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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966년 상공부 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열린 이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올해로 5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속성장 시기와 만들기 바빴던 산업화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디자인전람회는, 그간 50년의 시간을 이어 오면서 대한민국 
디자인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높아진 수상작들의 수준만큼이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위상 역시 국내 최고 디자인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차 예선을 통과한 파이널리스트 
모두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디자이너스 파티’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비즈니스 및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디자이너분들이 더욱더 정진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디자인을 알리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ince the opening of the first “Korea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 Exhibition” in 1966 hel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Korea Design Exhibition” is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design exhibition which started in a difficult situation 
at the time of rapid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has 
fulfilled the role of a gateway that discovers young talents 
who will be leading Korea design during the time of past 
50 years. As a result, the status of Korea Design Exhibition 
has become the best design exhibition in the country as 
the level of the award-winning works that gets higher each 
year. 

The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this year will not only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exhibition to the finalists who 
passed the preliminary round but also hold a “designer’s 
party” on the spot to increase self-esteem of participants 
and offer a practical help such as a connection to business 
and employment. 

PRESIDENT OF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yONGBIN
JuNG

정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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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멋진 작품으로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를 
빛내주신 디자이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spare no efforts to fully support the next designers 
so that they can devote themselves more and stand as 
leading characters that can increase awareness of Korean 
design around the world. 

In this meaningful year of 50th anniversary, I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designers who honored Korea Design 
Exhibition with their splendid works and congratulate on 
your winn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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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우리나라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할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이자 K-DESIGN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올해로 제5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입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제품, 환경·실내, 포장, 텍스타일·패션, 시각,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공예·주얼리 그리고 서비스디자인 부문까지 
디자인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관 공동주관의 국가 디자인공모전입니다. 본 공모전은 
회를 거듭할수록 각 분야에 걸쳐 참여의 수가 고르게 증대되고 있고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예비디자이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비즈니스 연계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디자인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개발 지향적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그리고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융합하는 디자인,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디자인, 
전통문화의 특성을 계승하는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I am deeply pleased to have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this year that will serve as a momentum 
to confirm the endless potential of Korean design, become 
a gateway for the next new designers who will take a key 
role in creative economy, and sprea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K-DESIGN. I also sincerely would like to 
thank and congratulate those of you who won honors in 
this exhibition.

Korea Design Exhibition is the only national design contest 
held jointly by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whose 
top authority is recognized in the nation by the contests 
in all the fields of design arranging from product to 
environment and interior, textile and fashion, visual, digital 
media, contents, crafts and jewelry, and service desig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each field is increasing evenly 
over time, and the contest is not only improving the quality 
of artwork but also providing opportunities of job creation 
for future designers and lighting up the future of Korea’s 
design industry through the business-connected support by 
discovering new ideas. 

HONORARy PRESIDENT OF KFDA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yONGSOON
PARK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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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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디자인 분야는 산업과 경제, 사회문화와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디자인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는 디자인의 
기능을 확신시키고 창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창작과 비전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전람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을 엄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 design in the 21st century should stay together with 
the public from the design for the public, be the sustainable 
design from the development-oriented one, integrate 
scientific technology with artistic sensitivity, be shared 
globally, and succeed the features of traditional culture. 
The function of design today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center of creation with its comprehensive abilities that can 
suggest ideas and blend them with various expertises and 
visualize and materialize them. 

Now our design industry should put efforts into spreading 
the design function in the aspects of the industry and 
economy, and the social cultur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 Korea also should be the leading country in 
creative design in the global society in order to become 
a creative advanced country. Korea Design Exhibition 
will strive together to become an international exhibition 
that can confirm the function of design and show various 
design creations and visions required to become a creative 
country. 

I give a very big hand again to those who are honored as 
winners who will be suggesting and leading the future 
design trends. I also would like to thank to the judges 
who carefully selected the outstanding designs and the 
people concerned for your support for making the contest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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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올해로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5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50년 전 제반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모든 것이 어려웠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에 시작하여 이제 반세기의 연륜을 쌓은 것입니다.

그간 많은 디자이너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으며, 출품작들은 산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디자인 발전에 총체적으로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각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민의 문화적 취향을 전적으로 고양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들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분야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품격을 향상 하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
실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8개 출품 부문에 1,421점이 출품되어, 
엄격한 1차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 50점, 특선 61점, 
그리고 입선 151점으로 총 262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락화’(樂花)는 
노인들의 지식 나눔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디자인입니다.

It i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this year. Starting from 50 years ago at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when everything was difficult 
because overall social conditions were not prepared, the 
Exhibition has had years of experience now for half a 
century.

It has taken a role of a gateway for many designers and the 
artworks accepted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design in general having connections with the 
industry. 

It played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level of quality of 
designers and each design field in Korea, and fully raised 
the cultural preference of the public. A series of these 
interactions contributed not only to Korea’s industry and 
economy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y’s 
prestige greatly.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OF 
THE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장

GyEONGwOO
MIN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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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자인은 인간 생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로 그 범주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50년 동안 항상 우리나라 디자인의 현주소이었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힘찬 도약과 아울러 
새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Total 1,421 works are submitted in 8 categories of entries 
such as visual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and 
interior design, and service design for this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All 262 works were selected including 
50 winners, 61 special prizes, and 151 acceptances after 
going through the strict primary screening and the final 
screening. 

Particularly in this year, the newly added “service design” 
from 2012 won the Presidential prize for the first time. 
“Happy Flower” that won the best prize is an educational 
service program design that induces the social participation 
by sharing knowledge of the elderly. 

Now design is expanding its scope further to the phase that 
can sugges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while solving a wide 
range of problems arose from the human life at the same 
time. 
Everything in our life is connected with design.

In this aspect, I expect a new role for Korea Design 
Exhibition for the new era with taking a powerful step 
towards the new 50 years of the Exhibition that used to be 
the present address of the design in Korea at all times for 
50 years.

I truly offer my words of encouragement and ongratulations 
to all the winners. 



입상 1등위

14

제품디자인

  

JuRy STATuS
심사위원회

016
017

cHAIRPERSON 

THE 1ST / 2ND JuRy MEMBERS

심사위원장

1차/2차 심사위원



15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16

심사위원회

GyEONGwOO MIN민경우

cHAIRPERSON

심사위원장



17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SuEON BOO

SEONGBAE KIM

SEOPHuI SuN

HyEONJu KIM

부수언 

김성배

선섭희

김현주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PIlJE PARK

SEOKHyEON lEE

JANGwON AHN

SEuNGHA SuH

박필제

이석현

안장원

서승하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SEONGEOK 

PARK

cHANGGI HONG

GyEwON KO

박성억

홍창기

고계원

임소정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윤정식   JEONGSIK yOON

유선일   SEONIl yOO

박찬일   cHANIl PARK

강경용   GyEONGEuNG KANG

신현호   HyEONHO SHIN

김한   HAN KIM

이은실   EuNSIl lEE

김숙진   SuKJIN KIM

윤세환   SEHwAN yOON

김태완   TAEwAN KIM

유병철   ByEONGcHEOl yOO

장연선   yEONSEON cHANG

오경순   GyEONGSuN OH

김동빈   DONGBIN KIM

SEONGJAE SONG

JuSEOK PARK

ByEONGGEuN OH

GyEONGGyu lEE

송성재

박주석

오병근

이경규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BEOMSuN JANG

MIGyEONG TAK

HyEONJEONG yOON

SEONGJIN cHO

장범순

탁미경

윤현정

조성진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uIcHEOl JuNG

JINHEON NA

yEONGHyEON cHOI

yEONGAE HAN

정의철

나진헌

최영현

한영애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THE 1ST JuRy MEMBERS

THE 2ND JuRy MEMBERS

2차 심사위원

1차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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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REVIEw
포토 리뷰

020
02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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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AREA

AwARD cEREMONy

EXHIBITION

DESIGNER'S PARTy

심사장

시상식

전시장

디자이너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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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JuDGE AREA

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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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리뷰

AwARD cEREMONy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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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리뷰

AwARD cEREMONy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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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EXHIBITION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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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EXHIBITION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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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DESIGNER'S PARTy

디자이너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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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INVITED & ESTABlISHED DESIGNERS
초대 · 추천디자이너 명단

034
037

INVITED DESIGNERS

ESTABlISH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명단

추천디자이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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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추천디자이너 명단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신택균   TAIKGyuN SHIN

김성배   SuNGBAE KIM

박성규   SuNGGuE PARK

곽대영   DAE yOuNG KwAK

송창호   cHANGHO SHONG

이한성   HANSuNG lEE

김선규   SEONKyu KIM

구기설   KISEOl KOO

박태영   TAIyOuNG PARK

박필제   PIlJE PARK

전성수   SuNGSu JEON

유진형   JINHyuNG yOO

장광집   KwANG cHIB cHANG

한기웅    KIwOONG HAN

이병훈   ByuNGHOON lEE

이해묵   HAIMOOK lEE

이덕상   DuKSANG lEE

박억철   EOKcHul PARK

이석준   SEOKJOON lEE

고정욱   JuNGwOOK GO

조재승   JAESEuNG cHO

강경용   KyuNGyONG KANG

윤재우   JAEwOO yOON

이기출   KIcHOul lEE

이혁수   HyuKSOO lEE

조종호   JONGHO cHO

강병길   ByuNGKIl KANG

최양현   yANGHyuN cHOI

정충모   cHuNGMO JuNG

김장석   JANGSEOK KIM

유상욱     SANGwOOK yOO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정동욱

박정우   

장훈종   

김상락   

최성규  

문철  

김제중

방재기  

서광적  

강윤성  

고영진

박주석

DONGwOOK JuNG

JEONGwOO PARK

HuNJONG JANG

SANGRAK KIM

SuNGKyu cHOI

cHulMOON

JEJOONG KIM

JAEGI BANG

KwANGJucK SuH

yOONSuNG KANG

yOuNGJIN KO

JuSEOK PARK

서기흔

손원준

남윤호 

한백진

남용현 

이진구

김윤배 

박현욱  

김홍련 

김상학 

김영희

임경호 

KIHEuN SHuR

wONJuN SON

NAMyOuN HO

BAEKJIN HAN

yONGHyuN NAM

JINKu lEE

yOONBAE KIM

HyEONwOOK PARK

HONGRyuN KIM

SANGHAK KIM

yOuNGHEE KIM

KyuNGHO lIM

함부현 

김금재 

이미정 

이미영 

이경희

구환영

김성년 

박현택 

박강용 

명광주

명계수

강성철 

BOOHyuN HAMM

GEuMJAI KIM

MIJuNG lEE

MIyOuNG lEE

KyOuNGHEE lEE

HwANyOuNG Gu

SEONGNyEON KIM

HyuNTAEK PARK

KANGyOuNG PARK

KwANGJOO MyuNG

KyESOO MyuNG

SuNGcHul KANG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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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김강국   KANGKOOK KIM

이복영   BOGyOuNG lEE

이찬       cHAN lEE

한승문   SEuNGMuN HAN

고영균   yOuNGKyuN KOH

임수연   SOOyOuN lIM

임종웅   JONGwuNG RIM

이권식   KwONSIK lEE

윤찬종   cHANJONG wOON

안상락   SANGlAK AN

이원진   wONJIN lEE

김곡미   GOKMI KIM

김기순 

김진석 

황순선

윤현정

정계문

현영호

한욱현

KISOON KIM

 jINSuK KIM

SOONSuN HwANG

HyEONJEONG yOON

KyEMOON cHuNG

yOuNGHO HyuN

wOOKHyuN HAN

김경균  

김병진 

여훈구  

장호철 

최호천 

선병일 

송성재  

KyOuNGKyuN KIM

ByuNGJIN KIM

HuNGOO lyEO

HOcHul cHANG

HOcHyuN cHEy

ByOuNGIl SuN

SEONGJAE SONG

하용훈  

권기덕  

윤여종   

백금남  

장범순   

yONGHuN HA

KIDuK KwON

yEOJONG yOON

KuMNAM BAIK

BuMSOON JANG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 JEwElRy DESIGN

양덕환   DuKHwAN yANG

김성진   SuN JIN KIM

강흥석   HEuNGSEOK KANG

윤선영   SuNyOuNG yuN

김태종   TAEJONG KIM

장미연   MEEyEON JANG

이봉규   BONGKyu lEE

박병호   ByuNGHO PARK

김현식   HyuNSIK KIM

이기상   KISANG lEE

류남희   NAMHEE Ryu

곽태혁   TAEHyEuK KwAK

안덕춘   DuKcHOON AHN

윤근       KEuN yOON

노은희   EuNHEE NOH

황인철   INcHul HwANG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TEXTIlE & FASHION DESIGN

조성진   SuNGJIN cHO 정경연   KyuNGyE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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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정운성 wOONSuNG cHuNG 홍창기 cHANGKE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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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이해권   

황세민   

최용혁  

조윤호  

홍현우  

김병수 

이권환  

이도영 

HAEKwON lEE

SEMIN wHANG

yONGHyuK cHOI

yuNHO cHO

HyuNwOO HONG

ByuNGSOO KIM

KwONHwAN lEE

DOyOuNG  lEE

황재호  

박재익 

JAEHO HwANG

JAEIK PARK

류다혜 

김동하

DAHyE RyOO

DONGHA KIM

최규호

곽봉철 

GyuHO cHOI

BONGcHul KwAK

채성수

구자윤 

금중혁 

백순현 

지용규 

이재호

서석교

이용한

SuNGSOO cHAE

JAyuN Ku

JOONGHyuK KEuM

SOONHyuN BAIK

yONGKyu cHI

JAEHO lEE

SEOKKyO SEO

yONGHAN lEE

최석준

최병현 

김형근 

김덕근 

박종만  

신익수   

조경득

SuKJuN cHOI

ByEONGHyEON cHOE

HyuNGGEuN KIM

DEOKKEuN KIM

JONGMAN PARK

IKSOO SHIN

KyuNGDEAK cHO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전용석

박인창

이충상

최문희

김덕순

조규창

김세웅

구윤희

이경규

정재창

정준용 

이승환

김정두

yONGSEOK cHuN

INcHANG PARK

cHOONGSANG lEE

MOONHEE cHOI

DEOKSuN KIM

KyucHANG cHO

SEwOONG KIM

yOONHEE KOO

KyuNGGuE lEE

JAEcHANG JEOuNG

JOONyONG JuNG

SEuNGHwAN lEE 

JEOuNGDOO KIM

권영대

유성봉

진애라 

박무건  

안창호  

현은정   

김병완  

이관식 

임중남  

강중규   

송인수 

원영국  

윤영노 

yOuNGDAI KwON

SuNGBONG yu

AERA JIN

MOOGuN PARK

cHANGHO AHN

EuNJEONG HyuN

ByuNGwAN KIM

KwANSIK lEE

JOONGNAM lIM

JOONGGyu KANG

INSOO SONG

yOuNGKuG wON

yOuNGNO yOuN

조필호

현은령

김영식

이주미

박기홍

김진영

최승연 

이근형 

박현송 

최재원 

신재욱

신병근  

김혜림 

PIllHO cHO

EuNRyuNG HyuN

yOuNGSIK KIM

JOOMI lEE

KIHONG PARK

Jinyoung Kim

SEuNGyEON cHOI

KEuNHyuNG lEE

HyuNSONG PARK

JAEwON cHOI

JAEwOOK SHIN

ByOuNGKEuN SHIN

HyElIM KIM

ESTABlISHED DESIGNERS

추천디자이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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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박태진 

도일

김두한 

이창석 

유재형  

강문수 

김성용  

윤미경   

한상현  

육지훈  

강문수   

TAEJIN PARK

Il DO

DuHAN KIM

cHANGSuK lEE

JAEHyOuNG yOu

MuNSu KANG

SuNGyONG KIM

MIKyOuNG yuN

SANGHyuN HAN

JIHuN yuK

MuNSu KANG

김성용

윤미경

한상현

육지훈

박정훈 

김남훈

이철희 

남미나   

고경란 

양재희

송소원  

SuNGyOuNG KIM

MIKyOuNG yuN

SANGHyuN HAN

JIHuN yuK

JuNGHOON PARK

NAMHOON KIM

cHulHEE lEE

MINA NAM

KyuNGRA KO

JAEHEE yANG

SOwON SONG

노시우

박현경

이원두

용진경

이상호

이경수

조창희

김일오

이석준

강재도 

윤홍열

SIwOO NOH

HyuNKyuNG PARK

wONDOO lEE

JINKyuNG yONG

SANGHO lEE

KyuNGSOO lEE

cHANGHEE cHO

IlO KIM

SEOKJuN lEE

JEADO KANG

HONGyEO yOON

정찬환

안기영

김효민

박승대

박상규

이방원

최종필

손지훈

신정철 

cHANHwAN cHuNG

KIyOuNG AN

HyOMIN KIM

SEuNGDAE PARK

SANGGyu PARK

BANGwON lEE

JONGFEll cHOI

 JIHOON SON

JEONGcHul SHIN

최진호

박영출

박재현

장재욱 

이진만

최인숙

조운한

박민성

최미경 

JINHO cHOI

yOuNGcHul PARK

AEHyuN PARK

JAEwuK cHANG

JINMAN lEE

INSOOK cHOI

uNHAN cHO

MINSEONG PARK

MIKyuNG cHOI

김혜림 

이은선   

신재균   

김형석

정성호 

홍영래 

김선주

노미선

HyElIM KIM

EuNSuN lEE

JAEKyuN SHIN

HyEONGSEOK KIM

SuNGHO JuNG

yOuNGRAE HONG

SuNJu KIM

MEESEON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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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 JEwElRy DESIGN

김석영

천영록

김상열 

송신혜 

김완규 

SEOKyOuNG KIM

yOuNGROK cHEON

SANGyOul KIM

SHINHyE SONG

wANKyu KIM

조원희 

최철형

박상철

정택우

최기

wONHEE cHO

cHOlHEyONG cHOI

SANGcHul PARK

TAEKwOO JuNG

KIcHOI

김호성 

윤진 

정건용

HOSuNG KIM

JINyOON

GENyOuNG JEOuNG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TEXTIlE & FASHION DESIGN

이민정

박문희

권성하 

김성달

김난희 

MINJuNG lEE

MOONHEE PARK

SuNGHA KwON

SwONGDAl KIM

RANHEE KIM

박상오

김지영 

조예령 

이지은 

김주희 

SANGOH PARK

JIyOuNG KIM

yERyuNG  cHO

JIEuN lEE

JOOHEE KIM

정보리

임선양

왕경희 

김국원 

조문환

BORI JEONG

SuNyANG lIM

KyuNGHEE wANG

KuKwON KIM

MOONHwAN cHO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남윤태  TAENAM yuN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박준우

오성수

권기제 

김병택

JuNwOO PARK

SuNGSOO OH

KIJE KwON

ByuNGTARK KIM

이성수 

임효영

김세화 

박성억

SuNGSu lEE

HyOyOuNG lEEM

SEHwA KIM

SuNGEuK PARK

이은석

육지훈

박수관

EuNSEOK lEE

JIHuN yuK

SOOKw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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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WINNER'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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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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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상

PRIzE Of thE PRESIdENt

대통령상

서비스디자인

KNOWlEdgE ShaRINg PROgRam fOR SENIOR "JOyful flOWER"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식나눔 프로그램 “락화”

최근 고령화 사회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정책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또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빈곤문제, 
노인자살, 성매매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노인 계층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락화”프로그램은 노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체적인 자기관리와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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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Social support for old people is not 
enough at all as well as practical services. 
The aging society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poverty, suicide, and 
prostitution. “Joyful Flower” program 
is based on the true understanding of 
old people and can share their knowledge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t also 
induces old people to participate actively.

