손바닥을 위한 디자인

Service Design

김동하 67

Dong ha, KIM

사용자의 쇼핑 및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제안

김민혜 55

Min hye, KIM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행복한 

성적표

김해인 38

Hae in, KIM

영동시장 가치찾기

김효정 45

Hyo jung, KIM

튼튼이의 하루

나주영 202

Ju young, NA

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서비스

박원석 72

Won sok, PARK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상생형 재능기부 애플리

케이션 서비스 제안

배민경 205

Min kyung, BAE

가정용 폐기물 분리수거 서비스디자인

손유주 203

You joo, SON

응급 희귀 헌혈 서비스 디자인

안수희 206

Su hee, AN

소외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계한 상생형 튜터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오민지 60

Min ji, OH

1020 여성들의 산부인과 문턱 낮추기 서비스 

'HIGH:DY'

오영지 207

Yeong ji, OH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부편지 서비스

유충근 205

Chung keun, YOU

카비스, 운전자 안전 및 편의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HUD기반 교통 신호 서비스 제안

윤소정 202

So jung, YUN

메디타임 :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복약 안내 서비스 및 약 봉투 리디자인 제안

이동호 202

Dong ho, LEE

편리하고 스마트한 식당 이용을 위한 NFC기반 

스마트 주문 시스템 제안

이동환 205

Dong hwan, LEE

룩앳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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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혜 203

Da hye, JEONG

재래시장형 Dirve-thru 픽업 서비스디자인

정성원 204

Sung won, JUNG

영수증 홀더

조아란 124

A ran, CHO

헌혈 증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N스크린 

기반 헌혈서비스 제안

한재원 207

Jae won, HAN

저신장증을 위한 NFC 버스벨

황은상 125

Eun sang, HWANG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소셜 큐레이션 기반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황은송 206

Eun song, HWANG

All-K 택시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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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균 220

Young kyun, KOH

그로우

고정욱 214

Jung wook, GO

주물 로스트팬 디자인

곽대영 212

Dae young, KWAK

쏠라 교통통제 콘 2014

구기설 216

Ki seol, KOO

구 기설 거울 플러그

김성배 217

Sung bae, KIM

사무용 파티션 [Flip]

김장석 222

Jang seok, KIM

무인골프 카트디자인에 관한연구

박광철 221

Kwang cheol, PARK

Bicycle Racing Shoes

박성규 217

Sung gyu, PARK

방폭형 가스 검지기

박억철 216

Eok chul, PARK

사각조명

박태영 215

Tai young, PARK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손동범 220

Dong bome, SON

e-Out Board Machine

송창호 215

Chang ho, SHONG

햅틱가습기

신택균 214

Taik gyun, SHIN

가든램프 디자인

윤재우 218

Jae woo, YOON

스마트밴드

이기출 221

Ki choul, LEE

프리미엄 카드리더 시큐리티 시스템

이덕상 210

Deok sang, LEE

키스 ( 케이블 홀더 )

이병훈 212

Byung hoon, LEE

데스크톱 캐디

이석준 217

Seok joon, LEE

직류 모터 내장 초 슬림 선풍기 디자인

이승철 222

Seung chul, LEE

메모홀더

이한성 213

Han sung, LEE

벽을 등반하는 램프

이해묵 211

Hai mook, LEE

옷걸이 겸용 LED 플로어 램프 디자인

이혁수 211

Hyuk soo, LEE

레저용 배터리팩

정충모 213

Chung mo, JUNG

3차원 입체 안경디자인

정하성 218

Ha seong, CHEONG

디지탈 멀티메타 디자인

조성진 210

Sung jin, CHO

대한민국공식상징디자인-태극기 넥타이 

제품디자인

최양현 219

Yang hyun, CHOI

IH 인덕션 렌지

홍정표 219

Jung pyo, HONG

사출기 디자인 2014

Enviro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권기범 224

Gi beom, KWON

플레이민턴

박필제 226

Pil je, PARK

전쟁기념관 UN참전실 전시조명디자인

유상욱 226

Sang Wook, YOO

해수욕장 기념비 Type_A

유진형 224

Jin hyung, YOO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책가도

이재원 225

Jae won, LEE

공공화장실 디자인

장광집 225

Kwang chib, CHANG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더 휠 오브 아트 

스페이스-

전성수 225

Sung su, JEON

제주세계자연유산 상징조형물

정운성 223

Woon sung, Chung

더웨이나 스토어 아이덴티티 디자인

한기웅 223

Ki woong, HAN

화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Package Design

김곡미 230

Gok mi, KIM

대학나온 우리계란

안상락 229

Sang lak, AN

전통가주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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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균 228

