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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PRESIDENT OF KIDP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디자인의 가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생태계가 디자인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오늘날의 디자인은 모든 산업의 전반에서 핵심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좀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며 감성을 움직이는 것에 더하여, 
디자인은 제품·기술·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융합을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와 결합하는 
등 미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이처럼 갈수록 확대되는 디자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기 위해 새로운 컨셉 디자인을 발굴·육성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본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세부 출품 분야를 해외 유명 어워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제적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며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 
심사위원을 다수 초빙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등 고객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 하리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적 역량을 지닌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세계무대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NGBIN JUNG
정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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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echnology is developed and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the value of 
design becomes that much more important in our lives. All kinds of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business ecosystem become innovated through
meetings with design. 

Especially, in the case of today’s design that advances to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emerged as the core value in almost all industries. It not only 
creates a better society for human beings and moves human sensitivity, it 
now began to assume the role of core value that prescribes the life of future 
human beings by leading conv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that include 
products, technologies, and services as well as assimilating various newly 
emerging industries.   

As such, Korea Design Exhibition is an important institution that discovers 
and nurtures new concept designs in order to shed new lights on the role of 
ever-expanding design and explore unceasingly what kind of role it should 
play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renovate this institution and to reflect international design trend, 
the same criteria as those of renowned overseas awards will be applied in 
determining specific fields of entry from this year. Also,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level of judgment, numerous well-known overseas judges were
invited. New customer-oriented institutional reforms are also being considered 
such as introduction of on-line screening system. 

We expect this kind of effort will contribute greatly in reinforcing the role of a 
gateway for next generation designers who will lead Korea in the future.  

We extend our heart-felt gratitude to those who chose to participate in the 
51st Korea Design Exhibition that aspires to take up a new challenge this year.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will keep on supporting prospective 
designers who show their creative ability until such days when they become 
the main players in the world stag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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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PRESIDENT OF KFDA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올해로 제51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으로 시작한 공모전이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공모전을 통하여 유수의 디자이너가 배출되었고 오늘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디자인 컨셉과 혁신을 발굴하는 국가 디자인 공모전은 연륜과 함께 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 입상의 영예를 차 지하신 모든 분들께 지속해온 공모전의
맥락을 이어가시기 바라며,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올해부터 제품,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간 환경, 패키지, 서비스
디자인 총 5개 부문에 34개 카테고리의 출품부문을 공모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의 변화는 
새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프로 디자이너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작품을 출품하는 공정한 플랫폼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세기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디자인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고, 
개발 지향적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융합하는 디자인,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디자인, 전통문화의 특성을
계승하는 디자인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디자인의 기능이 
미래가치에 대한 무한한 상상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전문 분야와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창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디자인 분야는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와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디자인의
역량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미래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고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필요한 
비전을 보여주는 공모전으로 가치와 의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주역이 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큰 기대를 갖고,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을 엄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
분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YUNGDON RHEE
이경돈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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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very pleased to greet the 51st anniversa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this 
year. This exhibition, which began to reflect national interest in design, has 
passed a threshold for half a century. Quite a few designers became famous 
through this exhibition up until now, paving the way for their on-going activities. 
A national design exhibition, which confirms unlimited potential of Korean 
designs and discovers a new design concept and innovation to lead our future 
as a gateway for next generation designers, has its meaning and value thanks 
to years of experience it provides. I congratulate all the designers who were 
selected this this year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wish they will carry 
on the honorable tradition of this exhibition to a new height. 

Starting from this year, Korea Design Exhibition invites art works under 34 
categories that are divided into 5 sections such as product, visual communi-
cation, spatial environment, package, and service design. This change reflects 
our intention to construct a fair platform on a firmer foundation to enable 
diverse artists from students to professional designers to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in an effort to reinforce its role befitting to a new era.  

Design of the 21st century is evolving from a design for the public to a design 
in which the public partakes, and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from a 
development-oriented design to a sustainable design. At the same time, it is 
reaching a new depth as a design that assimilates scientific technology and 
artistic sensitivity, a design that can be shared globally, and a design that in-
herit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lture. This phenomenon has its roots 
in the fact that these days the function of design presents unlimited ideas of 
imagination regarding future value and that it is concerned with creation that 
gives concrete forms to the result of its convergence with diverse professional
fields. In future as well, our design field should make efforts to reinforce design
competence in such areas as industry, economy, social culture, and statecraft. 
And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Korea has to show creative designs in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ly, Korea Design Exhibition will maintain its 
value and meaning as an exhibition that displays a vision that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 based on design by presenting design 
trends of future. 