손지영 JIyOuNg RachEl SON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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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상

SNOW-cONvEyOR gREENhOuSE

폭설 붕괴 방지형 비닐하우스

김태경 taEKyuNg KIm
국윤성 yOONSuNg gOOK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붕괴 사고와 그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Snow-Conveyor Greenhouse는 그러한 상황에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를 보호하여 농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아주며, 기존의 농민들과 귀농을 꿈꾸는 사용자들이 
여름, 겨울에 관계없이 활발한 농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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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greenhouse collapsed due to heavy snowfall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re are still no solution. 
Snow conveyor Greenhouse can protect from any disaster 
and makes possible to farm even in the winter too.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상

시각디자인

bulSalla SPa

불살라 스파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가는 곳 목욕탕!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을 위한 유쾌한 불지옥 
온천, 불살라. 오늘날의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뿐 아니라 친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확인함과 동시에, 먹고, 마시고, 건강과 미용을 관리하고 휴식을 위한 복합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합적 생활공간이 공간 그 자체의 유쾌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찾아주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면? 웃을 일 없고 
피로에 찌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한국적 디자인의 일상탈피 공간 ‘불살라 스파’

2. 국무총리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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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bORa KIm The place that we go when we are fairly exhausted is public bath house! 
Today’s public bath house is not only for bath but also checking the kind of 
closeness with friends. At the same time, we eat, drink, manage health 
and beauty. It becomes a complex living space for relaxation. This complex has 
a pleasant living space and identity design of the space itself. ‘Bulsalla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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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제품디자인

vacuum bug ShIEld

진공이 되는 벌레 밥상덮개

무더운 여름철마다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벌레들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 가지 병균을 옮기는 파리와 여러 벌레는 
건강한 가족의 식탁을 찝찝하고 거북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기존의 음식 덮개 제품들은 많지만 완전하게 음식들을 
보호하지 않아 큰 효과는 없습니다. 주사기의 기압 원리를 이용하여 밥상 덮개 안쪽의 기압을 낮추어 진공상태로 만들게 
된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기압의 이동 원리에 의해 밥상 덮개가 철저히 흡착이 될 
것이고 더불어 덮개 안쪽이 진공상태로 인해 음식의 신선도가 유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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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WOOSuNg chOI
오시목 SImOK Oh

Every hot summer, we are struggling with the bugs that threaten our table. Flies and bugs that are 
transporting many germs make family dinner table uncomfortable. There are many food cover 
products but they can not completely protect the food effectively. If it lowers the pressure of the inside 
air and vaccum it, Principles of pressure to achieve a balance in air flow and this will be 
thoroughly absorbed along the inside of the cover. It will maintain the freshness of food by vacum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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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환경ㆍ실내디자인

REItERatION Of SPacE : ShaRE yOuR lIfE

공간을 중첩하다 : 삶을 공유하다

해가 지날수록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의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 
비례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 빈곤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코하우징 주택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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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경 hyEKyOuNg JuN Since the ratio of elder who lives alone is increasing, 
the situation generates many problems such as Death 
without family or friends and poverty. To solve the problem 
we would like to suggest co-housing for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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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시각디자인

my fRIENdly PlaNtS

친한식물

프로젝트의 목적은 고객으로 하여금 식물을 또 하나의 친구나 룸메이트 가족 등 소통이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여 인생을 함께 나누는 반려식물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환경과 성격에 
맞는 반려식물을 알려주고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반려식물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또 한 반려식물의 존재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식물일기를 제공, 식물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브랜드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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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nform that plants 
can be companion too. It informs about the companion 
plants for your environment and the nature of 
the customer and easier to understand by using 
characters and storytelling. It also informs 
the companion plant related information and precautions.

박은정 ENJ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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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포장디자인

dENERgy(dEtOx+ENERgy) PacKagE dESIgN

가족간 면역력 강화와 活力(활력)증진을 위한 
DenerGy(Detox+enerGy)패키지 디자인 제안

Since the quality of life 
have been enhanced, many 
people are interested about 
Detox and exercise which is 
related to health. Recently, 
importance of immune system 
is emerging because of many 
issues such as MERS. So we 
like to introduce package 
design to satisfy these kind of 
consumers.

현재 높아진 삶의 질에 따라 디톡스, 운동등 건강에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르스등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 면역력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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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SuJIN KIm
허인성 INSuNg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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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공예ㆍ주얼리디자인

dll

디엘엘

개인 생활 공간도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나’를 표현하길 
원하는 단 하나의 아이템. 나무와 금속의 대비되는 재료를 각각의 물성에 특징을 살려 따뜻한 
색감으로 어우러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디자인된 1인용 데스크.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보통의 책상과 달리 그 안에서 독립적인 오브제로서 역할과 미니멀한 디자인의 수제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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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SaNgmIN lEE
신현호 hyuNhO ShIN

Personal living space has grown to represent 
an important element of life style. This is only one item 
that expresses me. It is a single desk 
with warm colors and faithful to the original features.
Its design is minimal and hand-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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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ROmaNtIc mOdERN

로맨틱 모던

현대적 디자인과 로맨티시즘의 우아하고 화려한 빈티지 플라워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아름다운 식물들을 조화시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모던 로맨틱을 
완성했습니다. 올가을 시즌의 트렌드 컬러인 마르샬라 컬러를 베이스로 약간의 
빈티지 색감을 더하여 새로운 로맨틱 시대를 탄생시켰다.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데이베드와 쿠션, 조명, 모빌 등으로 구성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이용한 
DtP로 다양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써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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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JIEuN lEE

Modern romantic is motif of modern 
design and elegant vintage flower. 
Baed on Marsalar color and adding 
little bit of vintage colors 
made romantic mood. It is consist of 
practical and modern cushion, light 
and mobil. DTP using polyester fabric 
can be used in various texti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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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INvISIblE cItIES

보이지 않는 도시들

안세영 SEyOuNg aN
최홍인 hONgIN chOI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인터렉티브 스토리북 
형태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일러스트로 시각적으로 원작이 
가진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진행구조를 게임의 형식으로부터 착안하여 사용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하게 배치된 인터렉티브 장치로 효과적인 작품의 해석을 돕습니다.



By using the contents of a novel called ‘Invisible Cities’ by Italo Cavino, it is the reinterpreted work in 
the form of interactive storybook. Dreamlike and fantastical illustrations visually convey the atmosphere 
that the original has. Progress structure is based on the format of the game. 
Therefore, the user could be somewha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orginal, but now it becomes easy and 
fun. At the same time, a variety of interactive devices helps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k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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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서비스디자인

NaNuSaRI

나누살이

나누살이는 혼자 사시는 중산층 할머니, 할아버지와 기숙사 부족, 경제적 문제로 비좁은 공간에 살아야 
하는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노인-대학생 홈쉐어링 서비스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여 
재구성하고, 외국 사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여, 사용자들의 인식과 문화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맞춤형 노인-대학생 홈쉐어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출처(색, 인물간격 수정)
www.fliCkr.Com/PhotoS/kharlamovaa/111618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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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dahyE KIm
김찬영 chaNyOuNg KIm

NANUSARI is a service for college students who live alone 
in the confined space and old people who have house 
but live alone. This service design is able to activate home-sharing 
based on users’ cognitions and cultur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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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청장상 제품디자인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장상

hOldINg haNdlE

고정손잡이

권순만 SOONmaN KWON
김종수 JONgSOO KIm

달리는 대중교통 안에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생을 하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기존의 손잡이들은 승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험성을 완벽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손잡이의 연결
부위가 유연한 재질로 되어있어 승객과 함께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밴드 브레이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holding handle은 비사용 시에는 앞뒤로 흔들리지만, 사용자가 손잡이를 움켜잡았을 
때는 단단히 고정되어 중심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Have you ever standing in running public transport, and suffering to balance yourself, 
or falling down? The existing handles does not eliminate completely the risk of the accident. 
The reason is that the connection portion of the handle is a flexible material. 
But ‘Holding Handle’ which is inspired and designed from band brake is shaking back and forth 
only when unused. When an user grabs the handle, it becomes fixed and helps to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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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장상

RINgER PRESSuRE + flOW cONtROllER 
/ fOR thE mObIlIty aNd SafEty Of PatIENt

수액 주사 환자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위한 ‘압력링거와 유량조절기’

수액주사환자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위한 제품 기동성을 위한 '압력링거' + 안전성을 위한 '의료진의 
유량조절기' * 압력링거 : 흔히 링거는 심장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수액통이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면 피가 역류할 수 있다. 심장에서의 압력(혈압)이 수액(물)의 압력보다 작아야 
역류하지 않는다. - 링거거치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량조절기 : 어린이나 정신질환 환자 
또는 수액주사를 빨리 맞으려고 유량을 조절하는 사람들까지 .. 스스로 유량조절기를 만져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약자나 어린이 등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므로 의료진이 유량조절기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For products for the mobility and maneuverability of the fluid injection safety for patients 'pressure Ringer' + 
safety 'flow regulator of the medical staff' * Pressure Ringer: Ringer often is the idea that should be above the 
heart. If the fluid is below the heart through which blood can flow. The pressure in the heart (blood pressure) is 
not less than the pressure of the backflow fluid (water). - Do not need to use the stringer rest. * Flow regulators: a 
child or mentally ill patients or to those who control the flow going quickly meet the sap will never injected myself 
... touched a flow regulator. Since this is a dangerous thing that could cause death to people, such as heart far 
weaker elderly or children - there is a need to address the medical personnel flow regulator.

김은정 EuN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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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환경ㆍ실내디자인

NaRu_abOut thE Way tO cOmmuNE WIth NatuRE

나루_자연과 교감하는 방식에 관하여

나석영 SEOKyOuNg Na

Naru is a multisensory space that fills an emotional 
deficiency from the city. Naru gives minimum 
intervention on the environment by giving gesture of 
water surface to observatory deck, which include 
various action pattern. The motion and body sense of 
subject forms naru city’s scenery with waterside’s 
environmentally characteristic and spontaneous empathy.

나루는 도시에서의 감성적 결핍을 채워주는 공감각적 장소로 환경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
서 수면에서부터 전망데크까지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주는 제스처(gesture)를 통해 
교감을 위한 다양한 행위 패턴을 담아냅니다. 행위 주체에 의한 움직임과 신체 감각은 
수변의 생태적 특성과 자발적인 공감을 형성하며 도시나루의 풍경을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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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6 calENdaR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 한국의 멸종위기 곤충 달력

이은주 EuNJOO lEE

To promot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2016 Calendar is designed with the material of Korea’s 
endangered insects. It is friendly expressed as illustrations 
of insects to see calendar with a warm heart. Using eco-friendly 
papers and hand-made method add the value of the calendar.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멸종위기 곤충들을 소재로 달력을 만들어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화책을 읽는 듯한 따뜻한 마음으로 달력을 볼 수 있게 곤충을
일러스트로 친근하게 표현했고, 간단한 소개 글을 넣어 사라져 가는 곤충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테이블용 달력은 지지대와 달력을 바느질로 엮어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듯 쉽게 읽을 수 있게 제작하였고, 
은은한 색감의 친환경 종이와 수공예 방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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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70th INdEPENdENcE cOmmEmORatION-mENSWEaR dESIgN 
WIth a 'WhItE cOW' mOtIf fROm lEE JuNg SEOb

광복 70주년 기념, 일제강점기 중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 이중섭의 ‘흰 소’를 
모티브로 한 남성복 디자인

천재준 JaEJuN chEON

The year 2015 is the 70th 
anniversary of ndependence. 
To look back history, 
tried to be inspired from 
the artist Lee Jung-Seob 
who work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One of his major 
works is “White Cow” 
which Western painting 
techniques was used, 
but expressed very Korean. 
By considering traditional 
design elements, added 
“White Cow” on the 
western-style men’s wear 
and expressed as a costume. 
With this costume, 
offer practical and unique 
Korean and Western 
costume, and remind 
forgotten independence.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 중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였던 화가 
이중섭에게서 영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서구의 
회화기법을 사용하였지만, 
한국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인 
‘흰 소’를 서구적 남성복 스타일에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의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의상을 통해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적 서양 복식을 제안하고, 
광복 70주년의 기념비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풀어 잊혀가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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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는 전기적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부주의 등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처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스크'이다. 또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마스크가 다 구분되어 있다. multi-mask
는 생산성을 고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젖은 손수건을 호흡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을 이용한 화재방지마스크이다. 키트 또한 따로 판매되어져서, 화재의 가능성이 없는 
현장에서는 일반마스크 처럼 사용 할 수있으며,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는 키트를 구입하여 
마스크 내부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워터캡슐, 호스, 압축펄프로 구성되어있는 마스크는 워터캡슐을 
터치면 호스를 따라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은 압축펄프를 적시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젖은 압축
펄프는 부풀어오르고, 이러한 방법으로 화재시 호흡기에 유독가스 유입을 막는다.

multI-maSK

화재방지용 멀티마스크

방인용 INyONg baNg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lectrical fire accident at a construction site factors, 
mechanical factors, gas leaks, chemical factors, and neglect 
occurs so frequently in various factors. The construction site 
must have something to wear just like a hard hat and safety 
shoes, it is the 'mask'. In addition, it has been classified by 
the mask on whether any action. Fire protection is a multi-
mask mask using the most primitive methods of the 'stand 
how to bring wet wipes to the respiratory system, preventing 
the consideration of the productivity, fire and poisonous 
gas. Kits are also sold separately, without the possibility 
of the fire can be used as the normal mask, a method in 
the field, there is a possibility of a fire by purchasing a kit 
for mounting in the mask. Water Capsules, hoses, masks 
consisting of compressed pulp water hoses along the touch 
surface water flows going capsule that is used to soak 
the water is compressed pulp. The pulp is swollen so wet 
compression, this approach prevents toxic gases entering 
the respiratory tract by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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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IN thE hOlE

배수구 막힘 방지 
기능성 욕조마개

‘fish in the hole’은 감성과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욕조 배수구 마개이다. 물고기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된 이 제품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녹아들어 당신을 미소 짓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
다. 기존 욕조 배수구 마개는 열고 닫을 때마다 사용자가 고개를 숙여 열고 닫는 방식이 번거롭고, 배수구가 자주 
막히며, 배수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도 사용자에게 혐오감을 많이 주었다. 이에 새롭게 디자인된 ‘fish in 
the hole’은 발로 마개를 원터치로 눌러 열고 닫는 방식으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재미있는 물고기 형상으로 
디자인되어 새로운 감성을 전달한다. 또한 물고기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받아 디자인된 뼈 거름막은 각 파트가 
회전하여 환경에 맞게 배수구의 이물질을 걸러줌으로서 배수구 막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Fish in the Hole' is a new form of bathplug which 
satisfies both sense and function. The motif of 
this product is gained from the shape of a fish. 
It will be a small part of your life and makes 
you smile and gives you comfort. The existing 
bathplug is inconvenient to use as each time open 
and close. Also drain is often clogged. Eve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bris of the drain gives 
a lot of aversion to users. This newly designed 
'Fish in the Hole' is usable by just one-touch way 
and designed as a fun fish shape, so delivers 
a new sensibility. In addition, it minimized the 
possibility of being clogged.

박구용 guyONg PaRK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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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evel of economy and the size of traditional family have changed, dwelling form has been changed 
a lot. And utilization of house designed for a four members of family is getting lower whereas the utilization 
of house designed for a single or double members is increasing. However these supply and demand are 
mismatching. This house can provide community of elder who live alone and offer cheap price for foreign tourist. 
From a space for the community of elder people and tourists, it can leads to friendly relationship among the 
whole apartment residents. And also this supplies traditional meaning of room sharing too.

환경ㆍ실내디자인

thE ROOm ShaRINg hOuSE fOR SENIOR aNd fOREIgNER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룸셰어링 
하우스 _ 天地交泰

남지숙 JISOOK Nam
김기성 gISEONg KIm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경제 규모와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전통적인 가족규모가 해체됨에 따라서 주거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껶게 되었다. 기존의 4인 가족 기준으로 설계된 주거 공간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싱글족 혹은 1명 혹은 2인 구성의 주거 형태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루어져
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 발전단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주거 공간은 홀로 남은 
노인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룸셰어링의 필요성에 맞추어 그들에게 알맞는 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올바른 고민을 도모하고 나눔과 공유에 대한 
참 의미를 재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게는 한 주거 공간안에서 노인과 관광객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유 공간부터 확대되어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간의 나눔과 공유를 
유도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룸셰어링 또한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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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bureau of Aging, elderly society, late marriage lead many people 
to repair things by themselves. So 'self supplies' range is getting wider too. In these 
days as 'self supplies' popularity increases however we can't find a 'self supply' for 
female. Considering these problems we would like to suggest woman's package 
design that is reasonable for them.

저출산, 고령화, 만혼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웬만한 수리, 리폼은 집에서 하는 
셀프족이 확산되며 기존 가구는 물론 의류, 헤어케어, 세탁, 자동차관리 등으로 셀프용품 범위가 
확대됐다. 최근 이러한 셀프족들을 위한 상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의자나 책상 등 소형가구 등을 버리지 
않고 수리해 사용하는 알뜰족들로 인해 목재, Diy공구 등 리폼 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공임비 
절감 효과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싱글여성이 혼자서도 가볍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공구관련 상품군을 제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여성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키지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포장디자인

'tOOlady' PacKagE dESIgN RESEaRch tOOlS IN 
accORdaNcE WIth SmallER hOmES INcREaSES

여성 1인 가구(Smaller homeS) 
증가에 따른 맞춤생활형 상품 ‘toolaDy’ 
공구 패키지 디자인 연구

장유영 yuyOuNg JaNg
김혜연 hyEyEuN KIm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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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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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maRblElIgE, a dOmEStIc bOaRd gamE 
SERvIcE dESIgN tO SOlvE SEx EducatION PROblEm

성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용 
보드게임 서비스 디자인, 마블리지!

강경현 KyuNghyuN KaNg
조화라 hWaRa JO

Marblelige is a board game that contains the procedure of growing up 
by experiencing their own villages about sex and collecting marbles. 
It helps children to learn sex at home and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ern. This service is very effective for sex 
education.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용 성교육 보드게임 
서비스 "마블리지"를 제안합니다. 마블리지(marblelige, marble + village)
는 성에 관한 자신만의 마을을 경험하면서 구슬을 모아 2차 성징을 
이루어 어른이 되는 과정을 담은 보드게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성 지식을 
습득하고,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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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시각디자인

This is sign design 
for tiny gelato 
ice cream bar shop, 
topingbar located 
in Itaewon. The shop 
uses fresh natural 
material. There is 
ice cream bar 
as well as more fun. 
It is a trendy shop 
with menu considering 
brand identity.

이태원에 있는 조그마한 젤라또 아이스바 가게 “topingbar”의 sign design입니다. 
신선한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아이스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재미가 있는, 트랜디한 아이스바 가게라는 
특징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메뉴, 배너, 입간판디자인 입니다. 브랜드 컬러인 레드가 주로 
사용되었고, 가게의 특징이 잘 드러남과 동시에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제작했습니다.

tOPINgbaR

토핑바

김세현 SE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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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4.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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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시각디자인

tRadItIONal tOuRISt PROduct cREatEd 
baSEd ON famOuS JOSEON fIguRES

조선시대 인물들을 이용한 
관광 문화상품 디자인

Tourism products are designed for foreign tourists as target and used the stylus migration figures 
of the Joseon Dynasty. Minimal and based on flat representation techniques by utilizing the concept 
of a playing card graphics make you feel at the same time was a novelty and intimacy allows 
the foreign tourists. To express the meaning and existential story of 14 people who were in the Joseon 
Dynasty’s holding things that symbolize each person they own to help their understanding was seeing.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관광 상품디자인으로, 조선 시대 인물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미니멀과 플랫한 표현 기법에 기반을 둔 
그래픽으로 플레잉 카드의 컨셉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친근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실존했던 14명의 
인물의 스토리와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각 인물이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있어 보는 이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최은준 EuNJuN chOI
채승관 SEuNggWaN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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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A POT is a multi-purpose unit teapot including the functions of coffee drip 
and squeezer. With the formative motif of Halla Mountain, the name of the work 
is to commercialize the excellence of Korean ceramic design as a strategic export.

‘한라팟’은 커피드립, 스퀴저 기능을 포함한 다용도 유닛 주전자입니다. 작품명은 한라산을 형태적 
모티브로 삼아, 한국형 도자기 디자인의 우수함을 수출 전략적으로 상품화하기 위함입니다. 백자형 
‘한라팟’은 전체적으로는 산의 형태를 유지하고 신부의 드레스와 같이 곡선의 부드러운 라인과 
우아함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려 하였으며, 주전자 덮개로 설산이 된 한라산을 연상할 수 있도록 
유닛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라팟’은 레몬, 오렌지 등 착즙과 커피드립 이라는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도자기의 미적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haNla POt

한라팟

천안 aN chEON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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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ed the contents of the fairy tale called 'Mother Story' by Hans Christian Andersen. To retrieve the child 
from 'death' that took the child, mother poured everything she had. This story plus Sewol ferry accident try to 
show the feelings of the victrim's parencts who lost their children. Eventually admits the death of the child, and it 
deeply shows the flow of feelings of mourning. Using hand-painted drawing made video, so that impress the feeling 
of moving storybook.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어머니 이야기’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아이를 데려간 ‘죽음’에
게서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며 동분서주하는 한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을 
그린 동화책의 내용에 ‘세월호 사건’을 결합하여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보여주려 한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슬픔, 절망의 감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인 죽음을 결국 
인정하고 애도하는 감정의 흐름을 깊게 파고들어 보여준다. 손으로 그린 펜화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여 ‘움직이는 동화책’ 느낌을 냈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thE StORy Of a mOthER

어머니 이야기

김민희 mINhEE KIm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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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서비스디자인

h - NavI

응급상황시 해녀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이우섭 WOOSEOP lEE

Women divers always work in the dangerous condition. In case of emergency, 
they can not receive any assistance due to old equipment and underwater 
environment. H-NAVI is designed to offer service in case of emergency by finding 
location using a phonometer.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해녀들 이지만 노후된 장비와 수중이라는 환경때문에 위급상황에 
처할시 도움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고자 
음파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고 위급상황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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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bINg WagON

계단을 오르는 수레

이유진 yOuJIN lEE 바퀴가 세분화 되어있어 계단을 오를 때 바퀴가 변형되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Subdivided wheels help to climb the stairs easily 
as the wheels are d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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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시각디자인

thE ScENt Of SEOul

서울의 향

김나영 NayOuNg KIm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Trevel Seoul with smell? Could you travel spontaneously with the act of smelling? 
However, surprisingly, people often can remember old memory when they meet 
smell at that time. The sense of smell dominate our memory strongly for a long 
time.