Yong kyun, OH

비타엠 음료패키지디자인

이권식 227

Kwon sik, LEE

마니커 치킨제품 시리즈 포장디자인

이복영 229

Bog young, LEE

아름다운 세제 볼

이원진 231

Won jin, LEE

우리폼맥스를 위한 브랜드패키징

이찬 228

Chan, LEE

순오름 화장품

임종웅 230

Jong wung, RIM

논산 딸기양갱

홍현기 227

Hyeon ki, HONG

피코크 향신료 패키지 디자인

Visual Design

강성철 39

Sung cheul, KANG

아름다운 한국

강윤성 246

Yoon sung, KANG

코리아 이미지 포스터

고현 249

Hyun, KO

불교행사포스터

구환영 239

Hwan young, KOO

포스터

권기덕 251

Ki deuk, KWON

폭포-3

김경균 237

Kyung keun, KIM

福

김경훈 234

Kyung hoon, KIM

IKEA

김금재 244

Keum jae, KIM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김기순 234

Ki soon, KIM

포스터

김병진 236

Byung jin, KIM

한국의 이미지

김상락 233

Sang rak, KIM

한국의 무신

김성년 247

Sung yeon, KIM

한국이미지 포스터2014

김영희 254

Young hee, KIM

무궁화이미지-20141106

김윤배 256

Yoon bae, KIM

한국의 이미지

김진석 241

Jin seok, KIM

포스터

김해선 252

Hae sun, KIM

한성대학교 대학원 PR

김홍련 240

Hong yeon, YOON

자연이미지

남용현 247

Yong hyun, NAM

물망초

남윤호 235

Yoon ho, NAM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명계수 236

Gae soo, MYUNG

한국 문화의 원천

명광주 254

Gwang joo, MYUNG

상상 2014

문철 241

Cheul, MOON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

박강용 253

Kang yong, PARK

도시미감(都市味感)

박일재 235

Il jae, PARK

봄 아리랑

박정우 232

Jung woo, PARK

POP 디자인 제안

박현욱 240

Hyun wook, PARK

포스터디자인

백금남 238

Keum nam, BAEK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서광적 243

Gwang jeok, SEO

디자인

서기흔 255

Ki heun, SEO

가까이 더 가까이

선병일 252

Byung il, SUN

Save the life

손원준 246

Won joon, SON

framework

여운장 249

Un jang, YEO

기업홍보 포스터

여훈구 242

Hoon koo, YEO

애플 홍보용 포스터

유한태 244

Han tae, YOO

태극포스터 - evolution

윤여종 254

Yeo jong, YOON

삶이란?

윤현정 237

Hyun jung, YOON

사랑

이미영 245

Mi young, LEE

환경보호 캠페 인포스터

이미정 250

Mi 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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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255

Jin koo, LEE

한국의 농악

임경호 248

Kyung ho, LIM

일러스트레이션-내추럴 펀

장호철 251

Ho cheul, JANG

즐겨라, 대한민국!

장훈종 242

Hoon jong, JANG

한글의 시간여행..