With a great expectation that award winners of this exhibition will guide our 
future, I congratulate you once agai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also 
extend my gratitude to the judges who have tried hard to choose best designs 
as well as to the personnel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o the management and staff of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who 
made great effort to make this exhibition a successfu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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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장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OF
THE 51st KOREA DESIGN EXHIBITION

올해로 제51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역사는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
전람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학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디자이너를 배출해왔으며, 지금까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수상작
들의 수준만큼 그 위상 역시 국내 최고 디자인 공모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심사를 맡으며 실감했던 사실은 본 전람회가 우리나라 디자인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품,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간 환경, 패키지, 서비스 총 5개 부문 중 34개의 세부
카테고리에 1,439점이 출품됐습니다. 1차 온라인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 36점, 
Winner 80점 그리고 Finalist 136점으로 총 252점을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하버트 사이먼은 말했습니다. “기존의 상황을 더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을 고안하는 사람은 곧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디자인이 사회와 삶을 개척할 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결국, 디자인은 사회 영역 전반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른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할 때, 수상작품 모두 디자인으로 타인에 관한 배려와 애정을 잘 녹여
내고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수준을 가늠케 했습니다.

특히 최고상인 Grand Prize를 수상한 ‘소형 농가를 위한 원형 볏짚 메이커’는 소형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업 분야의 ‘자동화’라는 트렌드를 제시한 농업용 
로봇 디자인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YONGHYEON NAM
남용현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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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which celebrates the 51st anniversary 
this year, began in 1966 as Korea Commerce and Industry Art Exhibition. 
In the meantime, Korea Design Exhibition has produced a good number 
of design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cademic field and industrial field. 
As time passed, its status was heightened along with the level of award-
winning designs as the most prestigious design exhibition in Korea.  

An important fact that I realized anew whil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as a judge was that this exhibition is now firmly established as a gateway for
prospective next generation designer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design. 

This year, a total of 1,439 art works were submitted to the exhibition under
34 categories that are divided into 5 sections such as product, visual 
communication, spatial environment, package, and service. After initial on-
line screening and the final screening, a total of 252 designs were selected 
including 36 Award Winners, 80 Winners, and 136 Finalists. 

Herbert Simon, a world-renowned economist, has stated. “Persons who 
design actions in order to change an existing situation to a more desirable 
situation are making designs.” This suggests that design has the power 
to pioneer our society and life, an indication that it has the key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ing us. Ultimately, design will play the role of a 
bridge that raises degree of completion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while 
presenting solutions when needed. 

When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all of the award winners exhibit 
ample consideration and love for others with their design, enabling us to 
appreciate high level of the participants. 

What is especially noteworthy in this regard was ‘Round Straw Maker for 
Small Farm House,’ the winner of Grand Prize in this exhibition. This is a 
robot design for agriculture that epitomizes a new ‘automation’ trend in 
agricultural field, which was designed to improve difficult situations that 
confront small farm houses. 

Lastly, I extend my words of congratulation to all award winners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y will grow up to be a super talent who will bring 
honors to our countr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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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
THE 1ST JURY MEMBERS

I  HEONJEONG CHOI최헌정
대유위니아 디자인센터장

I  SANGMIN LEE이상민
론드 대표

I  SEONGHYE LEE이성혜
팀인터페이스 대표

I  DEUKJU KIM김득주
디토 대표

I  GICHUL LEE이기출
삼성에스원 그룹장

I  YERYEONG JO조예령
신구대학교 교수

I  GWANGJIP JANG장광집
경희대학교 교수

I  GYEONGJU PARK박경주
쏠토커뮤니케이션즈 대표

I  CHANHWAN JEONG정찬환
신성대학교 교수

I  JEONGYEON LEE이정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I  GISANG KIM김기상
Design Studio Jeleme 소장

I  MINHYEON JEONG정민현
인디자인 대표

I  HUIUN PARK박희운
포트폴리오 대표

I  JAEUK SHIN신재욱
안양대학교 교수

ARTHUR DE BONO
Monash University Prof.

I  YUNHO JO조윤호
디자인씨노 대표

KIYOUNG AN
Kindai University  Prof.