서울을 후각으로 여행한다?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냄새 맡는 행위로 자발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의외로 눈으로 본 것은 곧잘 잃어버리는 사람도 어릴적 맡았던 
냄새를 만나면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후각은 시각, 청각보다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을 강렬하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각을 통한 강렬한 기억을 통해 서울에서 
맡고 싶은, 오랫동안 추억하고 싶은 서울의 향기를 담은 향초브랜드, 서울의 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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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OOK fEStIval PROmOtION dESIgN

서울 북 페스티벌 프로모션 디자인

오이담 Idam Oh
채수빈 SubIN chaE

서울도서관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인 서울 북 페스티벌의 프로모션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픽 아트웍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 책가도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감각과 접목하여 서울도서관의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5종의 작품입니다. 프로모션 아이템은 총 5가지(포스터, 브로셔, 엽서, 회원카드, 
책갈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서울 북 페스티벌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심미성의 질을 높이고 관광상품으로서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As one of major events of Seoul library, 
Seoul Book Festival's promotion desgin 
is proceeded. Graphic artworks are 
inspired by Korea's traditional folk 
painting. The promotion items consist 
of five (poster, brochure, postcard, 
membership card, and bookmark.) It 
is designed for citizens to participate 
voluntarily by promoting Seoul Book 
Festival with a variety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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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most type of 'Children's hanger' are same design as adult's hanger and 
the size is smaller that adult's hanger. How about make a hanger just for children? 'How 
about make a hanger by light weight paper which can lead children to hang clothes by 
themselves' And this thought lead me to make hanger with ECO paper. On top of the paper 
clothes, I put a animal image that children love and by using funny drawing and phrases I 
put a massage about 'Let's protect animal!' By giving proper information of animals, I hope 
children can love earth and love animals. On hangers wrapping paper, there is also image 
of animal's face so this can arouse children's curiosity.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아이들 옷걸이'의 대부분은 성인용 옷걸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사이즈만 작게 제작하여 
나와있다. 아이들만을 위한, 아이들을 타겟으로한 유아용 옷걸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시작 하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옷을 걸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가볍게 종이로 만들어진 옷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친환경 종이를 이용하여 가벼운 종이 옷걸이로 제작하였다. 종이 옷걸이위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소재로 하여, 재미있는 그림과 문구를 통하여 동물 보호를 하자는 메세지가 
담아 디자인 하였고, 아이들에게 동물에 관련된 여러가지 바람직한 정보를 전달하여, 지구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것이 이 디자인의 목적이다. 옷걸이를 포장해주는 박스의 포장 디자인 
또한 동물의 얼굴로 만들어, 옷걸이가 단순히 옷을 걸기위한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포장디자인

KIdS EcO PaPER haNgER

유아용 친환경 종이 옷걸이

황혜전 hyEJEON hWaNg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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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공예ㆍ주얼리디자인

cERabONItO

세라보니또

최소미 SOmI chOI

Cerabonito란 Ceramic과 스페인어로“아름답다, 예쁘다”의 뜻을 지닌 Bonito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도자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하학 
도형과 자수정을 소재로 잡아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하나뿐인 보석”이라는 컨셉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컬러를 마블링 시켜 같은 
형태라도 모두 다 다른 느낌을 주며, 희소성을 줍니다. 각 모서리마다 수금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원목과의 콜라보를 통해 따뜻함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다이아보다는 친근함을, 비즈보다는 성숙한 느낌을 주는 세라보니또.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함만이 아닌 신소재의 개발과 융합을 
통하여 새롭고 참신한 제품을 선보여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장신구의 경우 모던함, 차가움,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세라믹의 경우 그뿐만 
아니라 부드러움, 고급스러움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라보니또는 세라믹 외에도 다른 공예 재료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특별함을 
주고자 합니다. 같은 형태라도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컬러와 마블링을 통하여 새로운 느낌의 부띠크를 제작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Cerabonito meaning 
"beautiful ceramics" 
is a compound word 
of Ceramic and Bonito 
which is spanish meaning 
"beautiful and pretty." 
With the materials of 
geometric figures and 
amethyst, the concept 
of the work is only one 
jewel that raises your 
value. It gives the rarity 
and diffrent feelings by 
marbleizing different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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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tra사장상 제품디자인

aIR gRIll

공기주입 그릴

강묵수 muKSu KaNg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As esay-to-use portable grill, it does not need to fan with hands or 
blow winds by mouth anymore. By using bellows, it is easy to roast 
meat and thus high practicality.

휴대용 그릴로써 들고다니며 사용하기 간편하고 기존에 손으로 부채질이나 
입으로 바람을 부는 행동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행동을 줄이고 
풀무를 이용하여 고기를 쉽게 구울 수 있도록 하고 실용성을 높인 그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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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laygROuNd 
PERcEPtual dEvElOPmENt

아동지각발달 놀이터

윤유정 yuJEONg yuN
이종훈 JONghOON lEE

In these days, the number of developmental disorder children are 
increasing. Unfortunately, because of social reality and social problems 
there are many children who miss time for treatment. So children who 
needs professional place or treatments, have to be educated with their 
parents and helps them to solve their problem.

최근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인 현실과 
문제점들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는 아이들이 많다. 
이처럼 전문적인 공간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도 
교육을 받음으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고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지 
자극및 지각 발달을 기반으로 아이와 부모의 스케일에 맞춘 디자인을 
제안한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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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chIld labOuR

아동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박여송 yEOSONg baK
정소현 SOhyEON JuNg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The purpose of thi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is to inform that 
there are abusement and suffering of child laborers as well as violation 
of human rights beyond our consumption. Cart is used as the concept 
of the advertisement. When we put a coin into the hole, the connected 
chain can be cut off. We do donate that coin. This means that a small 
donation can solve their pain.

이 공익광고 디자인의 목적은 우리의 무분별한 물품 소비 뒤에는 아동노동자들의 학대와 고통,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함에 있다. 소비시장의 대표장소라 할 수 있는 마트의 카트에 적용시킨 광고매체로써 
카트를 연결하고 묶는 손잡이 부분에 광고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였다. 아동노동자들의 팔에 연결되어진 쇠사슬은 
동전을 넣음으로 연결된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이는 곧 작은 기부가 그들의 고통을 풀어낼 수 있음을 뜻 한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분리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들을 노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아동의 노동 착취 현장의 실태를 느끼고, 기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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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장상

70th NatIONal lIbERatION day 
tO fINd IdENtIty Of KOREaN thROugh 'tal'

광복 70주년 우리의 얼굴을 찾아서

김한솔 haNSOl KIm
오은주 EuNJu Oh

광복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일제와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쳐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된 오늘] 지난70년간 우리 민족의 고락과 
애환을 70개의 탈에담았습니다 . 지나간 시대 우리의 자화상이며,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얼굴. 우리의 사고와 
정서가 흐르는 전통적인 탈이 주는 이미지를 패턴화된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지나간 시대를 위로하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힘이 되고자 합니다. [희노애락애오욕] 탈은 인간의 모든감정을 담은 분신이며 숨겨진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겨진 인간의 본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이며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미지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보편적인 감성과도 닿아 있습니다. 문화와 한류로 세계인과 통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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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The 70 masks embrace the 
joys and sorrow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past 70 
years. The images of traditional 
masks flowing our thoughts 
and emotions are designed 
graphically with patterns. Mask 
is an alter ego that contains 
all the human emotions and it 
will reveal the hidden human 
instinct.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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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5. kotra사장상

WIldlIfE cONSERvatION camPINg gEaR PacKagE

야생동물 보호 캠핑용품 패키지

이다솜 daSOm KIm 국문- 캠핑용품 브랜드인 ''제로그램''의 패키지를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많은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들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행사를 한다. 패키지 안에는 캠핑 상품과 야생동물 사료가 
들어있으며, 패키지는 천연 펄프 몰드로 만들어 100% 생분해 되는 특성을 살려 
야생동물 먹이 그릇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mping supplies brand 'Zerogram' is a package for protect 
wild animals. Many environmental organization held events 
to help wild animals that are hard to find food. In a package, 
camping gift and wild animals feed are contained. And it is 
made of natural pulp mold so it can recycled into food bowl.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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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autumN

만추

신정혜 JuNghEI ShIN

A metal ball in the 
round form and a 
metal ball in the 
oval from are used 
for Late autumn to 
be a single form by 
combining the metal 
balls. It consists of 
a series of necklace, 
ring,  and brooch. 
The ring series can 
be use as a pendant.

만물이 가장 조화를 이루며 결실이 맺히는 늦가을의 정취를 금속 볼을 이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결실을 보기 위해 한여름의 뜨거움을 이기듯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씩 
이루어가야 하는 인간 삶의 단계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라운드 형태의 금속 볼과 타원 
형태의 금속 볼을 사용했으며 금속 볼들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목걸이와 반지, 브로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지 시리즈는 손에 착용하지 않고 있을 때 
목걸이 펜던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



최승윤 SEuNgyOON chOI
이예린 yER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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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사장상BoxeD

Genre : Mobile, Adventure, Point And Click 
Estimated Playtime : 40 minutes ~ One hour and a half 
Synopsis : A girl journeys various other worlds 
in books in order to find her missing dog. 
Through the journeys the girl understands the concept 
of Death and prepares to say goodbye to her friend.

장르 : 모바일, 어드벤쳐, 포인트 앤 클릭 게임 예상 
플레이타임 : 40분 ~ 1시간 반 시놉시스 : 아이는 사라진 
강아지를 찾기 위해 알 수 없는 존재를 따라 책 속의 여러 
가지 세계를 여행합니다. 책 속 세계 여행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친구와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bO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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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aad

스마트 의료침대

권순만 SOONmaN KWON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Hospitalized patients 
experience mental stress 
because of specific 
environment in hospital. 
Medical Environement, 
communication with 
hospital staff, and 
discomfort form of the 
medical equipment will 
cause stress. B_ADD is a 
'Medical System Bed' to 
solve those problems. 
Reducing of discomfort to 
the patient with providing 
a more neat environment 
by using variety of built-
in medical equipment 
socket. Also LCD screen 
makes patients easier 
to communicate with 
medical staff through 
medical bed, furthermore, 
it helps patients to make 
themselves desired 
environment. It allows 
patients to more focus on 
their treatment.

환자가 입원을 할 때, 병원이라는 특정환경에서 지내야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의료환경, 의료진과의 소통, 의료제품 형태의 위화감등이 있다. B_aDD는 위와 같은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medical System Bed‘다. 다양한 의료 장비소켓을 빌트인하여 보다 정리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또 lCD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소통에 있어 제약을 원활하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의료침대이다. 환자가 치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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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5.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fOldER

폴더

김동표 dONgPyO KIm
이혜숙 hyESuK lEE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Back ground : After 
playing violence sports 
people can get a serious 
ankle injury. It will bring 
lot of problems after 
injury such as relapse 
or arthritis.  
Problem: 2weeks or 
3weeks after surgery, 
people think that now 
they are OK to play 
sports and this lead 
another problem.  
 
So we want to introduce 
a wheel chair & Walking 
design FOLDER. By 
using this FOLDER, 
we are able to use 
it as wheelchair and 
rehabilitation.

배경 : 과격한 운동 후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서 파열되는 문제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후에 대부분 
치료를 마치고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재발 및 관절염과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휴우 증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마련 돼 있지 않다. 문제점 : 발목을 수술한 후에 2주에서 3주 동안의 치료기간을 마친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상의 부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 손상 후 재손상 및 만성적인 통증이나 
운동능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등의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다. 해결점 : 휠체어와 재활운동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의자와 바퀴를 연결시켜 베어링을축으로 삼아 접이식이 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변형 되는 폴더 
형식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휠체어, 재활운동을 할 때 에는 보행기로 적용되는 트랜스 형식인 휠체어 & 보행기 
디자인 folDer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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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dIbly thIN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은 노트북

민지윤 JIyuN mIN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Ultra PC Gram's strong point 
is thin. Like sometimes 
get a cut from a paper, 
exaggeratingly, get a cut 
from the edge of the Gram 
and blood flows.

얇은 두께를 특장점으로 하는 노트북, 울트라 pc그램. 종이에 베여 피가 나듯이, 노트북의 모서리에 베여 피가 
흐르도록 과장해서 얇다는 특징을 재밌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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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시각디자인

fINd hIddEN bugS

숨은 벌레 찾기

이한주 haNJu lEE
이호준 hOJuN lEE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If cereal and insect are the same in color, when we eat, might eat 
insect unconsciously. However, Cesco will find all the bugs like 
finding a wrong picture. This is the point.

시리얼과 벌레색이 같아서 우리는 먹을 때 무심코 지나쳐서 찾을 수 없지만 세스코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모든 
벌레들을 찾아준다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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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EaSuRE(buttON)

히든 트레져(버튼)

김비준 bJOON KIm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What is most precious treasure 
for you? 
Where do you keep this 
precious thing? 
 
 The meaning of these question 
become the motif of HIDDEN 
TREASURE. 
 
The collection of ‘Hidden 
Treasure’ that includes ring, 
necklace, earring and more 
with hidden diamond in it. 
 
You can only see the precious 
meaningful diamond when 
you see from side view or take 
out and have a look from your 
body.  
 
You can see the hidden 
diamond when owners want to 
show to you.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소중한 것을 어느 곳에 보관하십니까? hiDDen treaSUre
는 이러한 의미가 모티브 되어 디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든 트레져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이 모든 
Collection의 보석인 Diamond들은 전부 감추어져있습니다. 이로하여 소중한 의미를 지닌 다이아몬드들은 
제품을 빼서 보거나 측면에서 바라봐야지만 보입니다. 즉, 쥬얼리를 간직한 주인들이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춰놓고 싶은 소중한 것. 당신의 소중한 보물. 이러한 의미가 담긴 컬렉션, 히든 트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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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5.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mEN'S faShION accESSORIES dESIgN 
uSINg thE PattERN Of thE EaSt

동양의 문양을 활용한 
남성 패션 소품 디자인

안소윤 SOyuN aN

현대는 개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이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제품과 감성을 추구한다. 우리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는 전통 
문양을 현대화하는 것은 글로벌 세계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통 문양의 현대화는 쉽지 않은 과정임에 틀림없으며 
우리의 과제이자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본인은 전통적인 동양의 
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남성 패션 소품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이는 단조로운 남성 소품에 차별화된 감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Individuality is important in modern society. Individuals seek unique product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s. Modernizing the traditional patterns which contained our emotions and culture will serve as 
a great competitiveness in a global world.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patterns is not in the easy process 
for sure. However, it is our assignment as well as direction of going forward. I designed traditional 
oriental patterns with a modern sense and applied to men's fashion accessories. I expected that this 
presents a differentiated emotion into men's drab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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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서비스디자인

clEaN uP PROJEct

증가하는 테이크아웃 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 서비스 디자인 제안

이혜민 hyEmIN lEE

Coffee consumption is rapidly 
increasing day by day. The 
consumption of take-out cups 
is increasing too. However, 
empty cups are not easy to 
collect and just discarded 
all over the streets. CLEEN 
UP PROJECT is a service 
to improve surrounding 
environment by inducing 
consumers to separate trash.

1인당 일주일 평균 커피 음용량이 12잔인 현재, 현대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휴대 편리성이 용이한 테이크아웃컵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마신 컵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거리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크아웃컵 쓰레기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자 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테이크 아웃컵을 좀 더 유용하게 재활용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개선 서비스,Clean UP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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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cK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은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다. 또한 이동 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며, 대나무를 
모티브로 5단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디자인하였다.

전소원 SOWON JEON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In many cases the product is designed for the 
visually impaired can feel it in the fingertips, they 
are very sensitive to sound. They can only verify that 
the move is not possible when they are anywhere 
to ask for help from a passing passersby to check 
their position. It equipped with a variety of features 
for the visually impaired that can solve such 
inconvenience, and bamboo canes for the visually 
impaired wa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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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경남 포항 호미곶은 한해 1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임에도 
관광요소 부재 및 방치폐선으로 발목을 잡혀있는 상태이다. 
이를 역이용하여 방치폐선을 이용한 해중공원을 조성해 경북 
최대의 해양관광지를 시민들이게 제공하고자 이 공원을 
제안한다.

Even though one million of tourist visit Homigot, lack of 
travel elements and abandoned scrapped ships are main 
problem. So, we would like to suggest to open a undersea 
park with scrapped ships.

환경ㆍ실내디자인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maRINEtOPIa

마린토피아

김도언 dOuN KIm



시각디자인5. 한국무역협회장상

blOOd ENERgy

헌혈은 다른사람에게 
에너지가 될수있습니다.

강구훈 guhOON KaNg
송수영 SuyOuNg SONg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100

If you save the life that is fading away by donating blood, 
one day someone’s blood donation will save my life.

헌혈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린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헌혈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해주며 헌혈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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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PacKagE dESgIN fOR ORgaNIc PROduct

국내 유기농 유가공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장희진 hEEJIN JaNg
김소미 SOmI KIm

For high quality package of domestic Organic foods, 'oh you' 
which is based on cattle's cries are designed. We described 
organic food by inserting cattle and farm images. Also we 
used kraft recycling paper to emphasize Eco organic food. 
The consistent of package is organic milk, yogurt, cheese.

국내 유기농 유가공식품의 고급화 패키지를 위해 소의 울음소리에서 
모티브를 딴 '오유' 브랜드를 기반으로 디자인하였다. 소의 이미지에 
농장의 이미지를 넣어 신선한 유기농 유가공 제품을 표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가공 패키지와 달리 크라프트지라는 재생용지의 질감을 
사용하여 친환경 유가공제품을 디자인하였다. 패키지의 구성은 유기농 
우유, 요거트, 치즈로 되어있다.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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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5. 한국무역협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SERvIcES dESIgN fOR thE ExPERIENtIal 
EducatION Of thE chIldREN gROWINg uP

어린이 성장과정에 따른 
체험 교육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김태현 taEhyuN KIm
조정현 JEONghyEON chO

It is experiential learning space design that can help in 
the process of cognitive, social, and phisical devlopment 
by considering stages of development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아동발달 단계와 행태특성을 고려한 체험교육으로써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학습공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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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서비스디자인



특선

104

제품디자인

Specially Selected WorkS
특선 작품

106
117
120
130
132
135
136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SerVice deSiGN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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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특선

106

제품디자인

recycle VaSe cap

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한 꽃병디자인

김윤희 yUNHee kiM
김민우 MiNWoo kiM

reteX

리텍스

허은혜 eUNHye HU
김우재 UJ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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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SaFety HelMet deSiGN

안전모 디자인

Milk clip

우유클립

최준혁 JooNHyUk cHoi

김종일 JoNGil kiM
김기태 kitae kiM



특선 제품디자인

108

portable FoldiNG 
baby batHtUb

휴대용 접이식 
아기욕조

박봉서 boNGSeo park

Solar paper

솔라페이퍼

장성은 SUNGU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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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Watrol

와트롤

임지민 JiMiN liM

GUide led paNel

지하철 진출입 
가이드 LED패널

이현성 HyUNSUNG lee



특선

110

제품디자인

dUrable HealtH Walker

D = H SiLvEr car

HelMet oF NeW coNcept 
deSiGN For Fire FiGHterS

소방대원을 위한 
신개념 소방헬멧 디자인

유숙진 SUkJiN yU

장은성 eUNSU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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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iN tHe ForeSt

숲 : 내음

oNe HaNd drill

한손 드릴

김태근 taeGeUN kiM

노경민 kyeoNGMiN NoH



특선

112

제품디자인

SMart SoHo 
& SiNGle FUrNitUreV

스마트 소호 
& 싱글 퍼니쳐

이민지 MiNJi lee

lockUp

로크업

손해성 HaeSeo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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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WHite caNe

길안내 흰지팡이

FalleN leaVeS coMpreSS MacHiNe

낙엽블럭 압축기계 황인식 iNSik HWaNG
이인서 iNSeo lee

정준영 JooNyoUNG JUNG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특선

114

제품디자인

cart ladder

농업용 사다리 카트

이명준 MyeoNGJUN lee

aNyoNe eaSy-to-USe 
baby bottle 
(accordioN baby bottle)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젖병 (아코디언 젖병)

조혜림 HyeliM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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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reMoVable preSSUre iSolatioN 
WardS For VirUS-proliFeratioN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식 음압 격리병실

황인식 iNSik HWaNG
박현수 HyUNSoo park

eMertraNS

구급용 변형 들것 권구완 GUWaN kWoN
정호영 HoyoUNG JUNG



특선

116

제품디자인

pebble (blUtH Speacker)

피블 (모듈형 조약돌 블루투스 스피커) 황인식 iNSik, HWaNG
정주미 JUMi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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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eco FrieNdly SMokiNG area 
USiNG tHe raiN 'HaNpok'

우수를 활용한 
친환경 흡연부스 ‘한폭’

이지연 JiyeoN lee
강세나 SeNa kaNG

이승열 SeUNGyeol lee
김애리 aeri kiM 

eterNal breatH_
iNterNatioNal Seed baNk

영원한 생명_
국제씨앗은행



특선

118

환경ㆍ실내디자인

최재연 JaeyeoN cHoi

FUNitiNG(FUN&WatiNG) bUS StatioN

기다리기 즐거운 
버스정류장

tHe UNderGroUNd 
paSSaGe For GreeN

정병 byeoNG JeoNG

녹색지하보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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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Space For yoUtH FoUNder 'Se-Ul'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세울’

정대연 daeyeoN JeoNG
최훈락 HUNrak cHoi



특선

120

시각디자인

perFect Score? F-Grade edUcatioN!