정계문 253

Gue moon, JUNG

전시회 포스터

정동욱 232

Dong wook, JUNG

대화

정용규 234

Yong kyu, JUNG

기다림의 미소(Ⅱ)

최성규 238

Sung kyu, CHOI

아트 포스터(색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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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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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ha, KIM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김병수 277

Byung soo, KIM 

Digital PC case Design

김용모 280

Yong mo, KIM

서류가방 디자인

김재덕 273

Jae deok, KIM

AIR DRIVE 7 -OIL MIST COLLECTOR

김현성 272

Hyun sung, KIM

가습기+미니정수기

박종만 270

Jong man, PARK

DTG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백순현 274

Soon hyun, BAIK

병원용 혈당 측정기

서석교 279

Seok kyo, SEO

스마트 도킹오디오

석창훈 278

Chang hoon, SUK

교통신호제어기

신익수 277

Ik soo, SHIN

지그재그 이어폰

유천희 271

Chun hee, YOO

세라믹 쉘 멀티 스타일러

이도영 272

Do young, LEE

스마트홈 어답터

이용한 276

Yong han, LEE

싱글족을 위한 무빙 멀티 테이블 수납 가구

임호준 273

Ho joon, LIM

코너를 활용한 벽시계 디자인

조경득 278

Kyung deak, CHO

케이뷰티/네일아트를 위한 led램프

(젤 네일 큐어링 용)

조윤호 275

Yun ho, CHO

현대와코텍 냉온수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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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승 40

Jae seung, CHO

스마트 터치 URC(유니버셜 리모트 콘트롤) & 

멀티 도킹 시스템

채성수 275

Sung soo, CHAE

단체시설 위생을 위한 손소독기 디자인

최석준 276

Suk jun, CHOI 

2채널 4.5인치 풀 HD 블랙박스

최용혁 270

Yong hyuk, CHOI

자유공간 광전송 시스템 디자인

Enviroment Design and 
Interior Design

곽봉철 282

Bong chul, KWAK

벤치

김정훈 281

Jung hoon, KIM

버스쉘터

황재호 281

Jae ho, HWANG

고무 나이트클럽

Package Design

강문수 290

KANG MUN SU

비 가열 전통 돈까스 Tray-Top Sealing용 일

본 수출용 패키지디자인

고경란 283

Kyung ran, KO

제주 고구마 빼떼기

김남훈 292

Nam hoon, KIM

예다손 쿠키세트 포장디자인

김두한 287

Du han, KIM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 패키지디자인

김성용 286

Sung yong, KIM

LUNA 기획세트 BB파운데픽서

김일오 290

Il Oh, KIM

2014년 IT 아카데미 행사 연출

노시우 291

Si woo, NOH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수 있는 수산물브랜드

포장디자인 제안

도일 283

Il, DO

Reuse가 가능한 키즈패드2 Package

박정훈 286

Jung hoon, PARK 

코카-콜라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박태진 287

Tae jin, PARK

느티울(한식간장)

박현경 295

Hyun kyung, PARK

에쎄골든립

송소원 292

So won, SONG

키즈케어 치과선생님이 만든 치약

신현호 289

Hyun ho, SHIN

주식회사 태인 프리다 캐비어 화장품 패키지

양재희 288

Jae hee, YANG

크리에이티브랩 우드 다이어리

유재형 288

Jae hyoung, YOU

하이포크 나트륨을줄인담백한저염햄

육지훈 285

Ji hun, YUK

부드럽고 달콤한 설레임 델리쉬 크레페 

패키지 디자인

윤미경 293

Mi kyoung, YUM

카퍼퓸

윤찬종 294

Chan jong, YOON

가평잣 포장디자인

윤홍열 295

Hong yeol, YOON

자연사랑

이경수 289

Kyung soo, LEE

레인제로 패키지 디자인

이상호 294

Sang ho, LEE

그릭요거트 그래놀라

이창석 284

Chang suk, LEE

MU3 (스마트 유에스비 3.0)

이철희 293

Chul hee, LEE

개성왕납작군만두

정진숙 284

Jin suk, JUNG

코너커피 테이크아웃용품

조창희 291

Chang hee, CHO

아리랑 8복

한상현 285

Sang hyun, HAN

LG유니참 : 쏘피 한결 (여성용품)

Textile Design and 
Fashion Design

김국원 296

Kuk won, KIM

Chaos

김성달 299

Seong dal, KIM

스티치트랜스퍼/자카드니트 타이

김소현 302

So hyun, KIM

Bloom_SH2014-01

김주희 301

Joo hee, KIM

화려한...