I  EUNHUI NOH노은희
조선대학교 교수

I  HYEONHO SHIN신현호
수파트너스 대표

I  JAEIK PARK박재익
춘천시청 디자인팀장

I  JEONGMIN SON손정민
글로벌퓨쳐그룹 대표

SVEN SCHELWACH
IDAS Hongik University  Prof.

MICHELLE LIM
MDI  President

I  INSUK SEO서인숙
서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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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위원
THE 2ND JURY MEMBERS

I  WONHUI JO조원희
상지대학교 교수

I  HYANGJA AHN안향자
고감도 대표

I  GYEONGSU LEE이경수
디자인윙크 대표

I  SEUNGCHEOL BAEK백승철
아우룸 대표

I  HYEONJU LEE이현주
연세대학교 교수

I  SUNMI LEE이순미
브랜드에이드어소시에이츠 대표

I  YEONGGIL JO조영길
디자인모올 대표

I  JANGWON AHN안장원
이음파트너스 대표

I  JUHYEON YOON윤주현
서울대학교 교수

I  JINHEON NA나진헌
플레이니트 대표

I  SU JEONG정수
디오리진 대표

I  MINJEONG LEE이민정
국제패션디자인전문학교 교수

I  JAEGON LEE이재곤
하와이커뮤니케이션 대표

I  JEONGMIN SON손정민
글로벌퓨쳐스그룹 대표

I  JEONGPYO HONG홍정표
전북대학교 교수

I  TAESEONG KIM김태성
이노션월드와이드 수석국장

I  SEONGCHEON KIM김성천
시디알어소시에이츠 대표

I  GWANGSUN KIM김광순
디멘드컨설팅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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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JUDGE AREA

심사장

022

024

026

AWARD CEREMONY

EXHIBITION

DESIGNER’S PARTY

시상식

전시장

디자이너스 파티

포토 리뷰
PHO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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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심사장 / 1차 심사
JUD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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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 / 2차 심사
JUD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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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AWARD CEREMONY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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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EXHIBITION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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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스 파티
DESIGNER’S PARTY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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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INVITED DESIGNERS

초대디자이너 명단

033
ESTABLISHED DESIGNERS

추천디자이너 명단

초대 · 추천디자이너 명단
INVITED & ESTABLISHED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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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추천디자이너 명단

패키지디자인

안상락 SANGLAK AN

SUNGJIN CHO조성진

HYEONKI HONG

MICHELLE LIM

WONHEE CHO조원희 DAEYOUNG KWAK곽대영

홍현기

임수연

KWONSIK LEE

JONGWUNG RIM임종웅

이권식

DUKCHOON AHN안덕춘 BONGKYU LEE이봉규 INCHUL HWANG황인철

PACKAGE DESIGN

제품디자인

CHANGHO SHONG송창호 YUNHO CHO HANSUNG LEE조윤호 이한성

SEOKHYUN LEE이석현 JONGHO CHO조종호 SEOKJOON LEE이석준

JUNGWOOK GO고정욱 DUKSANG LEE이덕상 YANGHYUN CHOI최양현

박태영 TAIYOUNG PARK JUNGMIN CHOI최정민 SEONIL YU유선일

정하성 HASEONG CHEONG BYUNGHOON LEE이병훈 HYUKSOO LEE이혁수

JANGSEOK KIM김장석 KAY, C  LEE이기출 SUNGBAE KIM김성배

KEWANGCHEOL PARK박광철 JUNGPYO HONG홍정표 SUNGGUE PARK박성규

PRODUCT DESIGN

TAEHYEUK KWAK곽태혁 DUKHWAN YANG SUNYOUNG YUN양덕환 윤선영

KYUCHUN CHO조규춘NAMHEE RYU류남희 SOONYOUNG HWANG황순영

JAESEUNG CHO조재승 EOKCHUL PARK박억철 YOUNGKYUN KOH고영균

HYUNSIK KIM김현식 YEONGLACK GI기영락 JIN YOON윤진

KEUN YOON윤근 BYUNGHO PARK박병호 KIWOONG HAN한기웅

장미연 MEEYEON JANG HEUNGSEOK KANG강흥석 KI CHOI최기

YONGKYU CHI지용규 GWOOK JEONG정지욱 KISANG LEE이기상

초대디자이너 명단
INVITED DESIGNERS

양재희 JAEHEE YANG CHAN LEE이찬 BOGYOUNG LEE이복영

WONJIN LEE이원진 YOONBAE KIM김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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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현영호