만점성적? 빵점교육!

SMokiNG ceSSatioN 
pUblic adVertiSeMeNt

금연공익광고 김다연 dayeoN kiM

고딘군 diNGU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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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protect Wild aNiMalS

이제 우리는 자연과 
동물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고딘군 diNGUN ko

시각디자인

coca-cola 100tH aNNiVerSary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 콜라보

정잔디 JaNdi JeoUNG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특선

122

시각디자인

HaNGUl calliGrapHy oF HaNdWritiNG 
For tHe Heir to kiNG 
SeJoNG WHo created HaNGUl Spirit

한글 창제 세종정신 
계승을 위한 한글 
손글씨 캘리그래피

Hot blood adoleSceNt

열혈청춘

김일관 ilkWaN kiM

장재룡 JaeryoUNG JaNG
윤홍남 HoNGNaM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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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coca-cola Zero adV.

코카콜라 제로 광고

최진욱 JiNWook cHoi

2015 toNGyeoNG 
iNrerNatioNal MUSic FeStiVal

2015 통영국제음악제

박미향 MiHyaNG park



특선

124

시각디자인

cHaracter_pictUre

문자도

박현지 HyUNJi park

FortreSS Wall oF SeoUl

지명에 새긴 
한양 도성 이야기

김서아 Seoa kiM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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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pray For Nepal

네팔을 위한 기도 정기영 kiyoUNG JUNG

yoUr MeSSaGe 
aS SHarp aS a kNiFe

칼 같은 당신의 
날 선 메시지

정기영 kiyoU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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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시각디자인

WHo iS tHe NeXt creator?

다음 창조자는 
누구인가?

김세은 SeeUN kiM

tHe World WitH aNotHer eye, More :
tHe toUcH tiMe deSiGN reSearcH For tHe bliNd perSoN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다 :
시각장애우를 위한 촉감 시각 디자인연구

안소영 SoyoUNG aN
지선우 Ji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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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JeoJi art&cUltUre 
VilliaGe iNForMatioN ideNtity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인포아이덴티티

방은혜 eUNHye baNG

Garlic MayoNNaiSe ad

갈릭마요네즈 광고

장윤아 yUNaH JaNG

127



특선

128

iNFoGrapHicS Map 
oF FaMoUS reStaUraNtS iN 
JeoN-JU HaNok VillaGe

전주 한옥마을 
인포그래픽 맛집지도

이경아 kyUNGa lee

korea laNd adN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caleNdar 2015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15년 캘린더

전혜진 HyeJiN JeoN

시각디자인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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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전혜진 HyeJiN JeoN

시각디자인

a bottle oF beer

No More MalicioUS coMMeNtS

거품보다 가볍게~ 
맥주한잔

인터넷상의 악플 단절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염은샘 eUNSaeM yeoM
이연주 yeoNJoo yi

최호영 HoyoUNG cHoi



특선 포장디자인

MediciNal HerbS packaGe deSiGN

위생을 생각한 한약재 
패키지 디자인

김은정 eUNJUNG kiM

eat it pedia

잇잇피디아 김애진 aeJiN kiM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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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FloWer packaGe braNd 'eco&deco'

선물&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가능한 꽃 패키지디자인 
개발 Eco&DEco

tHe MUG packaGe For 
b Water caMpaiGN proMotioN

B WaTEr 캠페인 
홍보 및 후원을 
위한 머그컵 패키지

김유채 yUcHae kiM
김지연 JiyeoN kiM

박원태 WoNtae park



특선

132

공예ㆍ주얼리디자인

oUr paSt, aNd preSeNt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김유리 yUri kiM

carVed piece

카브드 피스

유민훈 MiNHoo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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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예ㆍ주얼리디자인

HiddeN MeSSaGe

숨겨진 메세지

cell JeWelry

세포주얼리

전은영 eUNyoUNG cHoN

이혜진 HyeJiN lee



특선

134

공예ㆍ주얼리디자인

ForeSt

숲

손지영 Jiyeo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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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FaSHioN acceSSorieS 
deSiGNed by tHe orGaNic GroWtH 
oF tHe plaNt MotiF

식물의 유기적 
생장을 모티브로 한 
패션 소품 디자인

dreSS tHe MUNcHaNGSal patterN.

문창살 무늬를 입다.

오정은 JoUNGeUN oH

송기숙 GiGUG SoNG



특선

136

서비스디자인

Way toGetHer

웨이 투게더

김빛나 bitNa kiM

WiSH

위시_혼수상태 환자와 
보호자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

장현수 HyUNSo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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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서비스디자인

eyeSee

SaViNG receipt

알뜰영수증

아이시

이태경 taekyUNG lee
김효정 HyoJUNG kiM

오익표 ickpyo oH
백아름 aHreUM baek



입선

138

제품디자인

Selected WorkS
입선 작품

140
160
167
190
197
203
207
210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SerVIce deSIGN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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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입선

140

제품디자인

dAl

달

최성훈 SUNGHUN cHoI

ANI FIt, tHe World'S FIrSt 
tAIlor-MAde ActIVItY trAcker For 
coMPANIoN ANIMAl'S HeAltHcAre

세계최초 맞춤형
반려동물 웨어러블 
‘애니핏’

박성필 SUNGPIl PArk
최철원 cHUlWoN cHoI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PortAble ArtWork tAble

미술 . 학습공작판

최수룡 SoorYoNG cHoI

FrActAl toWer lAMP 1

프랙탈 타워 램프 1 이호기 HokI lee

141



입선

142

제품디자인

bAlANce trAY

균형 식판

cAMPING cArt

캠핑카트

장영재 YoUNGJAe cHANG

임선영 SUNYoUN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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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led tUMble For SAFetY

AUtocleANer

안전보호를 위한 
LED 텀블러

오토클리너

채영삼 YoUNGSAM cHAe

정호영 HoYoUNG JUNG



입선

144

제품디자인

be 光 ProJect 
(SHAre tHe brIGHtNeSS)

bE光 프로젝트 
(빛을 나누다)

UPcYcle teA tAble

업사이클 티 테이블

이호준 HoJUN lee

김송 S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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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tree SPoNGe

다기능 수세미

안지희 JIHee AN
한다혜 dAHYe HAN

FIGHt AGAINSt WIld ANIMAlS

유해조수퇴치기

황병규 bYUNGGYU HWANG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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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V-toP

브이탑

정우람솔 WoorAMSol JeoNG
공혜정 HYeJUNG GoNG

AroMA WIreleSS 
SMArt PHoNe cHArGer

아로마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장우영 WooYoUNG JANG
이형권 HYeoNG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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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eASY Hole MUltItAP

이지홀 멀티탭

장은솔 eUNSol JANG

PeoPod

포터블 5.1채널 
스마트폰 연동 
스피커 ‘피포드’

김푸름 PUreUM kIM
박채현 cHAeHYUN PArk



입선 제품디자인

bUS StAtIoN

MISt reMoVAl eqUIPMeNt

소형 LED 버스정류장

안개 제거 장치

유재도 JAedo YU

천원필 WoNPIl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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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MIcooker

PUll-UP INFUSer

마이쿠커

불편한점을 개선해주는 
올인원 차 거름망

이혜빈 HYebIN lee

정민정 MINJeoNG JUNG



입선

150

제품디자인

SPAre cIrcle

2차사고방지를 
위한 SPARE CIRCLE

roll coNtAINer

카트 겸 사다리

곽지욱 JIWook kWAk

이석현 SUkHYUN lee
이선강 SeoNkA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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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MeMo boArd + SMArt ScHedUler

모니터 메모보드와 
결합된 스마트 스케줄러

FoldING WAY

폴딩 웨이

정서윤 SeoYUN JeoNG
김다정 dAJeoNG kIM

박수빈 SUbIN PArk



입선

152

tWo-Ster

원통형 그릴 
결합 토스터

85rotAt MUltI-tAP

85회전 멀티-텝

지민구 MINkU Jee
이슬 SeUl lee

제품디자인

조빛나 bIt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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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MUltI boArd

멀티보드

A SAFe GrIP

안전한 손잡이

송민구 MINGU SoNG

박세은 SeeUN PArk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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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MerlIoN

머라이언

강민규 MINGYU kANG
전혜진 HYeJIN JeoN

FlAP

플랩

배재호 JAeHo bAe
조민규 MINGYU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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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rINGer FlUId AlArM 
lIGHtING deVIce

링거액 잔여량 
안심 알림 조명 제품

정성헌 SeoNGHeoN JeoNG

S-GeAr(trIPle blUetootH SPeAker)

블루투스 스피커

황인경 INGYeoNG HWANG
정지수 JISU JUNG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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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dePreSSIoN cAre blINd

우울증 치료 블라인드

dArA

다라

김철 cHUl kIM
구광모 kWANGMo koo

송혜정 HYeJe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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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GeodeSIc AIrtUbe HelMet

휴대가 용이한 
목보호 헬멧

MANNA

만나

김지은 JIeUN kIM

이정산 JeoNGSAN lee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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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collArS For doG

결합형 강아지 목줄

이현진 HYUNJIN lee

삼다리 사다리
3leG lAdder

윤성진 SUNGJIN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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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oPeN&cleAN

직접 닦지않아도 
유리창 청소가 
가능한 유리창 닦이

박예림 YerIM PArk
장윤진 YUNJIN JANG

cANdle tIMer

캔들 타이머

한다혜 dAHYe HAN



입선

160

환경ㆍ실내디자인

coNtAINer ModUle ISolAtIoN 
WArd deSIGN For HANdle 
tHe crISIS AboUt INFectIoUS
dISeASe

국가적 전염성 질병 
대처를 위한 컨테이너 
모듈 격리병동 디자인

박현수 HYUNSoo PArk
황인식 INSIk HWANG

GreeN roAd

그린 로드

이재헌 JAeHeoN lee
백경래 GYeoNGrA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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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StorYSPAce

rIGHt & leFt 
SAFetY SIGN SYSteMS

이야기공간

오른쪽 & 왼쪽 
안전 사인시스템

김아란 AHrAN kIM

최명환 MYeoNGHWAN cHoI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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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실내디자인

PUt toGetHer SPAce ANd PeoPle

공간을 어우르다, 
사람을 어우르다

이다원 dAWoN lee
황지혜 JIHYe HWANG

ScHool - k !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NPO지원시설 
디자인 제안

하솔지 SolJI HA
장영희 YeoNGHee JANG



하솔지 SolJI HA
장영희 YeoNGHee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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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PooM

품 정필성 PIlSUNG JUNG

SMArt lIFe GUArd toWer

스마트 라이프 가드 타워

고태용 tAeYoNG ko



입선

164

환경ㆍ실내디자인

GArdeN GroUNd

가든 그라운드 정윤정 JUNGYUN JUNG

electrIc cAr cHArGer

전기자동차 충전소

백경래 GYeoNGrAe bAck
이재헌 JAeH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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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IF U oNe MeAl?

같이 식사하실래요?

지현진 HYUNJIN JI
김하늘 HANeUl kIM

WItH Pet

위드펫

이수지 SUzY lee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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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실내디자인

trAIl SIGN coPING AccIdeNt

응급키트 결합 
등산로 안내 표지판

김태경 tAeGYeoNG kIM

FArM IN UrbAN

도심 속 농장

이유림 YoUrIM lee
정진욱 JINWook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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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NIke

ScHool VIoleNce AdV.

나이키

학교폭력 광고

오상호 SANGHo oH

최진욱 JINWook cHoI



입선

168

시각디자인

SAVe tHe eNdANGer ANIMAl!

koreA NeWS PAPer 
PoSter deSIGN

멸종위기동물을 구해라!

한국일보 
기업홍보포스터

이동준 doNGJUN lee

이연경 YeoN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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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No More GAMblING

도박중독, 한순간에 Out!

유수아 SUA Yoo

book ANd rooF

급난지붕

한민아 MINAH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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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170

시각디자인

PAtcHWork PAtterN deSIGN 
[PASSPort cASe, lUGGAGe tAG]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여권케이스, 네임택

108 bAe

108배는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단순 신체 
노동 일 뿐일까?

김경민 kYoUNGMIN kIM

이경은 kYU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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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rAISING VeGetAbleS

페퍼, 캐니, 스티로와 함께하는 
재활용품에 채소기르기

이수진 SUJIN lee

GUIde For tHe HItcHHIker 
to trAVel to tHe MooN

달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박은미 eUNMI PArk



입선

172

시각디자인

cloSer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서백기 bAekkIe Seo
정성윤 SUNGYooN JeoNG

cIVIlIAN coNtrol zoNe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곳, 
민통선 마을

이지아 JI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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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WINter bootS Ad

방한부츠 광고

이상호 SANGHo lee

tHe SolUtIoN oF tHe AWFUl 
SMell oN MY clotHeS

내 옷에 파고든 
지독한 악취엔?

김은정 eUNJUNG kIM



입선

174

시각디자인

INNISFree cAleNdAr

이니스프리 캘린더

임애형 AeHYeUNG IM
박형진 HYeoNGJIN PArk

oUtSPreAd A NeW lIFe

척추가 바로서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김성엽 SUNGYeoP kIM
김재훈 JAeH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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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김성엽 SUNGYeoP kIM
김재훈 JAeHUN kIM

시각디자인

reAdY, SeNd

조준, 전송

이호준 HoJUN lee
오송은 SoNGeUN oH

StoNe Pot orGANIc

돌담_자연담은 밥상

김효정 HYo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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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StUdeNt HUMAN rIGHtS

당신의 아이는 
스스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기민 GIMIN lee

FlIPPed A drUNk drIVING

뚜껑 열리는 음주운전

김동욱 doNGWook kIM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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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6 cAleNder - tYPoGrAPHIcAl 
reINterPretAtIoN oF lee SANG

2016 캘린더 - 시인 이상 
작품의 타이포그래피적 재해석

유현 HYeoN YU

NoNGAk cAleNdAr

한국의 전통 
농악 캘린더

한수민 SUMIN HAN

시각디자인



입선

178

시각디자인

eYebAll GUN

눈총도 총이다 최문정 MUNJeoNG cHoI

eNdANGered SPecIeS IN koreA

한국의 사라져가는 동물들

최윤의 YUNeUI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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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Are YoU reAdY For SUMMer?

당신은 여름을 위해 
준비 되었나요?

윤수영 SUYoUNG YooN

dIStorted HIStorY

왜곡된역사

이지혜 JIHYe lee



입선

180

시각디자인

SAMSUNG AtIV book 9 
PrINted AdVertISeMeNt

삼성 아티브 북 9 
인쇄 광고

10 MINUteS oF GoldeN, 
let HoW to AMbUlANce coMe?

황금의 10분,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까?

강수지 SUJI kANG

손여경 YeokYU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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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SWAtcH SkIN

리본의 유연함을 닮았다, 
부드러움을 훔쳤다

이지현 JIHYUN lee
이진경 JINkYeoNG lee

tHe dANGerS oF USING 
cellPHoNeS WHIle drIVING

운전 중 휴대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연 JIYeoN kIM
정다희 dAHee JeoNG



입선

182

시각디자인

erASed oUr coNScIeNce

지워진 우리의 양심

강주현 JUHYUN kANG
안예지 YHeJI AN

roAd kIll PreVeNtIoN PoSter

로드킬예방 포스터

황인경 INkYo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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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cocktAIl

칵테일

이명선 MYUNGSUN lee

MAke tHe World WItH leGo!

레고로 만들어가는 세상!

제갈민정 MINJUNG JeGAr



입선

184

시각디자인

PeAce IS eqUAl 
to A coNVerSAtIoN.

장막을 걷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소영 SoYoUNG AN

eVerYtHING At oNce!

한 번에 모두 다! 강민아 MINA kANG

184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MAlIcIoUS SPIke

악성 대못질 이수빈 SUbIN lee
정햇살 HAetSAl JUNG

시각디자인

tHe PASSING oF lIFe

생명이 지나는 
중 입니다.

최준영 JUN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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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186

시각디자인

dAeGU INterNAtIoNAl bodYPAINtING 
FeStIVAl PoSter

INterNAtIoNAl tool 
eXHIbItIoN PoSter

대구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포스터

서울 국제공구전 
tOOLtECh 포스터

최수지 SUJI cHoI

고정윤 JUNGYUN Go
김종현 JoNGHYeoN kIM



PYeoNGcHANG olYMPIc PoSter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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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민소희 SoHee MIN

tHere WAS Not A lot oF tIMe, bUt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JINSUN kIM
윤승규 SeUNGGYU YUN



입선

188

시각디자인

I doN't kNoW WHere to Go

전 어디로 가야하죠?

이혜인 HYeIN lee

kb WIll Good SoN

효도하는은행 
kb 국민은행

홍승완 SeUNGWA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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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NeIGHborlINeSS

이웃사랑

박효리 HYolI PArk
박영훈 YoUNGHUN PArk



입선

190

포장디자인

cocktAIl tool PAckAGe

칵테일관련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칵테일 도구 패키지

김은정 eUNJUNG kIM

A PAckAGe deVeloPMeNt NAtUrAl 
NoN-WoVeN HUMIdIFIer
For doNAtING MINd oF loVe

사랑의 마음을 기부하는 
천연 부직포 가습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조예나 YeA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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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SloW SAloN

슬로우살롱

홍가현 GAHYeoN MoNIcA HoNG

NAtUrAl SeASoNING 
deSIGN For MY FAMIlY

가족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위한 
천연조미료 디자인

김수지 SUJ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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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deSIGN 'Well AGING HoMe'

생활 속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WELL AgINg hOmE’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김성은 SUNGeUN lee
신솔 Sol SHIN

입선 포장디자인

HUM.t

훔치고 싶은 속옷 ‘hum.t’

장해리 HAerI JANG
윤예진 YeJ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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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clASSIc letter kIt

편지의 소중함, 
영화 클래식 편지 kIt

조은양 eUNYANG Jo

PAStA PAckAGe deSIGN

헥사곤 파스타 
패키지 디자인

최효진 HYoJIN cHoI



입선

194

포장디자인

VItAMIN-c SolAr-c

현대인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먹고 싶은 
비타민C 패키지 디자인 연구

강진희 JINHee kANG

GAMIPcHA ANd JUJUbe teA

패키지 디자인을 이용한 
감잎차와 대추차의 
면역력 증진 홍보연구

서채영 cHAeYeoNG SUH
김수연 SU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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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SWeet & SAltY

천연꿀과 천일염의 만남

원강효 kANGHYo WoN

HANbok PAckAGeS For 
tHe brIde to Get MArrIed

결혼하는 새 신부를 
위한 한복 패키지

이예슬 YeSeUl lee
송예지 YeJI SoNG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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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SolAr eNerGY PAckAGeS

태양에너지를 제품으로!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를 
대비한 미래 친환경 
태양에너지 제품패키지

임미아 MIA lIM
유보람 borAM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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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예ㆍ주얼리디자인

MAke MY HoUSe

나만의 집을 만들다

채호진 HoJIN cHAe

cHerISH

懷(품다)

신유경 YUGYeoNG SHIN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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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tHe brIdGe bUIlder

브릿지빌더

이송희 SoNGHee lee

SPrING PlAte

花園 - 봄을 담은 접시

이꽃담 kottA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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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예ㆍ주얼리디자인

tWIrl

상모

박양화 YANGHWA PArk

SHoeS dIY kIt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세요

나용환 YoNGHWAN NA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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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bookSHAre

북쉐어

우주성 JooSUNG Woo

blooM

피어나다

이지은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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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예ㆍ주얼리디자인

WINd A tIMe

시간을 감다

박종호 JoNGHo PArk

cHANGe tHe ModerN lIFe-HANJI-II

한지의 모던화 - II

권정옥 JoUNGok kWoN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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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rHYtMIcAl reFlectIoN tAble

리드미컬 리플렉션 
테이블

INterSect

교차(交叉)

정다영 dAYoUNG JUNG

김시원 SI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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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김현주 HArrIette kIM
정다흰 dAHUIN JUNG