김지영 300

Ji young, KIM

스카프

김현정 298

Hyun jung, KIM

기억속으로

박문희 304

Moon hee, PARK

순수

박상오 296

Sang oh, PARK

YU 스카프디자인

양윤진 305

Jina, YANG

색동 데님 가방

왕경희 299

Kyung hee, WANG

더 리브스

이건만 298

Geon maan, LEE

매화꽃길 롱스카프

이민정 304

Min jung, LEE

클래식 베스트

이준승 302

Joon sung, LEE

남성용 액세서리

이지은 305

Ji eun, LEE

넥타이

임선양 301

Sun yang, LIM

킬림빈티지

정보리 303

Bo ri, JEONG

프랙탈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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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297

Gi wook, JEONG

큐브한글매트

조문환 297

Moon hwan, CHO

조약돌 (쇼퍼백)

조예령 300

Ye ryung, CHO

니트 숄

최유미 303

Yoo mi, CHOI

At the water's edge

Visual Design

고영진 324

Young jin, KO

포스터

구윤희 316

Yoon hee, KOO

웃음 꽃이 피였습니다.

권영대 322

Young dai, KWON

한국인의 제2외국어

김광민 310

Kwang min, KIM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포스터

김덕순 320

Deok sun, KIM

Flower #2014

김상학 334

Sang hak, KIM

비표상

김선주 332

Sun ju, KIM

"偶 然"

김세웅 332

Se woong, KIM

서울의 밤

김영식 313

Young sik, KIM

잊지않겠습니다

김정두 315

Jeoung doo, KIM

강남시장 마을축제

김진영 316

Jin young, KIM

꿈꾸는 나를 꿈꾼다

김한중 314

Han joong, KIM

한진중공업 기업PR

김효민 311

Hyo min, KIM

아이에프에스-텐

노미선 318

Mee seon, ROH

한국의 태양상징2014

박기홍 330

Ki hong, PARK

재주는 곰이 부리고...

박무건 319

Moo gun, PARK

포스터

박승대 333

Seung dae, PARK

설악산/단풍

박윤신 312

Yun shin, PARK

지구의 날

박인창 308

In chang, PARK

한국의 선

박재현 306

Jae hyun, PARK

청송수석꽃돌박물관

박준우 317

Jun woo, PARK

fadeaway

박현송 333

Hyun song, PARK

아름다운 미소

배성익 335

Sung ik, BAE

2014 아시아 디자이너 초대전

서교준 315

Gyo jun, SEO

넥센타이어 광고포스터

손지훈 329

Ji hoon, SON

드로잉패턴1401

송기정 322

Kee jung, SONG

La 1653 - 와이드 듀플렉스 월페이퍼 가이드 북

송인수 313

In soo, SONG

월드디자인 페스티벌 포스터

신병근 312

Byoung keun, SHIN

고전은 나의 힘

신재욱 321

Jae wook, SHIN

스마트버그의 세상

신정철 326

Jeong chul, SHIN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20주년 포스터

안기영 319

Ki young, AN

안 기영 한글 문양디자인

안창호 327

Chang ho, AHN

환경포스터

양순정 335

Soon jung, YANG

바쁘게 돌아가는 쳇바퀴

엄선철 308

Sun chul, UM

인생

원영국 307

Young kug, WON

여자는 생의 생명줄이다.

유성봉 318

Sung bong, YU

원전, 다가오는 위헙!

윤병문 309

Byoung mun, YUN

DESIGN 전문회사 GUIDE BOOK

윤영노 327

Young no, YOUN

cafe slow B.I

이경순 325

Kyung soon, LEE

토요일의 나이트 파티

이경희 328

Kyoung hee, LEE

생물다양성 협약 포스터

이관식 321

Kwan sik, LEE

한국의 멋

이근형 333

Keun hyung, LEE

푸조자동차 포스터

이방원 325

Bang won, LEE

포스터

이서영 307

Seo young, LEE

미술전 '나무의 숨결'

이성수 334

Sung su, LEE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DAUM 홍보 포스터디자인

이충상 311

Choong sang, LEE

투계(鬪鷄)

장재욱 324

Jae wuk, CHANG

환영

장호현 310

Ho hyun, JANG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 포스터

정보민 326

Bo min, JEONG

또하나의 삶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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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317

Sang Hyun, CHUNG

정상현(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포스터)

정종인 331

Jonhg in, JUNG

이미지 포스터

조운한 320

Un han, CHO

공익광고 포스터(건전한 댓글 문화)

조찬우 323

Chan woo, CHO

지구 (일회용이 아닙니다.)