남용현

김진석

임경호

YOUNGHO HYUN

YONGHYUN NAM

JINSUK KIM

KYUNGHO LIM

KWANGJUCK SUH

SEONGNYEON KIM

SUNGSU LEE

CHUL MOON

HOCHYUN CHEY

KUMNAM BAIK

HONGYEOL YOON

KWANSIK LEE

YOUNGHEE KIM

DONGWOOK JUNG

백금남

윤홍열

이관식

서광적

김성년

이성수

문철

최호천

김영희

정동욱

HYEONGSEOK KIM

GEUMJAI  KIM

YOONSUNG KANG

SUNCHUL UM

KYESOO MYUNG

KWANGJOO MYUNG

SANGHAK KIM

SANGRAK KIM

HOCHUL CHANG

JEJOONG KIM

KISOON KIM

WOOKHYUN HAN

BOOHYUN HAMM

HYEONJEONG YOON

BYOUNGIL SUN

KIHONG PARK

함부현

윤현정

선병일

박기홍

김형석

김금재

강윤성

엄선철

김제중

김기순

한욱현

명계수

명광주

김상학

김상락

장호철

CHOONSEOP BYUN

MIYOUNG LEE

YOUNGJIN KO

KIHEUN SHUR

HUNJONG JANG

HUNGOO LYEO

SEUNGMUN HAN

MIJUNG LEE

BYUNGMOOK CHOI

KYEMOON CHUNG

KYUNGHEE LEE

SEONGJAE SONG

장훈종

여훈구

한승문

이미정

최병묵

변춘섭

이미영

고영진

서기흔

정계문

KANGYOUNG PARK박강용 SUNGCHUL KANG강성철 HYEONWOOK PARK박현욱

JAEGI BANG방재기 YOUNHO NAM남윤호 HAESON KIM김해선

이경희

송성재

김경균 KYOUNGKYUN KIM

SOONSUN HWANG

HUNHYOUK IM임헌혁

황순선

YEOJONG YOON

SUNGKYU CHOI

BYOUNGJIN KIM

윤여종

김병진

최성규

JINKOO LEE 

YONGHUN HA

BAEKJIN HAN

하용훈

이진구

한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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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SPACE ENVIRONMENT DESIGN

서비스디자인

박성억 SUNGEUK PARK

장광집 KWANGCHIB CHANG

SUNGSU JEON전성수

TAIKGYUN SHIN

SANGWOOK YOO

신택균

유상욱

PILJE PARK박필제

SERVICE DESIGN

초대·추천디자이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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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KYUNGSOO LEE

MOONSOO KANG

DOOHAN KIM

CHANGSUK LEE

김두한

강문수

이창석

TAEJIN PARK

SANGHO LEE

SANGHYUN HAN

CHULHEE LEE이철희

박태진

한상현

이상호

KYUNGRAN KO

SEOKJUN LEE

JUNGHOON PARK

JIHUN YUK

이석준

고경란

박정훈

육지훈

김성주

곽봉철

SUNGJOO KIM

BONGCHUL KWAK

HAEKWON LEE

YONGHAN LEE

HUNJUNG CHOI

SEONGDAL KIM

INSIK HWANG

최헌정

김성달

이해권

이용한

황인식

SUKJUN CHOI 

DONGHA KIM

JAYUN KU

BYUNGSOO KIM

YOUNGHO KIM

KYUNGHEE WANG

SANGYEOL KIM YONGHYUK CHOI김상열 최용혁

최석준

김동하

김영호

왕경희

구자윤

김병수

JAEHO LEE

CHOLHYUNG CHOI

SUNGSOO CHAE

MINJUNG LEE

YUNHEE KIM

EUNKYUNG LEE

채성수

이민정

이재호

최철형

김윤희

이은경

신정혜 JUNGHEI SHIN

YERYUNG CHO

SEOKYOUNG KIM

MOONHEE PARK

GENYOUNG JEONG

WANKYU KIM

JIEUN LEE

박문희

정건용

김완규

조예령

김석영

이지은

HYUNGKYU LEE

MOONHWAN CHO

WOOSUB KWAK

SHINHYE SONG

DOYOUNG LEE

JIYOUNG KIM

SUNYANG LIM JOOHEE KIM임선양 김주희

이형규

김지영

조문환

곽우섭

송신혜

이도영

YOUNGROK  CHEON

GEONMAN LEE

HOSOUNG KIM

TAEKWOO JUNG

SOYOON AN

이건만

김호성

정택우

천영록

안소윤

추천디자이너 명단
ESTABLISHED DESIGNERS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남미나 MINA NAM