ModerN MUNtIN

한옥의 전통적인 
창살의 재해석

조선시대 아동복식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문화상품용 유 · 아동용 후드 티셔츠 개발
cUltUrAl kIdS HoodIe deSIGN USING 
koreAN trAdItIoNAl kIdS 
coStUMeFocUSING oN HoGUN, dolbok

박승아 SeUNGA PArk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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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Mo+PAce

모+페이스

편다혜 dAHYe PYeoN

WeArAble bAbY WeAr

쟈가드 직조 방법을 
이용한 영유아용 
웨어러블 바디슈트
(나노섬유+친환경 섬유)

김재훈 JAeHooN kIM
김연하 YeoNH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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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leAVe A trAce

PortAble led ProPS

흔적을 남기다

꽃 이미지를 담은 
휴대용 LED소품

정재훈 JAeHooN cHeoNG
박정원 JeoNGWoN PArk

박정원 JeoNG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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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NorMcore StYle FASHIoN
AcceSSorIeS

놈 코어(NORmCORE) 
스타일의 패션 
액세서리 제품

최윤희 YooNHe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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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ActIVAted NeIGHbor 
coMMUNIcAtIoN SerVIceS 
ProPoSed For tHe PreVeNtIoN 
oF NoISe ProbleMS INterlAYer

층간소음문제예방을 
위한 이웃소통활성화 
서비스제안

김제희 JeHUI kIM

WordPlAY 3dANIMAItIoN HANGeUl 
AdUcAtIoN coNteNtS - HANGeUl eASY

워드플레이 3D영상 한글
학습 콘텐츠 - 한글이지

사동화 SAdoNG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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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208

tHe rockS - WIkIFocUS

독도 - 위키포커스

임준섭 JUNSeoP lIM

PUrIFe

퓨리페

송가원 GAWoN SoNG
황재모 JAeMo HWANG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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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INGMAP

컬러링맵

김송희 SoNGHee kIM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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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lIFe toGetHer! WItH Pet

라이프 투게더! 
(반려동물과 함께)

SUGGeStIoN oF NUrSerY ProdUctS 
doNAtIoN APPlIcAtIoN 
SerVIce For dISAdVANtAGed HoMeS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애플리케이션 
기부 서비스 제안

이정화 JUNGHWA lee
최호영 HoYeoNG cHoI

박현성 HYUNSUNG PArk
최영현 YoUNGH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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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World kIdS APPlIcAtIoN 
For MISSING cHIld PreVeNtIoN

미아방지를위한 롯데월드 
키즈 어플리케이션

정진아 JINA JUNG
전인아 INA JeoN

안전한 어린이 통학 승하차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매핑 서비스디자인 제안
ProJect MAPPING SerVIce deSIGN 
For SAFe coMMUte oF cHIldreN

김민지 MINJI kIM
이경언 GYeoNG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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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SSI, coeXISteNce SerVIce
PlAtForM For HeAltHY eAtING 
oF SINGle-HoUSeHold.

bY-keY / cAMPUS bIke SHArING 
FlAtForM SerVIce

1인가구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한 공생형
서비스 플랫폼, 품앗이

바이키 / 대학 캠퍼스 
자전거 대여 
플랫폼 서비스

김다영 dAYoUNG kIM
이세림 SerIM lee

입선 서비스디자인

김성훈 SeUNGH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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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서비스디자인

SMArt bIrd

oN MoM SerVIce deSIGN

쇼핑을 돕는 
스마트 단말기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온맘” 서비스

김은경 eUNkYUNG kIM

이동환 doNGHWAN lee
김소희 SoHee kIM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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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ProPoSAl oF APPlIcAtIoN 
coNNected MUSIc StreAMING 
APPlIcAtIoN For PreVeNt 
USING MobIle WHIle drIVING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rAVel dIrect trANSActIoN SerVIce 
For eFFectIVe locAl deVeloPMeNt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방지를 위한 
뮤직스트리밍 앱 
연동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안

실질 지역 발전을 위한
여행 직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안

이의정 UIJeoNG lee

이누리 NUr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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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IS reAdY,

SHArING loVe WItH 
tHe cleANer'S

변화하는 여성의 
몸에 따른 3단계
패키지 서비스

사랑나눔 세탁소

권은진 eUNJIN kWoN
김정민 JeoNGMIN kIM

장영희 YeoNGHee JANG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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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ASY ANd coNVeNIeNt 
VeNdING MAcHINeS 
doNAtIoN

손쉽고 간편한 
기부자판기 
서비스디자인

김보라 borA kIM

APP For blINd PeoPle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서비스개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안

김혜영 HYe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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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tAINMeNt deSIGN ProPorSAlS 
For eMerGeNcY eVAcUAtIoN tIPS
ANd SecUrING PrIMe tIMe

응급상황 대피요령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포테인먼트디자인 제안

최호영 HoYoUNG cHoI
이정화 JUNGHWA lee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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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Works of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작품

220

222
236
239
267
273
282
283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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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220

모든 사람의 사랑과 화합, 배려 등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정서적
어울림의 염원과 바램을 담아 디자인하였습니다.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ouLLIM

어울림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초대디자이너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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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연 kyungyeun Chung

It is designed to wish warm 
and emotional harmony through 
love and unity of al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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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스피커
audIo sPeaker

송창호 Changho shong

square LIMeLIghtIng

광장조명등

신택균 taIkgyun shIn

제품디자인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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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sungBae kIM

aIrPort Lounge ChaIr [CoMfy:WIng]

공항 라운지 의자 
[Comfy : Wing]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무균클린카Ⅱ
CLean Car of an asePsIs II

곽대영 daeyoung kWak



초대디자이너

224

제품디자인

dentaL surgICaL equIPMent

치과 수술용 테이블

美容用 handPIeCe

최양현 yanghyun ChoI

의료용 핸드피스

박성규 sunggue Park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김선규 seonkyu kIM

PotaBLe sPeaker (nP 7550)

포터블 스피커 (nP 7550)

이한성 hansung Lee

raIL taXI

레일 택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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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이덕상 duksang Lee

PoCket-Phone desIgn 
for BusIness of C.e.o

C.E.o를 위한 사무용 
PoCkEt-PhonE

duaL toILet seat Cover

유아성인겸용 
변기커버

고정욱 JungWook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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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huMIdIfIer

이병훈 Byunghoon Lee

친환경 가습기

BeenCh WIth fLoor LaMP

벤치겸 옷걸이 조명등 이해묵 haIMook Lee



초대디자이너

228

제품디자인

홍정표 JungPyo hong

Card reader

카드리더기

heaLthCare funCtIonaL BICyCLe

헬스케어 기능성 
자전거 디자인

조재승 Jaese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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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W

MInI trs

미니 무전기

AntiBoW

이혁수 hyuksoo Lee

강경용 kyungyong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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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윤재우 JaeWoo yoon

fIngerPrInt IdentIfICatIon
sMart WatCh

지문인식 스마트워치

LIghtIng desIgn

조명등디자인

박억철 eokChu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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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이기출 kIChouL Lee

uLtra WIde Band radar

울트라 와이드
밴드 레이더

이석준 seokJoon Lee

vIBratIon-free PuMP desIgn

무진동 펌프 디자인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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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CatCh-hoMe CLeaner

가정용진드기 
진공 청소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MarIne LeIsure suBMersIBLe desIgn PLan

유상욱 sangWook yoo

해저 레저선 tyPE3 쉐이딩

김장석 Jangseok kIM



233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hIgh-grade CosMetICs 
BottLe desIgn

조종호 Jongho Cho

고급형 화장품용기
디자인

삼성영어교실 
학습기 디자인
saMsung engLIsh LaB 
study devICe desIgn

강병길 ByungkIL kang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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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박태영 taIyoung Park

구기설 kIseoL koo

MaXIMuM Charger

휴대폰 충전기

Car aIr CLeaner

차량용 공기청정기



235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정충모 ChungMo Jung

stand & WaLL tyPe tv MonItor

벽걸이 겸용 tV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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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실내디자인

박필제 PILJe Park

장광집 kWangChIB Chang

BrIdge LandsCaPe 
LIghtIng desIgn

교량 조형물 
경관조명디자인

heyrI art vILLage's CuLturaL 
art sCuLPture desIgn for 
the envIronMent ConstruCtIon

헤이리예술마을의 
문화예술환경구축을 
위한 조형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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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웅 kIWoong han

Bus PLatforM desIgn

버스 승강장 디자인

goP Cafe readIng

유진형 JInhyung yoo

goP 병영독서카페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환경ㆍ실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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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환경ㆍ실내디자인

artIfICIaL reef desIgn 
for redsea CuCuMBer

전성수 sungsu Jeon

홍해삼 
인공어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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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gaLaXy s6 P.o.P

삼성 갤럭시 S6 피오피

한국의 무신

239

shaManIC gods of korea

김상락 sangrak kIM

박정우 JeongW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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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시각디자인

한국의 춤

운명 2015-4
destIny 2015-4

danCe of korea

김제중 JeJoong kIM

방재기 JaegI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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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the IMage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강윤성 yoonsung kang

정계문 kyeMoon Chung

이미지 오브 
코리아 포스터

'2015' ILLustratIon for korean IMage

'2015' 일러스트레이션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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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the MountaIn of 
CoLorfuL strIPes

eMPLoyMent ProMotIon Poster

최성규 sungkyu ChoI

명계수 kyesoo Myung고용증진 포스터

색동산



243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명계수 kyesoo Myung

시각디자인

한국의 향기

kBS 이산가족 찾기
dIsPersed faMILy kBs

the sCent of korea

정동욱 dongWook Jung

김병진 Byu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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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244

흡연시작, 인생의 끝
start sMokIng, end of LIfe

장훈종 hunJong Jang

CreatIve MInds Create MagIC.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마술을 만듭니다.

명광주 kWangJoo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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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적 kWangJuCk suh

graPhICs desIgn

그래픽 디자인

김기순 kIsoon kIM

nature Is not a Waste.

자연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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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 ChuL Moon

Poster

포스터

시각디자인

IMage of korea

한국의 이미지

고영진 youngJ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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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 dESign korEA

247

그린피스포스터
grrrnPeaCe Poster

김진석 JInsuk kIM

박주석 Juseok Park

CrearIve & desIg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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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korea ChurCh PeaCe unIfICatIon 
Prayer - Poster / eMBLeMs

하용훈 yonghun ha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 포스터 / 엠브럼

어수룩 도깨비
a sILLy dogaBBI

황순선 soonsu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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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욱현 Wookhyun han

한백진 BaekJIn han

시각디자인

"eeuM"

“이음”

Poster desIgn WIth CaLLIgraPhy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포스터



초대디자이너

250

시각디자인

Poster for PeaCe

tyPe of LandsCaPe

현영호 youngho hyun

서기흔 kIheun shur

남북 평화포스터

풍경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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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에
In Late autuMn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IMage of korea Poster

손원준 WonJun son

남윤호 younho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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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현 yonghyun naM

이진구 JInku Lee

시각디자인

CongratuLatIon 
the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50주년 대한민국디자인전 
축하 포스터

korean tradItIonaL IMage

한국 전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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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yoonBae kIM

박현욱 hyeonWook Park

시각디자인

CaMPaIgn Poster for 
usIng reuseaBLe seLf-CuPs

종이컵 재사용 자기컵 
갖기 운동 포스터

the 15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Poster

제15회 국제건축디자인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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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이미지 - 2015

시각디자인

잠재된 것에서의 탈출
Iatent faCuLtIes

MugunghWa IMage - 2015

김상학 sanghak kIM

김영희 younghee kIM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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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자연환경을 위한 
홍보포스터 디자인

255

시각디자인

온고이지신
LearnIng oLd thIngs 
knoWIng neW thIngs

Poster desIgn 
for naturaL envIronMent

김경균 kyoungkyun kIM

최호천 hoChyun CheI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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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련 hongryun kIM

임경호 kyungho LIM

시각디자인

CoMMunICatIon

소통

saCheon CIty Poster

사천시 홍보 포스터



257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여훈구 hungoo Lyeo

장호철 hoChuL Chang

시각디자인

ProduCt Poster of LesPIke 
CLIMBIng sPIkes

레스파이크 아이젠 
상품포스터

I aM Loney

나는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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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서산버드랜드 
홍보포스터

아동의 권리
rIghts of the ChILd

seosanBIrdLand Poster

선병일 ByoungIL sun

장범순 BuMsoo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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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f neW MedIa era

송성재 seongJae song

함부현 Boohyun haMM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

dfa' aWards 015t 
Book art eXhIBItIon Poster

dfA' AWArdS 015t 
북아트 전시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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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이미정 MIJung Lee

이경희 kyounghee Lee

SAVE Color

IMage of korea

한국의 이미지

sav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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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박강용 kangyoung Park

권기덕 kIduk kWon

dMz, the Land of PeaCe and LIfe

자연미화(自然美花)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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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재 geuMJaI kIIM 

이미영 MIyoung Lee

시각디자인

War oPPosItIon Poster

반전 포스터

Beauty of the Chosun dynasty WoMen

조선시대 여인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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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원 홍보포스터
PeaCe LovIng 2015

신책가도
sChoLar's aCCountreMents

구환영 hWanyoung gu

김성년 seongn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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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종

시각디자인

264

아름다운 한국 - 
도깨비는 어디에서 왔을까
BeautIfuL korea -
Where does dhIokavI CoMe froM?

yoon yeo Jong

윤여종 yeIJong yoon

강성철 sungChu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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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자인
green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MasterPIeCes of earLy 
BuddhIst sCuLPturev

윤현정 hyeonJeong yoon

박현택 hyuntae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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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시각디자인

I thInk...

백금남 kuMnaM BaIk 

내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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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WoongJIn 자연은

이복영 Bogyoung Lee

웅진 자연은

CheongtoCheong honey

청토청꿀

고영균 youngkyun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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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고향 국산차 시리즈
korean tea serIes PaCkage desIgn

임종웅 JongWung rIM

sP food Brand PaCkage desIgn

SP food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이찬 Ch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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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톡스 크림 (화장품)
veetoX CreaM

269

gaPyeong rICe PaCkage desIgn

가평쌀 포장디자인

임수연 sooyoun LIM

윤찬종 ChanJ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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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이권식 kWonsIk Lee

ManIker food PaCkage desIgn

마니커 식품 시리즈 
포장디자인

dongWon rICesouP

동원국밥

한승문 seungM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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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WILd tea PaCkage

안상락 sangLak an

소호 야생차 패키지

김강국 kangkook kIM

kIds PLan Iro

아이들을 위한 
“아이로”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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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이원진 WonJIn Lee

김곡미 gokMI kIM

BrAnd PACkAging 
for BB CrEAm

tofu steak / tofu Pork CatLet

모시 두부스테이크 /
모시 두부돈까스 / 모시 두부강정

Brand PaCkagIng for BB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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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영 soonyoung hWang

BrooCh

브로치

이봉규 Bongkyu Lee

forever CaLendar15-2

만년달력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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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taeguk syMBoL PLate 2015-1

태극 접시 2015-1

set desIgn of 
CeraMIC ContaIner

류남희 naMhee ryu

합 세트 디자인

강흥석 heungseok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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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 Party

즐거운 파티

공예ㆍ주얼리디자인

이기상 kIsang Lee

2015 oLd story 1.2.3.4

2015 옛 이야기 
1.2.3.4

윤선영 sunyoung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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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InChuL hWang

공예ㆍ주얼리디자인

vase

기

square suM of the tIger forM

김성진 sungJIn kIM

호랑이형태의 사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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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환 dukhWan yang

윤근 keun yoon

공예ㆍ주얼리디자인

vase

각병

PenCIL Case & BookCase

필통 & 책꽂이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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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hyunsIk kIM

CeraMIC Ware desIgn

세라믹웨어디자인

공예ㆍ주얼리디자인

박병호 Byungho Park

CuBe2015-50
(BLuetooth sPeaker)

큐브2015-50
(블루투스 스피커)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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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춘 dukChoon ahn

faLLen Leaves

낙엽

dIgItaL PrIntIng neCkLaCe

디지털 프린팅 목걸이

장미연 Meeyeo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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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 JeWeLry

조화 - 주얼리

공예ㆍ주얼리디자인

CandLe stICk

촛대

곽태혁 taehyeuk kWak

김태종 taeJ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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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이용한 
나선형 장식 램프
sPIraL deCoratIve 
LaMPs usIng oPtICaL fIBer

노은희 eunhee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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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desIgn for the natIonaL syMBoL enhanCe -
MugunghWa fLoWers soft sCuLPture desIgn

조성진 sungJIn Cho대한민국 국가공식상징물인 
무궁화를 이용한 선양디자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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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정운성 Woonsung Chung

the Path of MoBILe 
PLatforM, WeIdIanshu

모바일 플렛폼 
웨이덴수(微店鼠)

WeBzIne voL.33

웹진 33호

홍창기 Changke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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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Works of EstablishEd dEsignErs
추천디자이너 작품

286

288
300
303
336
350
364
369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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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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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공예ㆍ주얼리디자인

재생
rEbirth

송신혜 shinhyE song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버려진 유리병이나 향수병, 종이 포장지 등을 재활용하여 부부라는 
주제로 유리 가마에서 820도로 소성하거나 접착하여 거울, 화병, 접시나 
용기 등의 생활용품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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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vase, dish, and household goods were 
designed by recycling abandoned glass, bottles, 
perfume bottles, and papers. These are burned 
at 820 degrees with the theme of married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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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안전 해드셋

버그스파크 ABS-100B
bugsPark abs-100b

황세민 sEMin Whang

조윤호 yunho Cho

safEty hEad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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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

서비스+콘텐츠+디바이스의 IT융복합 기반 
휴대형 음파진동 셀프케어 시스템
sErViCE+ContEnts+dEViCE 
& soniC Vibration sElf-CarE systEM

자동차 블랙박스 디자인
Car blaCk boX dEsign

이해권 haEkWon lEE

최용혁 yonghyuk Choi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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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제빙기기 디자인

롤러블 IoT 체중계
rollablE iot sCalE

iCE MakEr dEsign

이도영 doyoung lEE

김병수 byungsoo kiM



291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음향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이어폰 디자인
_큐브스토리100

인체공학을 통한 가장 
원초적인 이어폰 디자인
_kellAn601

ConsidEring thE aCoustiC and 
ErgonoMiC EarPhonE 
dEsign_CubEstory100

kEllan601_EarPhonE

채성수 sungsoo ChaE

구자윤 Jayun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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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두유제조기
soybEanMilk MaChinE

3D 인공치아 제작 
의료기기 시스템
digital dEntistry solution

금중혁 Joonghyuk kEuM

지용규 yongkyu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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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무선충전기

개인 비상용 
응답 시스템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PortablE WirElEss ChargEr

이재호 JaEho lEE

최석준 sukJ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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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칼테바
kaltEVa

하이파이 오디오 DAC
hi-fi audio daC

김형근 hyunggEun kiM

신익수 ikso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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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편리성과 
감성적 디자인을 
겸비한 마카
hang uP MarkErs

홍현우 hyunWoo hong

스마트폰 락 스피커
loCk thE sMart PhonE sPEakErs

서석교 sEokky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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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추천디자이너

편리홈 (일반가정용 통합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컨트롤러)
fantastiC!gEnEral housEhold intEgratEd 
hoME nEtWork systEM ControllEr

이권환 kWonhWan lEE

치기공 / 네일용 휴대용 
드릴머신 컨트롤러
PortablE drill MaChinE ControllEr

백순현 soonhyun b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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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피아 가식성필름 
디스펜서
CoolPia EdiblE filM disPEnsEr

공기 질 측정기
iaQ dEViCE

최병현 byEonghyEon ChoE

김덕근 dEokk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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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유아에게 최고의 
선물은 베개...!
thE bEst gift for ChildrEn 
is PilloW...!

젤네일용 leD태닝 램프
rEChargEablE lEd laMP for nail art

이용한 yonghan lEE

조경득 kyungdEuk Cho

제품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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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제품디자인

옥외비상벨 시스템
outdoor EMErgEnCy alarM systEM

박종만 JongM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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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발 계획지구 
수상 보행공원 설계
b sPot bridgE

황재호 JaEho hWang

추천디자이너 환경ㆍ실내디자인

natural sound

힐링 오디오

곽봉철 bongChul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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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dongha kiM

301

환경ㆍ실내디자인

도심형 솔라셀 
중앙분리대
urban solar-CEll 
MEdian striP

PattErn dEsign of ChunChEon

춘천 도시상징 패턴디자인

박재익 JaEi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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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실내디자인

아리랑에루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최규호 gyuho Choi

korEa idEntity is bECoME aWarE of onEsElf

해소

류다혜 dahyE ryoo

sMashing Club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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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보호해야할 
멸종위기종 : 산양
EndangErEd sPECiEs : Mountain goat

전용석 yongsEok Chun

조규창 kyuCha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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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03

진도모피 
일러스트포스터
Jindo fur

2015_#03

이충상 Choongsang lEE

304

김덕순 dEoks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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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

한류
korEan WaVE

linE of korEa

최문희 MoonhEE Choi

박인창 inCha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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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EVEry blood is rEd

saMsung ElECtroniCs s aCadEMy 
thE 20th anniVErsary ProMotion

김정두 JEoungdoo kiM

정재창 JaEChang JEoung

2015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주년 판촉 연출

세상 모든 사람의 
피는 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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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안전품격

로드킬
road kill

safEty of its stylE

구윤희 yoonhEE koo

정찬환 ChanhWa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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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滄海一粟(창해일속)

희망적인 단어
a hoPEful Word

a grain of riCE in thE sEa

권영대 youngdai kWon

최종필 JongfEEl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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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젊음은 
인생의 꽃이다.