조필호 328

Pill ho, CHO

폐의약품 어떻게 버리시나요?

진애라 323

Ae ra, JIN

내고향 곶감

최문희 309

Moon hee, CHOI

보령머드

최승연 329

Seung yeon, CHOI

풍류(風流)

최인숙 306

In sook, CHOI

KTX 호남- 호남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린다.

최재원 318

Jae won, CHOI

깨어나라 대한민국!

최종필 308

Jong feel, CHOI

공생(共生)

최진호 331

Jin ho, CHOI

나이키iD 포스터

현은정 330

Eun jeong, HYUN

Blooming

홍영래 314

Young rae, HONG

포스터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권기제 339

Ki Je, KWON

미디어 블럭

김병택 338

Byung taek, KIM

디지털유목민

박성억 339

Sung euk, PARK

대구텍 e-카달로그 개발 제안

오성수 336

Sung soo, OH

써클카드

이동수 337

Dong soo, LEE

Mobile GUI Design

이은석 336

Eun seok, LEE

아리랑

임효영 337

Hyo young, LEEM

자화상

하윤희 338

Youn hee, HA

기아자동차 글로벌 워크캠프 홍보 모션그래픽 PR

Craft Design and 
Jewelry Design

곽우섭 340

Woo seup, KWAK

멜로디

김남수 342

Nam soo, KIM

조립식 만자문 의자

김석영 345

Seok young, KIM

기원

김완규 342

Wan kyu, KIM

필함

노은희 340

Eun hee, NOH

한국전통기법 줌치 조명등

송신혜 341

Shin hye, SONG 

비움과 채움

정택우 345

Taek woo, JUNG

담소

조신근 343

Shin keun, CHO

물방울

조원희 344

Won hee, CHO

차 한잔의 여유

지정용 343

Jung yong, JI

공간-낮은의자

천영록 341

Young rok, CHEON

꿈지

최기 344

Ki, CHOI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인장 및 Case 디자인

최철형 346

Chol heyong, CHOI

다용도 기능화기

Service Design

남윤태 347

Yun tae, NAM

RGB Boxe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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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개최년도 기 간 명    칭 접 수 부 문 장  소 주  최 주  관

제1회 1966 8.3-8.22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상업미술
공예미술
공업미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종합전시관
경복궁미술관
한국디자인센터
국립공보관

상공부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 1967 9.1-9.30

제3회 1968 7.25-8.24

제4회 1969 6.10-6.30

제5회 1970 6.1-6.30

제6회 1971 6.5-6.25

제7회 1972 4.17-4.30

제8회 1973 6.1-6.15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제9회 1974 6.15-6.30

제10회 1975 6.5-6.18

제11회 1976 6.4-6.17

제12회 1977 10.4-10.23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

제13회 1978 6.1-6.20

제14회 1979 6.8-6.22

제15회 1980 5.19-6.7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제16회 1981 7.10-7.29

제17회 1982 7.2-7.21

제18회 1983 7.8-7.27

제19회 1984 9.1-9.15

제20회 1985 9.10-9.24

제21회 1986 5.27-6.10

제22회 1987 5.26-6.9

제23회 1988 5.26-6.9

제24회 1989 9.5-9.19

제25회 1990 5.18-6.1

제26회 1991 5.10-5.24

제27회 1992 5.15-5.30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 전시관

상공자원부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

제28회 1993 9.1-9.15

제29회 1994 5.2-5.16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통상산업부

제30회 1995 5.2-5.14

제31회 1996 5.2-5.16

제32회 1997 5.2-5.16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전시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제33회 1998 5.2-5.16