HYUNKYUNG PARK박현경

JAEHYOUNG YOO

CHANGHEE CHO

유재형

조창희

SOWON SONG

IL DO도일

송소원

JINKYUNG YONG

SIWOO NOH

용진경

노시우

SANGMIN JIN진상민 SUNGYONG KIM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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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영

박준우

박인창

이경규

HYOYOUNG LEEM

JOONWOO PARK

INCHANG PARK

KYUNGGUE LEE

AERA JIN

JINMAN LEE

YOUNGRAE HONG

SUKJUN HONG

KEUNHYUNG LEE

BYUNGWAN KIM

DEOKSUN KIM 

YONGSEOK CHUN

 YOONHEE KOO

이근형

김병완

김덕순

진애라

이진만

홍영래

홍석준

전용석

구윤희

EUNSEOK LEE

SUNGHO JUNG 

HYOMIN KIM

JAEHYUN PARK

JIYOUNG SON 

PILLHO CHO

JEONGCHUL SHIN

JOONYONG JUNG

JINHO CHOI

DINGUN KO

MEESEON NOH

CHOONGSANG LEE

CHANWOO CHO

CHANHWAN CHUNG

JAEWOOK SHIN

이충상

조찬우

정찬환

신재욱

이은석

정성호

김효민

박재현

최진호

고딘군

노미선

손지영

조필호

신정철

정준용

HEEWOON PARK

JUNGNAM LIM

KIYOUNG AN

JONGHEE PARK

BANGWON LEE

JAEKYUN SHIN

SANGLIM PARK

HYELIM KIM

JAECHANG JEOUNG

YUNSHIN PARK

HYUNSONG PARK

이방원

신재균

박상림

김혜림

박희운

임중남

안기영

박종희

정재창

INSOOK CHOI최인숙 CHANGHO AHN안창호 YOUNGKUG WON원영국

박윤신

박현송

김용모

최종필

현은정

김세웅

최승연

YONGMO KIM

JONGFEEL CHOI

EUNJEONG HYUN

SEWOONG KIM

SEUNGYEON CHOI

YOUNGDAE KWON

MOOGUN PARK

SUNGBONG YU

권영대

박무건

유성봉

J-DOO KIM

SUNJU KIM

HANJOONG KIM

JAEWON CHOI

BYUNGTAEK KIM

BOMIN JEONG

KIJE KWON

INSOO SONG

SEUNGDAE PARK

GYOJUN SEO 

JAEWUK CHANG

SEUNGHWAN LEE

JIHOON SON

KYUCHANG CHO

김선주

김한중

최재원

김병택

정보민

권기제

송인수

박승대

서교준

장재욱

이승환

손지훈

조규창

김정두 UNHAN CHO조운한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초대·추천디자이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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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득

남윤태

KYOUNGDEUK CHO

YUNTAE NAM

MINJI LEE이민지

JAEIK PARK

SUKYOUNG JUNG

박재익

정석영

JUNGHOON KIM

HAYOUN WON

김정훈

원하연

공간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SPACE ENVIRONMENT DESIGN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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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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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원형 볏짚 사일리지는 지속 가능성이 우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통 장비를 갖춘 3대 트랙터 (집초기, 베일러, 랩핑기)로 이뤄진 1개 팀이 작업을 진행하여 소형 농가들은 비싸고 규모가 
큰 원형볏짚을 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초, 베일링, 랩핑이 동시에 가능한 원형 볏짚 메이커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치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필두로 이 농업로봇을 보급하고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원형 볏짚의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해져 국내 축산업과 농업시장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농업의 자동화라는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다.