던킨도너츠 킨컵

youth is thE floWEr of lifE

dunkindonuts kinCuP

현은정 EunJEong hyun

강중규 Joonggyu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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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nATure IS DeAD

디테일 북커버 디자인
dEtail_book CoVEr dEsign

naturE is dEad

이경규 kyungguE lEE

정준용 Joonyo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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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pepSI 광고포스터
(pepSI 만화경)
fantaPEPsi ad-PostEr
(PEPsi kalEidosCoPE)stiC!

korEan WaVE

신정철 JEongChul shin

이승환 sEung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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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한글 문양 
디자인전 2015
an kiyoung hangEul PattErn 
dEsign EXhibition 2015

진애라 aEra Jin

안기영 kiyoung an

naVEr shoPPing

네이버 지식쇼핑과 
지식카페

추천디자이너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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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015 kyungsung uniVErsity PostEr

김효민 hyoMin kiM

이방원 bangWon lEE

ViEW

2015 경성대학교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애니메이션 실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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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내 삶에 들어온...
Who EntEr With My lifE...

김진영 Jinyoung kiM

삶을 바라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WhEn i look at My lifE, 
i sEE a PErson.

박무건 Moog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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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설화수
sulWhasoo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오대산
odaEsan national Park

박승대 sEungdaE Park

박상규 sanggy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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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한국의 문화유산 2016 
홍보우표

사대취소 
捨大取小

Cultural hEritagE of korEa 2016 
ProMotional staMPs

throW aWay big things, 
gEt sMall things

장재욱 JaEWuk Chang

이진만 JinM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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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새벽

317

daWn of ChangEs

박재현 JaEhyun Park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김영식 yo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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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화장품발명디자인
CosMEtiCs inVEntiVE dEsign

신재욱 JaEWook shin

북
book

홍영래 youngra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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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복접기
korEan traditional
CostuME origaMi

노미선 MEEsEon roh

항상 그자리에
you'rE alWays thErE 
WhEn i ClosE My EyEs

김세웅 sEWoong kiM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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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제50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포스터
PostEr of thE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김병완 byungWan kiM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방안 브랜딩
forEst EduCation brand for youth

최미경 Miky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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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페이스
PokEr faCE

DeSTruCTIon 
IS reTurn

안창호 Changho ahn

dEstruCtion is rEturn

임중남 JoongnaM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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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로슈어
MiraE assEt 2015 CorPoratE broChurE

최진호 Jinho Choi

시각디자인

두각, 변화
ChangEs in ProMinEnCE

이주미 JooMi lEE

추천디자이너



323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도깨비
goblin

최승연 sEungyEon Choi

유성봉 sungbong yu

iMagE of gangnEung

강릉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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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324

STuCk

할머니들의 빈 자리
thE EMPty sEat

최재원 JaEWon Choi

박기홍 kihong Park

st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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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젊음의 욕망

north-south rElations

thE dEsirE of youth

조필호 Pillho Cho

박현송 hyuns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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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여자는 미래를 품고있다.
WoMan ChErish thE futurE.

신재균 JaEkyun shin

원영국 youngkug Won

Earth landing...

지구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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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미술관 
헨릭빕스코브 전시포스터
daEliMMusEuM EXhibition 
PostEr(hEnrik VibskoV)

순간을 담은 
아름다움, 코렐
CorEllE

윤영노 youngno youn

박영출 youngChu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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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신병근 byoungkEun shin

조운한 unhan Cho

Math shoP

수학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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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크로즈 음악여행
dalCrozE MusiC traVEl

신한류 - 익사이팅 코리아
nEW korEan WaVE - EXCiting korEa

박윤신 yunshin Park

현은령 Eunryu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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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개발
doMEstiC tEXtilE 
ProduCt CErtifiCation Mark

이은선 Eunsun lEE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포스터
saMsung lifE insuranCE 
rEtirEMEnt institutE PostEr

송인수 insoo song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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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dEsign

아이덴티티 디자인

한국의 이미지
iMagE of korEa

최인숙 insook Choi

김형석 hyEongsE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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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이근형 kEunhyung lEE

박민성 MinsEong Park

book CoVEr dEsign

북커버 디자인

t9_nuMbEr ProJECt

티나인 넘버프로젝트



mAInTAIn 
SeCurITy
Maintain sECurity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각디자인

333

친환경 산소방울 세정제 -
오투팡 포스터
o2Pang bubblE tEChnology

정성호 sungho Jung

김선주 sunJu kiM



추천디자이너

334

시각디자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 골프
sPorts illustration-golf

김혜림 hyEliM kiM

손지훈 Jihoon son

PridE of korEa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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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Visit korEa

이관식 kWansi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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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청정원 밥물이다르다 
냉동 나물밥

커브드 지 플렉스 
패키지 디자인

박태진 taEJin Park

frozEn CookEd riCE With VEgEtablE

도일 il do

CurVEd g-flEX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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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 시크릿 노트2 
스마트폰 패키지디자인

선진리얼미트스틱

VEga sECrEt notE2 
sMartPhonE PaCkagE dEsign

김두한 duhan kiM

유재형 JaEhyoung you

sunJin rEal MEat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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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커브드 TV 상담키트

종가집 전라도 포기김치

김일오 ilo kiM

CurVEd tV Consultation PoP

이석준 sEokJun lEE

JEolla-do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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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300/600

포장디자인

pmC300/600

이창석 Changsuk lEE

쏘피 한결 
[여성용품 패키지디자인]

한상현 sanghyun han

sofy hanguEl 
[faMininE CarE PaCkagEdEsign]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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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갈바니 소렌토 
스트링치즈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꼬마병

윤미경 Mikyoung yun

galbani sorrEnto stringstErs

박정훈 Junghoon Park

MinutE Maid 
hoMEstylE Mini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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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 가득한 
해조 쌀국수 포장디자인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김남훈 naMhoon kiM

noodlEs PaCkagE dEsign

고경란 kyungran ko

using JEJu agriCultural ProduCt



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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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크리에이티브랩 
팬 홀더 패키지디자인

디스아프리카와 지포(ZIppo)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패키지디자인

양재희 JaEhEE yang

CrEatiVE lab. 
PEn holdEr PaCkagE dEsign

박현경 hyunkyung Park

Collaboration PaCkagE dEsign of this afriCa, ziPPo brand



343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

미니 휴대용 
향 주머니 디자인

용진경 Jinkyung yong

PortablE Mini saChEt dEsign

조창희 ChanghEE Cho

보헴시가 
슬림핏 디자인
bohEM Cigar sliMfit 
sPEaCial Edition



추천디자이너

344

포장디자인

침묵

윤홍열 hongyEol yoon

silEnCE

탐라지오 건조 
농산물 패키지

김성용 sungyong kiM

taMragio dry agriCultural 
ProduC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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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팩_
파리의 아침 시리즈

동원 너비아니

육지훈 Jihun yuk

bakEryPaCk_Morning in Paris

이철희 ChulhEE lEE

dongWon sliCEs of r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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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bibigo thE kiMChi- 
royal kiMChi, haEt kiMChi

송소원 soWon song

올마스크스토리 골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패키지 디자인

비비고 더 김치 -
궁중 배추김치, 햇김치

남미나 Mina naM

all Mask story gold hydrogEl 
EyE PatCh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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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kyungsoo lEE

lottE PPEongsori PaCkagE dEsign

롯데제과 뻥소리 
패키지 디자인

군수용품 포탄 
패키지 디자인
Military suPPliEs shEll 
PaCkagE dEsign

이원두 Wond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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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우리농산물로 만든 
새싹 가공식품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롯데 하비스트
harVEst

our agriCultural ProduCt 
brand PaCkaging for 
sProut ProCEssEd food

이상호 sangho lEE

노시우 siWoo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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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돈까스 & 치즈돈까스 
패키지디자인
ChEEsE stiCks tonkatsu Pork 
CutlEt PaCkagE dEsign

프리미엄 짜장라면 
팔도짜장면
Paldo PrEMiuM  JJaJangMyEo

강문수 Munsu kang

강재도 JEad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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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필함-02

사무공간의 
penCIl 꽂이
offiCE PEnCil VasE

PEnCil CasE-02

김상열 sangyoul kiM

김완규 Wan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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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빛
thE gEntlE light

꿈지 조명등
kkuMJi lighting

정건용 gEnyoung JEoung

천영록 youngrok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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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천장용 수직 옷걸이
CEiling VErtiCal hangEr

호도까기
nut CraCkEr

최철형 CholhEyong Choi

김호성 hos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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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花) 2015
floWEr(花) 2015

5분간의 휴식
a fiVE MinutEs rECEss

정택우 taEkWoo Jung

윤진 J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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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ㆍ주얼리디자인

촛대
CandlEstiCk

김석영 sEokyoung kiM

불루투스 스피커
bluEtooth sPEakEr

조원희 WonhE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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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이트 캔들 
트레이 디자인
tEa·light CandlE tray

최기 ki Choi

아름다운 일상 150911
bEautiful daily lifE 150911

박상철 sangChu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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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넥타이텍스타일 2015
nECktiE tEXtilE 2015

텍스쳐드 심리스 
니트웨어
tEXturEd sEaMlEss knitWEar

권성하 sungha kWon

김성달 sEongda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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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선의 향연

CloCk

fEast of linE

김지영 Jiyoung kiM

김난희 ra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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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영광

하모니 1

a glory

harMony 1

이민정 MinJung lEE

박문희 MoonhE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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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그리고 채움

인 플라워

EMPty and full

in floWEr

조예령 yEryung Cho

김주희 Joo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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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선인장 정원

파동

CaCtus gardEn

Pulsation

왕경희 kyunghEE Wang

조문환 MoonhW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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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 타이디자인
natural tiE dEsign

박상오 sangoh Park

넥타이
nECktiE

이지은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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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판타스틱!
fantastiC!

정보리 bori JEong

미니파우치
Mini PouCh

임선양 sunyan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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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3190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

4348-3190

김국원 kuk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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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노루 그룹 
인력관리시스템 콘텐츠

하이브리드카 
에너지모니터 GuI
hybrid Car EnErgy 
Monitor-uX dEsign

noroo grouP CarEEr 
dEVEloPMEnt PrograM ContEnts

박수관 sookWan Park

박준우 JunW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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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IxelS_101 
디지털 픽셀 폰트
13PiXEls_101 digital PiXEl font

경주
iMagE of gyEongJu

오성수 sungsoo oh

권기제 kiJ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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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SWWu_적응형웹
sWWu_adaPtiVE WEb

김병택 byungtaEk kiM

BySTAnDer 
effeCT : GoAT

임효영 hyoyoung lEEM

bystandEr EffECt :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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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유전자 -
AS We mAy ThInk
graPhiC usEr intErfaCE dna-
as WE May think

김세화 sEhWa kiM

미선나무 홍보를 위한 
콘텐츠디자인 개발
ContEnts dEsign dEVEloPMEnt 
ProPosals for MisEon

박성억 sungEu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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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아리랑 III
arirang iii

이은석 EunsEok lEE

설명서를 대체하는
mulTImeDIA Book
MultiMEdia book that rEPlaCEs 
thE Manual

이성수 sung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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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돈'내셔!] -
이동성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부 서비스
donation - PortablE intEraCtiVE MEdia art 
for EffECtiVE donation sErViCE

남윤태 yunta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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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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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일반공모 GENERAL WORKS

강묵수 

강민규

공혜정

곽지욱

구광모

국윤성

권구완

권순만

권순만

김기태

김다정

김동표

MUKSU KANG

MINGYU KANG

HYEJUNG GONG

JIWOOK KWAK

KWANGMO KOO

YOONSUNG GOOK

GUWAN KWON

SOONMAN KWON

SOONMAN KWON

KITAE KIM

DAJEONG KIM

DONGPYO KIM

84

154

146

150

156

44

115

64

91

107

151

92

공기주입 그릴

머라이언

브이탑

카트 겸 사다리

다라

폭설 붕괴 방지형 비닐하우스

구급용 변형 들것

고정손잡이

스마트 의료침대

안전모 디자인

폴딩 웨이

폴더

김민우

김송

김우재

김윤희

김은정

김종수

김종일

김지은

김철

김태경

김태근

MINWOO KIM

SONG KIM

UJAE KIM

YUNHEE KIM

EUNJEONG KIM

JONGSOO KIM

JONGIL KIM

JIEUN KIM

CHUL KIM

TAEKYUNG KIM

TAEGEUN KIM

106

144

106

106

57

64

107

157

156

44

111

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한 
꽃병디자인

BE光 프로젝트 (빛을 나누다)

리텍스

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한 
꽃병디자인

수액 주사 환자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위한 '압력링거와 
유량조절기'

고정손잡이

안전모 디자인

만나

다라

폭설 붕괴 방지형 비닐하우스

한손 드릴

김푸름

노경민

박구용

박봉서

박성필

박세은

박수빈

박예림

방인용

박채현

박현수

PUREUM KIM

KYEONGMIN NOH

GUYONG PARK

BONGSEO PARK

SUNGPIL PARK

SEEUN PARK

SUBIN PARK

YERIM PARK

INYONG BANG

CHAEHYUN PARK

HYUNSOO PARK

147

111

70

108

140

153

151

159

69

147

115

포터블 5.1채널 스마트폰 연
동 스피커 '피포드'

숲:내음

배수구 막힘 방지 기능성 
욕조마개

휴대용 접이식 아기욕조

세계최초 맞춤형 반려동물
 웨어러블 '애니핏'

멀티보드

모니터 메모보드와 결합된 
스마트 스케줄러

직접 닦지않아도 유리창 
청소가 가능한 유리창 닦이

화재방지용 멀티마스크

포터블 5.1채널 스마트폰 
연동 스피커 '피포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식 음압 격리병실

배재호

송민구

손해성

송혜정

안지희

오시목

유숙진

유재도

윤성진

이명준

이민지

이석현

JAEHO BAE

MINGU SONG

HAESEONG SON

HYEJEONG SONG

JIHEE AN

SIMOK OH

SUKJIN YU

JAEDO YU

SUNGJIN YUN

MYEONGJUN LEE

MINJI LEE

SUKHYUN LEE

154

153

112

148

145

48

110

148

158

114

112

150

플랩

안전한 손잡이

로크업

우울증 치료 블라인드

다기능 수세미

진공이 되는 벌레 밥상덮개

D = H SILVER CAR

안개 제거 장치

삼다리 사다리

농업용 사다리 카트

스마트 소호 & 싱글 퍼니쳐

2차사고방지를 위한 
SPARE CIRCLE

INDEX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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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강

이슬

이유진

이인서

이정산

이현성

이현진

이형권

이혜빈

이혜숙

이호기

이호준

SEONKANG LEE

SEUL LEE

YOUJIN LEE

INSEO LEE

JEONGSAN LEE

HYUNSUNG LEE

HYUNJIN LEE

HYEONGGWON LEE

HYEBIN LEE

HYESUK LEE

HOKI LEE

HOJUN LEE

150

152

79

113

157

109

158

146

149

92

141

144

2차사고방지를 위한 
SPARE CIRCLE

85회전 멀티-텝

계단을 오르는 수레

낙엽블럭 압축기계

휴대가 용이한 목보호 헬멧

지하철 진출입 가이드 
LED패널

결합형 강아지 목줄

아로마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마이쿠커

폴더

프랙탈 타워 램프 1

업사이클 티 테이블

임선영

임지민

장성은

장영재

장우영

장윤진

장은성

장은솔

전소원

전혜진

정민정

정서윤

SUNYOUNG LIM

JIMIN LIM

SUNGUN CHANG

YOUNGJAE CHANG

WOOYOUNG JANG

YUNJIN JANG

EUNSUNG JANG

EUNSOL JANG

SOWON JEON

HYEJIN JEON

MINJEONG JUNG

SEOYUN JEONG

142

109

108

142

146

159

110

147

98

154

149

151

균형 식판

와트롤

솔라페이퍼

캠핑카트

아로마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직접 닦지않아도 유리창 
청소가 가능한 유리창 닦이

소방대원을 위한 신개념 소방
헬멧 디자인

이지홀 멀티탭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머라이언

불편한점을 개선해주는 
올인원 차 거름망

폴딩 웨이

천원필

최성훈

최수룡

최우성

최준혁

최철원

한다혜

한다혜

허은혜

황병규

황인경

황인식

WONPIL CHEON

SUNGHUN CHOI

SOORYONG CHOI

WOOSUNG CHOI

JOONHYUK CHOI

CHULWON CHOI

DAHYE HAN

DAHYE HAN

EUNHYE HU

BYUNGGYU HWANG

INGYEONG HWANG

INSIK HWANG

148

140

141

48

107

140

145

159

106

145

155

113

소형 LED 버스정류장

달

미술.학습공작판

진공이 되는 벌레 밥상덮개

우유클립

세계최초 맞춤형 반려동물 
웨어러블 '애니핏'

다기능 수세미

캔들 타이머

리텍스

유해조수퇴치기

블루투스 스피커

낙엽블럭 압축기계

정성헌

정우람솔

정주미

정준영

정지수

정호영

정호영

조민규

조빛나

조혜림

지민구

채영삼

SEONGHEON JEONG

      WOORAMSOL JEONG

JUMI JEONG

JOONYOUNG JUNG

JISU JUNG

HOYOUNG JUNG

HOYOUNG JUNG

BITNA CHO

HYELIM CHO

MINGYU CHO

MINKU JEE

YOUNGSAM CHAE

155

146

155

113

155

115

143

152

114

154

152

143

링거액 잔여량 안심 알림 
조명 제품

브이탑

피블 (모듈형 조약돌 
블루투스 스피커)

길안내 흰지팡이

블루투스 스피커

구급용 변형 들것

오토클리너

원통형 그릴 결합 토스터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젖병
(아코디언 젖병)

플랩

85회전 멀티-텝

안전보호를 위한 LED 텀블러



374

색인

일반공모 GENERAL WORKS

황인식

황인식

김하늘

나석영

남지숙

박현수

백경래

백경래

윤유정

이다원

이수지

이승열

이유림

강세나

고태용

김기성

김도언

김아란

김애리

김태경

이재헌

이재헌

이종훈

이지연

장영희

전혜경

정대연

정병

정윤정

정진욱

정필성

지현진

최명환

최재연

최훈락

하솔지

황인식

황지혜

강구훈

강민아

강수지

INSIK HWANG

INSIK HWANG

HANEUL KIM

SEOKYOUNG NA

JISOOK NAM

HYUNSOO PARK

GYEONGRAE BACK

GYEONGRAE BACK

YUJEONG YUN

DAWON LEE

SUZY LEE

SEUNGYEOL LEE

YOURIM LEE

SENA KANG

TAEYONG KO

GISEONG KIM

DOUN KIM

AHRAN KIM

AERI KIM 

TAEGYEONG KIM

JAEHEON LEE

JAEHEON LEE

JONGHOON LEE

JIYEON LEE

YEONGHEE JANG

HYEKYOUNG JUN

DAEYEON JEONG

BYEONG JEONG

JUNJYUNG JUNG

JINWOOK JUNG

PILSUNG JUNG

HYUNJIN JI

MYEONGHWAN CHOI

JAEYEON CHOI

HUNRAK CHOI

SOLJI HA

INSIK HWANG

JIHYE HWANG

GUHOON KANG

MINA KANG

SUJI KANG

115

116

165

66

71

160

160

164

85

162

165

117

166

117

167

71

99

161

117

166

160

156

85

117

162

50

119

118

164

166

167

165

161

118

119

162

160

162

100

184

180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식 음압 격리병실

피블 (모듈형 조약돌 
블루투스 스피커)

같이 식사하실래요?

나루_자연과 교감하는 
방식에 관하여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룸셰어링 하우스 _ 天地交泰

국가적 전염성 질병 대처를 
위한 컨테이너 모듈 격리병동 
디자인

그린 로드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동지각발달 놀이터

공간을 어우르다, 사람을 
어우르다

위드펫

우수를 활용한 친환경 흡연
부스 '한폭'

도심 속 농장

영원한 생명_국제씨앗은행

스마트 라이프 가드 타워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룸셰어링 하우스 _ 天地交泰

마린토피아

이야기공간

우수를 활용한 친환경 흡연
부스 '한폭'

응급키트 결합 등산로 
안내 표지판

그린 로드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동지각발달 놀이터

영원한 생명_국제씨앗은행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NPO
지원시설 디자인 제안

공간을 중첩하다 : 삶을 
공유하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세울'

녹색지하보도

가든 그라운드

도심 속 농장

품

같이 식사하실래요?