제34회 1999 5.4-5.13

산업자원부

제35회 2000 5.16-5.22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제36회 2001 5.4-5.10

한국디자인
진흥원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
단체총연합회

제37회 2002 5.2-5.12

제38회 2003 5.23-6.1

제39회 2004 6.2-6.11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공예 및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40회 2005 6.17-6.26

제품디자인 / 환경·실내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 공예·주얼리디자인 /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41회 2006 6.16-6.25

제42회 2007 6.29-7.5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제43회 2008 6.26-7.2

지식경제부

제44회 2009 6.25-7.1

제45회 2010 12.7-12.12
코엑스

제46회 2011 10.20-10.23

제47회 2012 10.25-10.28

제품디자인 / 환경·실내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 공예·주얼리디자인 /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엑스코

제48회 2013 10.10-10.13 김대중컨벤션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제49회 2014 11.6 ~ 11.10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연혁  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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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URATION TITLE APPLICATION PART PLACE ORGANIZER SPONSOR
1 3 Aug. - 22 Aug. 1966

Korea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 Exhibition

Commercial Design
Craft Design

Industrial Design

National Modern Art 
Gallery Exhibition Hall

Duck Soo Pal.
Art Gallery Design 
Center National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 1 Sep. - 30 Sep. 1967
3 25 Jul. - 24 Aug. 1968
4 10 Jun. - 30 Jun. 1969
5 1 Jun. - 20 Jun. 1970
6 5 Jun. - 20 Jun. 1971
7 17 Apr. - 30 Apr. 1972
8 1 Jun. - 15 Jun. 1973

National Modern Art 
Gallery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9 15 Jun. - 30 Jun. 1974
10 5 Jun. - 18 Jun. 1975
11 4 Jun. - 17 Jun. 1976
12 4 Oct. - 23 Oct. 1977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Design

Exhibition Hall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13 1 Jun. - 20 Jun. 1978
14 8 Jun. - 22 Jun. 1979
15 19 May. - 7 Jun. 1980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 Environment Design

16 10 Ju1. - 29 Jul. 1981
17 2 Jul. - 21 Jul. 1982
18 8 Jul. - 27 Jul. 1983
19 1 Sep. - 15 Sep. 1984
20 10 Sep. - 24 Sep. 1985
21 27 May. - 10 Jun. 1986
22 26 May. - 9 Jun. 1987
23 26 May. - 9 Jun. 1988
24 5 Sep. - 19 Sep. 1989
25 18 May. - 1 Jun. 1990
26 10 May. - 24 May. 1991
27 15 May. - 30 May. 1992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 Visual Design Exhibition Hall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e

28 1 Sep. - 15 Sep. 1993
29 2 May. - 16 May. 1994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30 2 May. - 14 May. 1995
31 2 May. - 16 May. 1996
32 2 May. - 16 May. 1997

Exhibition Hall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33 2 May. - 16 May. 1998
34 4 May. - 13 May. 1999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35 16 May. - 22 May. 2000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 Package Design
Industrial Design / Multimedia Design

36 4 May. - 10 May. 2001

Exhibition Hall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37 2 May. - 12 May. 2002
38 23 May. - 1 Jun. 2003

39 2 Jun. - 11 Jun. 2004

Product Design /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 Package Design 

 Industrial & Jewelry Design / Textile Design 
Multimedia Contents Design

40 17 Jun. - 26 Jun. 2005

Product Design /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41 16 Jun. - 25 Jun. 2006
42 29 Jun. - 5 Jul. 2007

Korea Design 
Exhibition

43 26 Jun. - 2 Jul. 2008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4 25 Jun. - 1 Jul. 2009
45 7 Dec. - 12 Dec. 2010

COEX
46 20 Oct. - 23 Oct. 2011

47 25 Oct. - 28 Oct. 2012

Product Design /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 Service Design

 EXCO

48 10 Oct. - 13 Oct. 2013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49 6 Nov. - 10 Nov. 2014 Ilsan Kint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