GRAND PRIZE 서비스디자인

소형 농가를 위한 원형볏집 메이커
HAY MAKER THE AGRICULTURAL
ROBOT FOR SMALL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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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총 대통령상
PRIZE OF THE PRESIDENT

EUNCHONG YOUN

Round silage recycling agricultural by-products as animal feed at a national level are encouraged to excellent sustainability. 
In this country, but to one with three teams yirwojin tractors (Mowing, Baler, Wraping machine) with the usual equipment 
working small-scale farmers is expensive and difficult to produce a large round straw. Therefore Mower as possible circle 
bale maker if was in progress the design not led by the Agricultuerer were rental of a circular straw production and sales 
hwalbalhaejyeo of the dowerestic livestock industry and agriculture markets the relationship will become closer to the leading 
trends of the agricultural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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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상
GOLD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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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IME 패키지디자인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막걸리를 손쉽게 제조하기 위한
막걸리 DIY 패키지 개발
A DEVELOPMENT OF DIY PACKAGE OF RICE WINE FOR
EASILY MAKING TRADITIONAL ALCOHOL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

정다연 DAYEON CHUNG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ursuing its own 
personality in many areas, moving away from a uniform trend. 
For example, when we choose clothes, people are looking 
for select shops that sell a variety of unique designs, rather 
than brand stores known to everyone. To keep up with this 
movement, I suggest making a package for making our own 
makgeolli, reflecting the variety of tastes into Korea's traditional 
rice alcohol. By allowing anyone to easily add their preferred 
flavors and aromas, consumers can make a makgeolli of the 
one and only in the world.

최근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유행에서 벗어나 본인 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옷을 고를 때,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성
브랜드 매장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편집샵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렇게 다양한 취향을 우리의 전통주에도 반영하여 자신만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제안한다. 누구나 쉽게 맛과 향을 첨가할 수
있도록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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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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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PRIME 공간환경디자인

(DMZ)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DEMILITERIZED ZONE ECOLOGY PAR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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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경 OGYEONG KWON
박승희 SEUNGHEE PARK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 인간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구역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천연 생태지역이다. 또한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아 향후 통일 한국이 후의 향배에 따라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 특수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곳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이 작품의 컨셉으로 잡게 되었다. 
그 가치를 높이되 그 가치의 보존을 위해 다리를 조성하였고 그 위에 
건물을 설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DMZ is a natural ecological areas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because it was out of human control was the area for over 40 
year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is emerging 
in the future, depending on trend after the very high academic 
value of natural ecosystems studies unified Korea. To create 
a place as a tourist destin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uniqueness of our country exists only catch was the concept 
of the work. Was creating a bridge back to the high value 
retention of its value that was planning to design a building 
over to tourism.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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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GOLD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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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제품디자인

자체적으로 탈수할 수 있는 대걸레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발생하는 상하운동을 Cam구조를 
활용하여 회전운동으로 전환시켜 한쪽이 고정되어진 두 개의 걸레를 회전시켜 서로 비틀어지며 
탈수되어지는 대걸레입니다.

비틀어 짜지는 대걸레
TIWST MOP

이종혁 JONGHYUC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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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is the Mop that can be dehyrated by itself, pulling the handle with the Mop, that can get its 
vertical motion occurs rotational movement, by leveraging the Cam structure. Rotary movement, 
twisting Mops each other to rotate the two which is fixed on one side and a mop to be 
dehyd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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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제품디자인

12지신 형태를 이용한 휴대용스피커로 귀여운 형태로 눈길을 끌며 휴대하기 편리하다.

12지신 형태를 이용한 휴대용스피커
12 ANIMAL SYSTEM PORTABLE SPEAKER

곽새얀 SAEYA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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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2 Animal System portabl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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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ISTER

급변하는 사회는 도시의 과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기존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던 주민들의 생계를
거대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도시들은 마천루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의 밀집 지역인 도시가 회색빛
상자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의 모습을 다시 나타내고자 벽 속에 자연물을 넣고 벽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부족한 공간은 빌딩 사이의 잉여공간을 사용하여 가변형 프레임을 통해 쉽게 설치,
제거가 가능한 모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곰팡이
CITY MOLD

변병현
김승리

BYUNGHYUN BYUN
SEUNGREE KIM

공간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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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fast-changing society is creating an overload in cities. People had their homes taken by capitalists due to 
gentrification. The lack of space causes skyscrapers in the city. Originally, city was the place where people lived with 
nature. But now gentrification made the city gray. We want to get back the city’s original character by expressing 
nature in walls to make living buildings. W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space by using flexible frames in the 
remaining space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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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위치기반
맞춤형 여행가이드 서비스, "Triple"
"TRIPLE", THE LOCATION BASED AND CUSTOMIZED TOUR GUIDE SERVICE 
COMBINING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GOLD MINISTER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어록이 있듯이, 여행지에서 유익한 알거리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용자 경험은 보다 값진 여행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위치 기반 맞춤형 여행 가이드 서비스 "Triple"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작품명인 "Triple"은 ‘Trip’과 ‘Triple’을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여행을 세 배 더 가치있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riple은 세 가지 메인 기능으로 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데, “관광지 증강현실을 통한 유익하고 즉각적인 정보 제공 + 기내에서의 
가상현실을 통한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 + 나를 위한 맞춤형 여행지 추천 기능”이 그것이다.