오른쪽 & 왼쪽 안전 사인
시스템

기다리기 즐거운 버스 정류장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세울'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NPO
지원시설 디자인 제안

국가적 전염성 질병 대처를 
위한 컨테이너 모듈 격리병동 
디자인

공간을 어우르다, 사람을 
어우르다

헌혈은 다른사람에게 
에너지가 될수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다!

황금의 10분,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까?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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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고딘군

고딘군

고정윤

김경민

김나영

김다연

김동욱

김보라

김서아

김성엽

김세은

김세현

김은정

김일관

김재훈

김종현

김지연

김진선

김한솔

김효정

민소희

민지윤

박미향

박여송

박영훈

박은미

박은정

박현지

박형진

박효리

방은혜

서백기

손여경

송수영

안소영

안소영

안예지

염은샘

오상호

오송은

오은주

오이담

유수아

유현

JUHYUN KANG

DINGUN KO

DINGUN KO

JUNGYUN GO

KYOUNGMIN KIM

NAYOUNG KIM

DAYEON KIM

DONGWOOK KIM

BORA KIM

SEOA KIM

SUNGYEOP KIM

SEEUN KIM

SEHYUN KIM

EUNJUNG KIM

ILKWAN KIM

JAEHUN KIM

JONGHYEON KIM

JIYEON KIM

JINSUN KIM

HANSOL KIM

HYOJEONG KIM

SOHEE MIN

JIYUN MIN

MIHYANG PARK

YEOSONG BAK

YOUNGHUN PARK

EUNMI PARK

ENJEONG PARK

HYUNJI PARK

HYEONGJIN PARK

HYOLI PARK

EUNHYE BANG

BAEKKIE SEO

YEOKYUNG SON

SUYOUNG SONG

SOYOUNG AN

SOYOUNG AN

YHEJI AN

EUNSAEM YEOM

SANGHO OH

SONGEUN OH

EUNJU OH

IDAM OH

SUA YOO

HYEON YU

182

120

121

186

170

80

120

176

46

124

174

126

74

173

122

174

186

181

187

87

175

187

93

123

86

189

171

52

124

174

189

127

172

180

100

126

184

182

129

163

175

87

81

169

177

지워진 우리의 양심

만점성적? 빵점교육!

이제 우리는 자연과 동물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서울 국제공구전 TOOLTECH 
포스터

108배는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단순 신체 
노동 일 뿐일까?

서울의 향

금연공익광고

뚜껑 열리는 음주운전

불살라 스파

지명에 새긴 한양 도성 
이야기

척추가 바로서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다음 창조자는 누구인가?

토핑바

내 옷에 파고든 지독한 
악취엔?

한글 창제 세종정신 계승을 
위한 한글 손글씨 캘리그래피

척추가 바로서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서울 국제공구전 TOOLTECH 
포스터

운전 중 휴대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복 70주년 우리의 얼굴을 
찾아서

돌담_자연담은 밥상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포스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은 
노트북

2015 통영국제음악제

아동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이웃사랑

달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친한식물

문자도

이니스프리 캘린더

이웃사랑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인포
아이덴티티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삼성 아티브 북 9 인쇄 광고

헌혈은 다른사람에게
에너지가 될수있습니다.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다 : 
시각장애우를 위한 촉감 시각 
디자인 연구

장막을 걷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워진 우리의 양심

거품보다 가볍게~ 맥주한잔

나이키

조준, 전송

광복 70주년 우리의 얼굴을 찾
아서

서울 북 페스티벌 프로모션 
디자인

도박중독, 한순간에 OUT!

2016 캘린더 - 시인 이상 
작품의 타이포그래피적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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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이연주

이은주

이지아

이지현

이지혜

이진경

이한주

이혜인

이호준

이호준

임애형

윤수영

윤승규

윤홍남

이경아

이경은

이기민

이동준

이명선

이상호

이수빈

이수진

장윤아

장재룡

정기영

정기영

정다희

정성윤

정소현

정잔디

정햇살

전혜진

제갈민정

지선우

채수빈

채승관

최문정

최수지

최윤의

최은준

최호영

최준영

최진욱

최진욱

YEONKYUNG LEE

YEONJOO YI

EUNJOO LEE

JIAH LEE

JIHYUN LEE

JIHYE LEE

JINKYEONG LEE

HANJU LEE

HYEIN LEE

HOJUN LEE

HOJUN LEE

AEHYEUNG IM

SUYOUNG YOON

SEUNGGYU YUN

HONGNAM YOON

KYUNGA LEE

KYUNGEUN LEE

GIMIN LEE

DONGJUN LEE

MYUNGSUN LEE

SANGHO LEE

SUBIN LEE

SUJIN LEE

YUNAH JANG

JAERYOUNG JANG

KIYOUNG JUNG

KIYOUNG JUNG

DAHEE JEONG

SUNGYOON JEONG

SOHYEON JUNG

JANDI JEOUNG

HAETSAL JUNG

HYEJIN JEON

JIYEON LEE

SUBIN CHAE

SEUNGGWAN CHAE

MUNJEONG CHOI

SUJI CHOI

YUNEUI CHOI

EUNJUN CHOI

HOYOUNG CHOI

JUNYOUNG CHOI

JINWOOK CHOI

JINWOOK CHOI

168

121

67

172

181

179

181

94

188

94

175

174

179

187

122

128

170

176

168

183

173

185

171

127

122

125

125

181

172

86

121

185

128

183

126

81

75

178

186

178

75

129

185

123

163

멸종위기동물을 구해라!

거품보다 가볍게~ 맥주한잔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 
한국의 멸종위기 곤충 달력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곳, 
민통선 마을

리본의 유연함을 닮았다, 
부드러움을 훔쳤다

왜곡된역사

리본의 유연함을 닮았다, 
부드러움을 훔쳤다

숨은 벌레 찾기

전 어디로 가야하죠?

숨은 벌레 찾기

조준, 전송

이니스프리 캘린더

당신은 여름을 위해 준비 
되었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혈청춘

전주 한옥마을 인포그래픽 
맛집지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여권
케이스, 네임택

당신의 아이는 스스로 달리고 
있습니까?

한국일보 기업홍보 포스터

칵테일

방한부츠 광고

악성 대못질

페퍼, 캐니, 스티로와 함께하는 
재활용품에 채소기르기

갈릭마요네즈 광고

열혈청춘

네팔을 위한 기도

칼 같은 당신의 날 선 메시지

운전 중 휴대폰, 죽음으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아동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 
콜라보

악성 대못질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15년 
캘린더

레고로 만들어가는 세상!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다 : 
시각장애우를 위한 촉감 시각 
디자인연구

서울 북 페스티벌 프로모션 
디자인

조선시대 인물들을 이용한 
관광 문화상품 디자인

눈총도 총이다.

대구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포스터

한국의 사라져가는 동물들

조선시대 인물들을 이용한 
관광 문화상품 디자인

인터넷상의 악플 단절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생명이 지나는 중 입니다.

코카콜라 제로 광고

학교폭력 광고

MINJUNG JEGAR



377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민아

한수민

홍승완

황인경

김수지

김수진

김애진

김유채

김은정

김은정

김지연

김혜연

강진희

김성은

김소미

김수연

박원태

서채영

송예지

신솔

원강효

유보람

윤예진

이다솜

이예슬

임미아

장유영

장해리

장희진

조예나

조은양

최효진

허인성

MINAH HAN

SUMIN HAN

SEUNGWAN HONG

INKYOUNG HWANG

SUJI KIM

SUJIN KIM

AEJIN KIM

YUCHAE KIM

EUNJUNG KIM

EUNJUNG KIM

JIYEON KIM

HYEYEUN KIM

JINHEE KANG

SUNGEUN LEE

SOMI KIM

SUYEON KIM

WONTAE PARK

CHAEYEONG SUH

YEJI SONG

 SOL SHIN

KANGHYO WON

BORAM YU

YEJIN YOON

DASOM KIM

YESEUL LEE

MIA LIM

YUYOUNG JANG

HAERI JANG

HEEJIN JANG

YEANA CHO

EUNYANG JO

HYOJIN CHOI

INSUNG HEO

169

177

188

182

191

54

130

131

130

190

131

72

194

192

101

194

131

194

195

192

195

196

192

88

195

196

72

192

101

190

193

193

54

급난지붕

한국의 전통 농악 캘린더

효도하는은행 KB 국민은행

로드킬예방 포스터

가족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위한 천연조미료 디자인

가족간 면역력 강화와 活
力(활력)증진을 위한 
DENERGY(DETOX+ENERGY)
패키지 디자인 제안

잇잇피디아

선물&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가능한 꽃 패키지디자인 
개발 ECO&DECO

위생을 생각한 한약재 패키지 
디자인

칵테일관련 주류 소비 증가에따
른 칵테일 도구 패키지

선물&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가능한 꽃 패키지디자인 
개발 ECO&DECO

여성1인가구(SMALLER HOMES) 
증가에 따른 맞춤
생활형 상품 ' TOOLADY ' 공구 
패키지 디자인 연구

현대인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먹고 싶은 비타민C 패키지 
디자인 연구

생활 속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WELL AGING HOME'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국내 유기농 유가공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패키지 디자인을 이용한 감잎
차와 대추차의 면역력 증진 
홍보연구

B WATER 캠페인 홍보 및 
후원을 위한 머그컵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을 이용한 감잎
차와 대추차의 면역력 증진 
홍보연구

결혼하는 새 신부를 위한 
한복 패키지

생활 속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WELL AGING HOME'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천연꿀과 천일염의 만남

태양에너지를 제품으로!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를 대비한 
미래 친환경 태양에너지 제품
패키지

훔치고 싶은 속옷'HUM.T'

야생동물 보호 캠핑용품 
패키지

결혼하는 새 신부를 위한 한복 
패키지

태양에너지를 제품으로!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를 대비한 
미래 친환경 태양에너지 제품
패키지

여성1인가구(SMALLER 
HOMES) 증가에 따른 맞춤 생
활형 상품 ' TOOLADY ' 공구 패
키지 디자인 연구

훔치고 싶은 속옷'HUM.T'

국내 유기농 유가공 제품의 고
급화 전략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사랑의 마음을 기부하는 천연 
부직포 가습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편지의 소중함 - 영화 "클래식" 
편지 KIT> 한류(韓流)영화산업 
수출을 위한 "BLU-RAY" 패키
지 전략

헥사곤 파스타 패키지 디자인

가족간 면역력 강화와 
活力(활력)증진을 위한 
DENERGY(DETOX+ENERGY)
패키지 디자인 제안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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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옥

김비준

김시원

김유리

나용환

박양화

박종호

손지영

신유경

신정혜

신현호

우주성

유민훈

이꽃담

이상민

이송희

이지은

이혜진

전은영

정다영

채호진

천안

최소미

김연하

김재훈

김현주

박승아

박정원

박정원

송기숙

안소윤

오정은

이지은

정다흰

정재훈

천재준

최윤희

편다혜

JOUNGOK KWON

BJOON KIM

SIWON KIM

YURI KIM

YONGHWAN NA

YANGHWA PARK

JONGHO PARK

JIYEONG SON

YUGYEONG SHIN

JUNGHEI SHIN

HYUNHO SHIN

JOOSUNG WOO

MINHOON YOO

KOTTAM LEE

SANGMIN LEE

SONGHEE LEE

JIEUN LEE

HYEJIN LEE

EUNYOUNG CHON

DAYOUNG JUNG

HOJIN CHAE

AN CHEON

SOMI CHOI

YEONHA KIM

JAEHOON KIM

HARRIETTE KI

SEUNGA PARK

JEONGWON PARK

JEONGWON PARK

GIGUG SONG

SOYUN AN

JOUNGEUN OH

LEE JI EUN

DAHUIN JUNG

JAEHOON CHEONG

JAEJUN CHEON

YOONHEE CHOI

DAHYE PYEON

201

95

202

132

199

199

201

134

191

82

197

89

56

200

132

198

56

198

200

133

133

202

197

76

83

204

204

203

203

205

205

135

96

135

58

203

205

68

206

204

한지의 모던화-Ⅱ

히든 트레져(버튼)

리드미컬 리플렉션 테이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세요

상모

시간을 감다

숲

懷(품다)

만추

디엘엘

북쉐어

카브드 피스

花園-봄을 담은 접시

디엘엘

브릿지빌더

피어나다

세포주얼리

숨겨진 메세지

교차(交叉)

나만의 집을 만들다

한라팟

세라보니또

쟈가드 직조 방법을 이용한 
영유아용 웨어러블 바디슈트
(나노섬유+친환경 섬유)

쟈가드 직조 방법을 이용한 
영유아용 웨어러블 바디슈트
(나노섬유+친환경 섬유)

조선시대 아동복식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문화상품용 
유·아동용 후드 티셔츠 개발

한옥의 전통적인 창살의 
재해석

흔적을 남기다

꽃 이미지를 담은 휴대용
LED소품

문창살 무늬를 입다

동양의 문양을 활용한 남성 
패션 소품 디자인

식물의 유기적 생장을 모티브로 
한 패션 소품 디자인

로맨틱 모던

조선시대 아동복식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문화상품용 
유·아동용 후드 티셔츠 개발

흔적을 남기다

광복 70주년 기념, 일제강점기 
중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 이중섭
의 '흰 소'를 모티브로 한 남성복 
디자인

놈 코어(NORMCORE) 스타일의 
패션 액세서리 제품

모+페이스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 JEWELRY DESIGN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TEXTILE & FASHION DESIGN

슬로우살롱

유아용 친환경 종이 옷걸이

홍가현

황혜전

GAHYEON MONICA HONG

HYEJEO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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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김송희

김제희

사동화

송가원

안세영

이예린

임준섭

최승윤

최홍인

황재모

강경현

권은진

김다영

김다혜

김민지

김보라

김빛나

김성훈

김소희

김은경

김정민

김찬영

김태현

김혜영

김효정

박현성

백아름

손지영

오익표

이경언

이누리

이동환

이정화

이정화

이세림

이우섭

MINHEE KIM

SONGHEE KIM

JEHUI KIM

SADONG HWA

GAWON SONG

SEYOUNG AN

YERIN LEE

JUNSEOP LIM

SEUNGYOON CHOI

HONGIN CHOI

JAEMO HWANG

KYUNGHYUN KANG

EUNJIN KWON

DAYOUNG KIM

DAHYE KIM

MINJI KIM

BORA KIM

BITNA KIM

SEUNGHUN KIM

SOHEE KIM

EUNKYUNG KIM

JEONGMIN KIM

CHANYOUNG KIM

TAEHYUN KIM

HYEYOUNG KIM

HYOJUNG KIM

HYUNSUNG PARK

AHREUM BAEK

JIYOUNG RACHEL SON

ICKPYO OH

GYEONGEON LEE

NURI LEE

DONGHWAN LEE

JUNGHWA LEE

JUNGHWA LEE

SERIM LEE

WOOSEOP LEE

77

209

207

207

208

60

90

208

90

60

208

73

215

212

62

211

216

136

212

213

213

215

62

94

216

137

210

137

42

129

211

214

213

210

217

212

78

어머니 이야기

컬러링맵

층간소음문제예방을 위한 
이웃소통활성화 서비스제안

워드플레이 3D영상 한글학습 
콘텐츠 - 한글이지

퓨리페

보이지 않는 도시들

BOXED

독도 - 위키포커스

BOXED

보이지 않는 도시들

퓨리페

성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용 보드게임 서비스 
디자인, 마블리지!

사랑나눔 세탁소

1인가구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한 공생형 서비스 플랫폼,
 품앗이

나누살이

안전한 어린이 통학 승하차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매핑 서비스디자인 제안

손쉽고 간편한 기부자판기 
서비스디자인

WAY TOGETHER

바이키 / 대학 캠퍼스 자전거 
대여 플랫폼 서비스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온맘" 서비스

쇼핑을 돕는 스마트 단말기

사랑나눔 세탁소

나누살이

어린이 성장과정에 따른 체험 
교육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서비스개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안

알뜰영수증

라이프 투게더! 
(반려동물과 함께)

아이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식나눔 
프로그램 "락화"

아이시

안전한 어린이 통학 승하차 문
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매핑 
서비스디자인 제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방지를 
위한 뮤직스트리밍 앱 연동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안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온맘" 서비스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육아
용품 애플리케이션 기부 
서비스 제안

응급상황 대피요령 및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인포테인먼트디자인 제안

1인가구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한 공생형 서비스 플랫폼, 
품앗이

응급상황시해녀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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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이태경

이혜민

장영희

장현수

전인아

정진아

조정현

조화라

최영현

최호영

최호영

강경용

강병길

고정욱

곽대영

구기설

김선규

김성배

김장석

신택균

송창호

박성규

박억철

박태영

유상욱

윤재우

이기출

이덕상

이병훈

이석준

이한성

이해묵

이혁수

정충모

조재승

실질 지역 발전을 위한 여행 
직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안

알뜰영수증

증가하는 테이크아웃 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 서비스 
디자인 제안

변화하는 여성의 몸에 따른 
3단계 패키지 서비스

위시_혼수상태 환자와 보호
자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

미아방지를위한 롯데월드 
키즈 어플리케이션

미아방지를위한 롯데월드 
키즈 어플리케이션

어린이 성장과정에 따른 체험 
교육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성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용 보드게임 서비스 
디자인, 마블리지!

라이프 투게더! 
(반려동물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육아
용품 애플리케이션 기부 
서비스 제안

응급상황 대피요령 및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인포테인먼트디자인 제안

미니 무전기

삼성영어교실 학습기 디자인

유아성인겸용 변기커버

무균클린카Ⅱ

휴대폰 충전기

포터블 스피커 (NP 7550)

공항 라운지 의자
[COMFY:WING]

가정용진드기 진공 청소기디
자인에관한연구

광장조명등

오디오 스피커

치과 수술용 테이블

조명등디자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해저 레저선 TYPE3 쉐이딩

지문인식 스마트워치

울트라 와이드밴드 레이더

C.E.O를 위한 사무용 
POCKET-PHONE

친환경 가습기

무진동 펌프 디자인

레일 택시

벤치겸 옷걸이 조명등

ANTIBOW

벽걸이 겸용 TV 모니터

카드리더기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UIJEONG LEE

TAEKYUNG LEE

HYEMIN LEE

YEONGHEE JANG

HYUNSOO JANG

INA JEON

JINA JUNG

JEONGHYEON CHO

HWARA JO

YOUNGHYUN CHOI

HOYEONG CHOI

HOYOUNG CHOI

KYUNGYONG KANG

BYUNGKIL KANG

JUNGWOOK GO

DAEYOUNG KWAK

KISEOL KOO

SEONKYU KIM

SUNGBAE KIM

JANGSEOK KIM

TAIKGYUN SHIN

CHANGHO SHONG

SUNGGUE PARK

EOKCHUL PARK

TAIYOUNG PARK

SANGWOOK YOO

JAEWOO YOON

KICHOUL LEE

DUKSANG LEE

BYUNGHOON LEE

SEOKJOON LEE

HANSUNG LEE

HAIMOOK LEE

HYUKSOO LEE

CHUNGMO JUNG

JAESEUNG CHO

214

129

97

215

136

211

211

102

73

210

210

217

229

233

226

223

234

225

223

232

222

222

224

230

234

232

230

231

226

227

231

225

227

229

23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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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호

최양현

홍정표

김윤배

김제중

김진석

김홍련

남용현

남윤호

명계수

명광주

문철

박강용

박정우

박주석

박현욱

박현택

방재기

백금남

서광적

서기흔

선병일

손원준

송성재

여훈구

윤여종

윤현정

고급형 화장품용기 디자인

의료용 핸드피스

헬스케어 기능성 자전거 디자
인

종이컵 재사용 자기컵 갖기 
운동 포스터

운명 2015-4

그린피스포스터

소통

50주년 대한민국디자인전 
축하 포스터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고용증진 포스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마술을 만듭니다.