서비스디자인



55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박희수 HEESOO PARK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User experience that tells about useful knowledge and enjoyable activity in their travel destinations makes your trip 
so much valuable. For this, we have worked on the project "Triple", the location based and customized tour guide service 
combining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he title "Triple" contains not only 'Triple' but also 'Trip', so it means "Triply 
valuable Trip". "Triple" will tell you its three main functions : Useful and prompt information providing, Unique and pleasant 
experience in augmented reality on flight, Customized tour spot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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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전병 관리 서비스
FAMILY HEREDITARY DISEASE
MANAGEMENT SERVICES

GOLD MINISTER

가족 유전병 관리 서비스 어플은 건강 상태를 가족 간에 서로 공유하지 않아, 가족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를 알 수 없고, 가족력으로 내려
오는 질병 같은 것을 미리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데이터 베이스를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보기 힘든 건강검진표를 보기 쉽게 도표화 시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건강검진표를 분석하여 가족력이나 유전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 미리 퍼센트지로 확인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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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모지현 JIHYUN MO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family hereditary disease management service application was designed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Since family 
members do not know each other’s health condition, they do not know about each other’s illness and cannot manage or 
prevent hereditary diseases. The service enables users to check the health checkup results of their family members with the 
application so that users can check the health conditions of their family members from distant places and makes difficult 
health checkup lists into diagrams so that users can understand them in a glance.



58

가족의 행복을 기억하는 서점 '북밀리'
THE BOOKMILLY OF HAPPINESS

GOLD MINISTER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요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 시스템 '북밀리(book+family)'를 
고안했다.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할 때마다 나이테 모양의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각기 가족들마다
다른 모양의 나이테를 갖게 되고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독서에 다가갈 수 있다.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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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민지윤 JIYOON MIN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se days many families have problems with communication. To improve this problem I designed a 'book reading system' 
named 'Bookmily(book+family)' based on the shape of a tree ring which the whole family can enjoy. Whenever they visit a 
bookstore and buy some books, the datas are saved in the app by the shape of a tree ring. And that means each member 
of family will have different shape of a tree ring. By this system parents and children can have an interest in reading and 
communicat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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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or - N포세대를 위한 인생여정 노선도
N(%) FOR - LIFE JOURNEY MAP

GOLD MINISTER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취업난이다. 취업을 위해 청춘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노선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간다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100세 시대에 장기로 보자면, 진정한 인생은 퇴직 후 부터이다.
많은 청춘들이 짧게 인생을 보면서 단지 돈과 명예를 얻고자 꿈을 버려가며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노선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다.

김태희 TAEHEE KIM
박경림 KYUNGLIM PARK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contemporary society is the 
employment problem. Life journey map is designed for those who 
give up their dreams. It shows the journey of different people.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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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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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친구들
YOILL FRIENDS

GOLD MINISTER

요일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함께하는 일상을 주제로 제작된 ‘요일’ 캐릭터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달月, 불火, 물水, 나무木, 쇠金, 흙土, 날日의 각각의 의미와 한자의 형태를
반영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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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배수현 SUHYUN BAE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story of Yoill friends are about the things related to our daily life. We are trying to create an interesting story, based on the 
brand motto, which people can empathize with and relate to the characters. Each character is designed to resemble a Chinese 
letter and each has a special meaning. Monday represents “月” the moon, Tuesday is “火” fire, Wednesday is “水” water, 
Thursday is “木” tree, Friday is “金” iron, Saturday is “土” earth, and Sunday is “日”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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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066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장상

073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장상

078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083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ITON

088한국무역협회장상

기관장상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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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ODi

MODi는 3가지 형태의 전기 이동 수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요즘 점점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휠 등 전기 이동 수단들을보며 하나의 제품
으로 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그리고 외발 전동
휠(나인봇) 총 3가지의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휘 DONGHWI KIM

제품디자인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ODi is an electric bicycle that can be modified to the 
forms of electrophoretic means. These days, more and 
more visible on the street, electric bicycles, electric Kick 
Scooters, Electric unicycle wheel electric mobility, such 
as watching If you can use me all the different products 
into one product ideas from jotgetdaneun think. Electric 
bicycles, electric Kick Scooters and electric unicycle 
wheel (Nine bots) can be used by variations in the form 
of a total of thre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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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상공회의소장상

FIREFLY

반딧불이 날다

새 삶을 꿈꾸는 홈리스를 위한 자활센터로, 빈부격차와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점점 늘어가는 홈리스들을 단순히 보호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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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ife into the dream of independence for the 
Homeless Center,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unemployment growing in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the homeless and to simply protect and temporary 
help.And they will not only to a center to stand up and 
can fit in to help themselves with the proposal.