포스터

자연미화(自然美花)

삼성 갤럭시 S6 피오피

CREATIVE&DESIGN KOREA

제15회 국제건축디자인전 
포스터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한국의 춤

내 생각에는

그래픽 디자인

풍경의 문자

아동의 권리

늦가을에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

레스파이크 아이젠 상품
포스터

윤여종

그린디자인

박필제

유진형

장광집

전성수

한기웅

교량 조형물 경관조명디자인

GOP 병영독서카페

헤이리예술마을의 문화예술
환경구축을 위한 조형물 디자
인

홍해삼 인공어초 디자인

버스 승강장 디자인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강성철

강윤성

고영진

구환영

권기덕

김경균

김금재

김기순

김병진

김상락

김상학

김성년

김영희

JONGHO CHO

YANGHYUN CHOI

JUNGPYO HONG

YOONBAE KIM

JEJOONG KIM

JINSUK KIM

HONGRYUN KIM

YONGHYUN NAM

YOUNHO NAM

KYESOO MYUNG

KWANGJOO MYUNG

CHUL MOON

KANGYOUNG PARK

JEONGWOO PARK

JUSEOK PARK 

HYEONWOOK PARK

HYUNTAEK PARK

JAEGI BANG

KUMNAM BAIK 

KWANGJUCK SUH

KIHEUN SHUR

BYOUNGIL SUN

WONJUN SON

SEONGJAE SONG

HUNGOO LYEO

YEIJONG YOON

HYEONJEONG YOON

PILJE PARK

JINHYUNG YOO

KWANGCHIB CHANG

SUNGSU JEON

KIWOONG HAN

SUNGCHUL KANG

YOONSUNG KANG

YOUNGJIN KO

HWANYOUNG GU

KIDUK KWON

KYOUNGKYUN KIM

GEUMJAI KIIM 

KISOON KIM

BYUNGJIN KIM

SANGRAK KIM

SANGHAK KIM

SEONGNYEON KIM

YOUNGHEE KIM

233

224

228

253

240

247

256

252

251

242

244

246

261

239

247

253

265

240

266

245

250

258

251

259

257

264

265

236

237

236

238

237

264

241

246

263

261

255

262

245

243

239

254

263

254

아름다운 한국-도깨비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미지 오브 코리아 포스터

한국의 이미지

평화통일기원 홍보포스터

여름

온고이지신

반전 포스터

자연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향기

한국의 무신

잠재된 것에서의 탈출

신책가도

무궁화이미지-2015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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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미영

이미정

이진구

임경호

장범순

장호철

장훈종

정계문

정동욱

최성규

최호천

안상락

이권식

이복영

이원진

이찬

임수연

임종웅

한승문

김성진

김태종

김현식

노은희

류남희

박병호

안덕춘

양덕환

윤근

윤선영

이기상

이봉규

강흥석

곽태혁

하용훈

한백진

한욱현

함부현

현영호

황순선

고영균

김강국

김곡미

윤찬종

260

262

260

252

256

258

257

244

241

243

242

255

271

262

267

272

268

269

268

270

276

280

278

281

274

278

279

277

277

275

275

273

274

280

248

249

249

259

250

248

267

271

272

269

한국의 이미지

조선시대 여인의 아름다움

SAVE COLOR

한국 전통 이미지

사천시 홍보 포스터

서산버드랜드 홍보포스터

나는 외롭다

흡연시작, 인생의 끝

'2015 일러스트레이션

KBS 이산가족 찾기

색동산

자연환경을 위한 홍보포스터 
디자인

소호 야생차 패키지

마니커 식품 시리즈 포장
디자인

웅진 자연은

BRAND PACKAGING FOR 
BB CREAM

SP FOOD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비톡스 크림(화장품)

고향 국산차 씨리즈

동원국밥

호랑이형태의 사각합

촛대

세라믹웨어디자인

광섬유를 이용한 나선형 장식 
램프

합 세트 디자인

큐브2015-50 
(블루투스 스피커)

낙엽

각병

필통& 책꽂이

즐거운 파티

2015 옛 이야기 1.2.3.4

만년달력15-2

태극 접시 2015-1

조화 - 주얼리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
포스터/엠브럼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포스터

"이음"

DFA' AWARDS 015T 북아트 
전시포스터

남북 평화포스터

어수룩 도깨비

청토청꿀

아이들을 위한 “아이로”포장
디자인

모시 두부스테이크/ 모시 
두부돈까스/ 모시 두부강정

가평쌀 포장디자인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 JEWELRY DESIGN

KYOUNGHEE LEE

MIYOUNG LEE

MIJUNG LEE

JINKU LEE

KYUNGHO LIM

BUMSOON JANG

HOCHUL CHANG

HUNJONG JANG

KYEMOON CHUNG

DONGWOOK JUNG

SUNGKYU CHOI

HOCHYUN CHEI

SANGLAK AN

KWONSIK LEE

BOGYOUNG LEE

WONJIN LEE

CHAN LEE

SOOYOUN LIM

JONGWUNG RIM

SEUNGMUN HAN

SUNGJIN KIM

TAEJONG KIM

HYUNSIK KIM

EUNHEE NOH

NAMHEE RYU

BYUNGHO PARK

DUKCHOON AHN

DUKHWAN YANG

KEUN YOON

SUNYOUNG YUN

KISANG LEE

BONGKYU LEE

HEUNGSEOK KANG

TAEHYEUK KWAK

YONGHUN HA

BAEKJIN HAN

WOOKHYUN HAN

BOOHYUN HAMM

YOUNGHO HYUN

SOONSUN HWANG

YOUNGKYUN KOH

KANGKOOK KIM

GOKMI KIM

CHANJ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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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ESTABLISHED DESIGNERS

정운성

홍창기

정경연

조성진

장미연

황순영

황인철

이도영

이용한

이재호

이해권

조경득

조윤호

지용규

채성수

최병현

최석준

최용혁

275

275

220

274

279

273

276

290

298

293

289

298

288

292

291

297

293

289

모바일 플렛폼 웨이덴수
(微店鼠)

웹진 33호

어울림

대한민국 국가공식상징물인 
무궁화를 이용한 선양디자인 
상품

디지털 프린팅 목걸이

브로치

기

롤러블 IOT 체중계

유아에게 최고의 선물은 
베개...!

개인 비상용 응답 시스템

서비스+콘텐츠+디바이스의 
IT융복합 기반 휴대형 음파
진동 셀프케어 시스템

젤네일용 LED태닝 램프

버그스파크 ABS-100B

3D 인공치아 제작 의료기기 
시스템

음향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이어폰 디자인_큐브스토리
100

쿨피아 가식성필름 디스펜서

휴대용무선충전기

자동차 블랙박스 디자인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TEXTILE & FASHION DESIGN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구자윤

금중혁

김덕근

김병수

김형근

박종만

백순현

서석교

신익수

이권환

WOONSUNG CHUNG

CHANGKEE HONG

CHUNG KYUNG YEUN

SUNGJIN CHO

MEEYEON JANG

SOONYOUNG HWANG

INCHUL HWANG

DOYOUNG LEE

YONGHAN LEE

JAEHO LEE

HAEKWON LEE

KYUNGDEUK CHO

YUNHO CHO

YONGKYU CHI

SUNGSOO CHAE

BYEONGHYEON CHOE

SUKJUN CHOI

YONGHYUK CHOI

JAYUN KU

JOONGHYUK KEUM

DEOKKEUN KIM

BYUNGSOO KIM

HYUNGGEUN KIM

JONGMAN PARK

SOONHYUN BAIK

SEOKKYO SEO

IKSOO SHIN

KWONHWAN LEE

291

292

297

290

294

299

296

295

294

296

인체공학을 통한 가장 
원초적인 이어폰 디자인_
KELLAN601

두유제조기

공기 질 측정기

제빙기기 디자인

칼테바

옥외비상벨 시스템

치기공 / 네일용 휴대용 드릴
머신 컨트롤러

스마트폰 락 스피커

하이파이 오디오 DAC

편리홈 (일반가정용 통합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컨트롤러)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홍현우

황세민

곽봉철

김동하

류다혜

박재익

최규호

황재호

HYUNWOO HONG

SEMIN WHANG

BONGCHUL KWAK

DONGHA KIM

DAHYE RYOO

JAEIK PARK

GYUHO CHOI

JAEHO HWANG

295

288

300

301

302

301

302

300

사용자의 편리성과 감성적
디자인을 겸비한 마카

안전 해드셋

힐링 오디오

도심형 솔라셀 중앙분리대

해소

춘천 도시상징 패턴디자인

아리랑에루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부산시 개발 계획지구 수상 
보행공원 설계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환경·실내디자인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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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식

이근형

이방원

이승환

이은선

이주미

이진만

이충상

임중남

장재욱

전용석

정성호

강중규

구윤희

권영대

김덕순

김병완

김선주

김세웅

김영식

김정두

김진영

김형석

김혜림

김효민

노미선

박기홍

박무건

박민성

박상규

박승대

박영출

박윤신

박인창

박재현

박현송

손지훈

송인수

신병근

신재균

신재욱

신정철

안기영

안창호

원영국

유성봉

윤영노

이경규

KWANSIK LEE

KEUNHYUNG LEE

BANGWON LEE

SEUNGHWAN LEE

EUNSUN LEE

JOOMI LEE

JINMAN LEE

CHOONGSANG LEE

JOONGNAM LIM

JAEWUK CHANG

YONGSEOK CHUN

SUNGHO JUNG

JOONGGYU KANG

YOONHEE KOO

YOUNGDAI KWON

DEOKSUN KIM

BYUNGWAN KIM

SUNJU KIM

SEWOONG KIM

YOUNGSIK KIM

JEOUNGDOO KIM

JINYOUNG KIM

HYEONGSEOK KIM

HYELIM KIM

HYOMIN KIM

MEESEON ROH

PARK KI-HONG

MOOGUN PARK

MINSEONG PARK

SANGGYU PARK

SEUNGDAE PARK

YOUNGCHUL PARK

YUNSHIN PARK

INCHANG PARK

JAEHYUN PARK

PARK HYUN SONG

JIHOON SON

INSOO SONG

BYOUNGKEUN SHIN

JAEKYUN SHIN

JAEWOOK SHIN

JEONGCHUL SHIN

KIYOUNG AN

CHANGHO AHN

YOUNGKUG WON

SUNGBONG YU

YOUNGNO YOUN

KYUNGGUE LEE

335

332

313

311

330

322

316

304

321

316

303

333

309

307

308

304

320

333

319

317

306

314

331

334

313

319

324

314

332

315

315

327

329

305

317

325

334

330

328

326

318

311

312

321

326

323

327

310

한국의 멋

북커버 디자인

2015 경성대학교 전국 고등
학생 디자인*애니메이션 
실기대회

한류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개발

두각, 변화

사대취소 捨大取小

진도모피 일러스트포스터

포커페이스

한국의 문화유산 2016 홍보
우표

한국의 이미지

친환경 산소방울 세정제 - 
오투팡 포스터

던킨도너츠 킨컵

로드킬

희망적인 단어

2015_#03

제50회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포스터

MAINTAIN SECURITY

항상 그자리에

독도는 우리땅

세상 모든 사람의 피는 
붉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VIEW

전통한복접기

STUCK

삶을 바라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티나인 넘버프로젝트

설화수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오대산

순간을 담은 아름다움.코렐

달크로즈 음악여행

한국의 선

변화의 새벽

젊음의 욕망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_골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포스터

수학가게

지구착륙

화장품발명디자인

PEPSI 광고포스터
(PEPSI 만화경)

안기영 한글 문양 디자인전 
2015

DESTRUCTION IS RETURN

여자는 미래를 품고있다

강릉팔경

대림미술관 헨릭빕스코브 
전시포스터

NATURE IS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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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창

정준용

정찬환

조규창

조운한

조필호

진애라

최문희

최미경

최승연

최인숙

최재원

최종필

최진호

현은령

현은정

홍영래

김성용

김일오

남미나

노시우

도일

박정훈

박태진

박현경

송소원

양재희

강문수

강재도

고경란

김남훈

김두한

JAECHANG JEOUNG

JOONYONG JUNG

CHANHWAN CHUNG

KYUCHANG CHO

UNHAN CHO

PILL-HO, CHO

AERA JIN

MOONHEE CHOI

MIKYUNG CHOI

SEUNGYEON CHOI

INSOOK CHOI

CHOI JAE WON

JONGFEEL CHOI

JINHO CHOI

EUNRYUNG HYUN

EUNJEONG HYUN

YOUNGRAE HONG

SUNGYONG KIM

ILO KIM

MINA NAM

SIWOO NOH

IL DO

JUNGHOON PARK

TAEJIN PARK

HYUNKYUNG PARK

SOWON SONG

JAEHEE YANG

MUNSU KANG

JEADO KANG

KYUNGRAN KO

NAMHOON KIM

DUHAN KIM

306

310

307

303

328

325

312

305

320

323

331

324

308

322

329

309

318

344

338

346

348

336

340

336

342

346

342

349

349

341

341

337

2015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주년 판촉 연출

디테일 북커버 디자인

안전품격

보호해야할 멸종위기종: 산양

한국의 이미지

남북관계

네이버 지식쇼핑과 지식카페

한류

청소년 산림교육활성화방안 
브랜딩

도깨비

한국의 이미지

할머니들의 빈 자리

滄海一粟(창해일속)

미래에셋 브로슈어

신한류-익사이팅 코리아

젊음은 인생의 꽃이다.

북

탐라지오 건조 농산물 패키지

커브드 TV 상담키트

올마스크스토리 골드 하이드
로겔 아이패치 패키지 디자인

우리농산물로 만든 새싹 가공
식품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커브드 지 플렉스 패키지 디
자인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꼬마병

청정원 밥물이다르다 냉동 
나물밥

디스아프리카와 지포(ZIPPO)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패키지디자인

비비고 더 김치 - 궁중 배추
김치, 햇김치

크리에이티브랩 팬 홀더 
패키지디자인

스틱돈까스 & 치즈돈까스 
패키지디자인

프리미엄 짜장라면 팔도짜장면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바다향 가득한 해조 쌀국수 
포장디자인

베가 시크릿 노트2 스마트폰 
패키지디자인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용진경

유재형

육지훈

윤미경

윤홍열

이경수

이상호

이석준

이원두

이창석

이철희

조창희

JINKYUNG YONG

JAEHYOUNG YOU

JIHUN YUK

MIKYOUNG YUN

HONGYEOL YOON

KYUNGSOO LEE

SANGHO LEE

SEOKJUN LEE

WONDOO LEE

CHANGSUK LEE

CHULHEE LEE

CHANGHEE CHO

343

337

345

340

344

347

348

338

347

339

345

343

미니 휴대용 향 주머니 
디자인

선진리얼미트스틱

베이커리팩_파리의 아침 
시리즈

갈바니 소렌토 스트링치즈

침묵

롯데제과 뻥소리 패키지 
디자인

롯데 하비스트

종가집 전라도 포기김치

군수용품 포탄 패키지 디자인

PMC300/600

동원 너비아니

보헴시가 슬림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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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억

박수관

박준우

오성수

이성수

이은석

임효영

남윤태

한상현 최기

천영록

최철형

김상열

김석영

김완규

김호성

박상철

송신혜

윤진

정건용

정택우

조원희

왕경희

이민정

이지은

임선양

정보리

조문환

조예령

권기제

김병택

김세화

권성하

김국원

김난희

김성달

김주희

김지영

박문희

박상오

SUNGEUK PARK

SOOKWAN PARK

JUNWOO PARK

SUNGSOO OH

SUNGSU LEE

EUNSEOK LEE

HYOYOUNG LEEM

YUNTAE NAM

SANGHYUN HAN KI CHOI

YOUNGROK CHEON

CHOLHEYONG CHOI

SANGYOUL KIM

SEOKYOUNG KIM

WANKYU KIM

HOSUNG KIM

SANGCHUL PARK

SHINHYE SONG

JIN YOON

GENYOUNG JEOUNG

TAEKWOO JUNG

WONHEE CHO

KYUNGHEE WANG

MINJUNG LEE

JIEUN LEE

SUNYANG LIM

BORI JEONG

MOONHWAN CHO

YERYUNG CHO

KIJE KWON

BYUNGTAEK KIM

SEHWA KIM

SUNGHA KWON

KUKWON KIM

RANHEE KIM

SEONGDAL KIM

JOOHEE KIM

JIYOUNG KIM

MOONHEE PARK

SANGOH PARK

367

364

364

365

368

368

366

361

339 355

351

352

350

354

350

352

355

286

353

351

353

354

360

358

361

362

362

360

359

365

366

367

356

363

357

356

359

357

358

361

미선나무 홍보를 위한 콘텐츠
디자인 개발

하이브리드카 에너지모니터 
GUI

노루 그룹 인력관리시스템 
콘텐츠

13PIXELS_101 디지털 픽셀 
폰트

설명서를 대체하는 
MULTIMEDIA BOOK

아리랑 III

BYSTANDER EFFECT : GOAT

DONATION [돈'내셔!] - 이동
성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부 서비스

쏘피 한결 [여성용품 패키지
디자인]

티라이트 캔들 트레이 디자인

꿈지 조명등

천장용 수직 옷걸이

사무공간의 PENCIL 꽂이

촛대

필함-02

호도까기

아름다운 일상 150911

재생

5분간의 휴식

잔잔한 빛

화(花) 2015

불루투스 스피커

선인장 정원

영광

넥타이

미니파우치

판타스틱!

파동

비움 그리고 채움

경주

SWWU_적응형웹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의 
유전자 - AS WE MAY THINK

넥타이텍스타일 2015

4348-3190

선의 향연

텍스쳐드 심리스 니트웨어

인 플라워

시계

하모니 1

자연물 타이디자인

공예·주얼리디자인
CRAFT & JEWELRY DESIGN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TEXTILE & FASHION DESIGN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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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기간 명칭 접수부문 장소 주최 주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제19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08.03 - 08.22

09.01 - 09.30

07.25 - 08.24

06.10 - 06.30

06.01 - 06.30

06.05 - 06.25

04.17 -04.30

06.01 - 06.15

06.15 - 06.30

06.05 - 06.18

06.04 - 06.17

10.04 - 10.23

06.01 - 06.20

06.08 - 06.22

05.19 - 06.07

07.10 - 07.29

07.05 - 07.21

07.08 - 07.27

09.01 - 09.15

09.10 - 09.24

05.27 - 06.10

05.27 - 06.10

05.26 - 06.09

05.26 - 06.09

09.05 - 09.19

05.18 - 06.01

05.10 - 05.24

05.15 - 05.30

09.01 - 09.15

05.02 - 05.16

05.02 - 05.14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상업미술 / 공예미술
공업미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종합전시관

경복궁미술관
한국디자인센터

국립공보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 전시관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

횟수

시각디자인 /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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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디자인
단체총연합회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산업공예 및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개최년도 기간 명칭 접수부문 장소 주최 주관

제32회

제33회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제37회

제38회

제39회

제40회

제41회

제42회

제43회

제44회

제45회

제46회

제47회

제48회

제49회

제50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02 - 05.16

05.02- 05.16

05.02 - 05.16

05.04 - 05.13

05.16 - 05.22

05.04 - 05.10

05.02 - 05.12

05.23 - 06.01

06.17 - 06.26

06.16 - 06.25

06.29 - 07.05

06.26 - 07.02

06.25 - 07.01

12.07 - 12.12

10.20 - 10.23

10.25 - 10.28

10.10 - 10.13

11.06 - 11.10

11.11 - 11.15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코엑스

엑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산 킨텍스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횟수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 ·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공예 ·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 · 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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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YEAR DURATION TITLE APPLICATION PART PLACE ORGANIZER SPONS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08.03 - 08.22

09.01 - 09.30

07.25 - 08.24

06.10 - 06.30

06.01 - 06.30

06.05 - 06.25

04.17 -04.30

06.01 - 06.15

06.15 - 06.30

06.05 - 06.18

06.04 - 06.17

10.04 - 10.23

06.01 - 06.20

06.08 - 06.22

05.19 - 06.07

07.10 - 07.29

07.05 - 07.21

07.08 - 07.27

09.01 - 09.15

09.10 - 09.24

05.27 - 06.10

05.27 - 06.10

05.26 - 06.09

05.26 - 06.09

09.05 - 09.19

05.18 - 06.01

05.10 - 05.24

05.15 - 05.30

09.01 - 09.15

05.02 - 05.16

05.02 - 05.14

KOREA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 EXHIBITION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COMMERCIAL DESIGN

CRAFT DESIGN

INDUSTRIAL DESIG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ONTEMPORARY

ART / EXHIBITION CENTER, 

DEOKSUGUNG / KOREA 

DESIGN CENTER / NATIONAL 

INFORMATION OFFICE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EXHIBITION

CENTER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EXHIBITION

CENTER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TRADE &

INDUSTRY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NO.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CRAFT DESIGN

PRODUCT & ENVIRONMENT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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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INDUSTRIAL & JEWELRY DESIGN /

TEXTILE DESIGN

MULTIMEDIA CONTENTS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INDUSTRIAL DESIGN

MULTIMEDIA DESIGN

HELD
YEAR DURATION TITLE APPLICATION PART PLACE ORGANIZER SPONSOR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02 - 05.16

05.02- 05.16

05.02 - 05.16

05.04 - 05.13

05.16 - 05.22

05.04 - 05.10

05.02 - 05.12

05.23 - 06.01

06.17 - 06.26

06.16 - 06.25

06.29 - 07.05

06.26 - 07.02

06.25 - 07.01

12.07 - 12.12

10.20 - 10.23

10.25 - 10.28

10.10 - 10.13

11.06 - 11.10

11.11 - 11.15

KOREA

DESIGN

EXHIBITION

COEX

EXCO

KIM DAE JUNG CONVENTION 

CENTER

KINTEX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NO.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 INTERIOR  DESIGN /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CRAFT & JEWELRY DESIGN TEXTILE & 

FASHION DESIGN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 

SERVICE DESIGN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50TH
KOREA DESIGN
EXHIBITION

KD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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