김별이 BYEOLI KIM
오미연 MIYEON OH

공간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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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TER LIVING ENVIRONMENT PROVIDES SERVICE 
DESIGN FOR PEOPLE SUFFERING FROM FOOD ALLERGIES

식품알러지를 앓는 사람들에게 개선된 
생활환경 제공 서비스 디자인 제안

계란, 우유, 메밀, 땅콩 혹은 다른 어떤 특정 식품에 의하여 감작 되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일어나는 이상 증상이 식품 알러지이다.
근년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습관의 변화, 공해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식품알러지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 국민의
20-25%가 그 증상을 자각하고 있다. 식품알러지 쇼크인 전신성
과민반응(아나필렉시스)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식품알러지 환자에게 있어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작하게 되었다.

서비스디자인

A better living environment provides service design for 
people suffering from food allergies.

이혜민 HYEMIN LEE
이주희 JUHEE LEE

GOLD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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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메모리맵

세계적으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가기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증가하여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단은 제한적이다. 사진을 남겨오는 대다수의 사
람들에게 여행지마다 사진을 분류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진만으로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추억하기에 부족하다. 여행하는 
동안 움직인 동선을 기록하는 기억 지도 “Memory Map”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다녀온 여행지에서의 기록을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해줌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행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People's interest in travel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Services has increased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before a travel. So to plan 
a travel is very convenient. But after travel, how to 
leave memories for the travel is limited. "Memory 
Map" application that records your movements while 
traveling shows a record of all destinations in a single 
sheet of the map. Therefore this application was 
designed to help sharpen your memory and leave for a 
long time even after the trip.

이하영 HAYOUNG LEE 

MEMORY MAP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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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취업방향, 바른취업
Brand Identity

GOLD

BEST-FIT-JOB BRAND IDENTITY

이재희 JAEHEE LEE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올바른 메시지와 방향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많지만 무분별한 취업 정보로 인해 방향을 잃고 따라가기식인 취업 준비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간 낭비로 남게 됩니다.
cdc 캠퍼스의 올바르고 전문적인 교육의 슬로건은 대학생과 졸업생인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공감 있는 메시지로 올바른 교육에 앞장서
브랜드 런칭을 하였습니다. 직무교육과 자기분석을 통한 취업교육으로 시작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기업과 직무 선택에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Since there is numerous information related to a job-search, it is important for applicants to 
have a distinct direction to prepare their future. Applicants having inaccurate or even incorrect 
information will lead to a big time waste. CDC campus is here to give the right solution for 
struggling applicants who are eager to choose the right path. We launched our organization to 
support and teach applicants how to ‘show’ themselves properly. Our experienced instructors 
who actually worked at well-known companies will help applicants choose an optimized job 
to maximize their ability and be satisfied.

박서윤 SEOYUN PARK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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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의 재해석
KOREA NEW BORN TYPOGRAPHY

우지혜 JIHYE WOO 대한민국의 첫 타이포그라피라 할 수 있는 문자도!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가치와 존재를 잘 모른다. 그래서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여덟 자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새롭게 디자인해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Korea new born typography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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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dvertising has the meaning adding greenery and 
pedestrian space in the urban. As a tool to express 
the space of the city focused on three features of the 
keyboard and the keyboard space bar. First, the uses of 
the keyboard space bar to make the 'margins'. Second, 
the shape of the keyboard is similar to the density 
of aerial photographs of the city high shape. Finally, 
'Space' of the space bar have multiple meanings.

도심 속 녹지와 보행공간을 확충하자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도심
이라는 공간을 표현할 도구로 키보드와 키보드 스페이스바의 3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첫째, ‘여백’을 만들어주는 키보드 스페이스바의
쓰임새. 둘째, 키보드의 형태는 도시의 항공 사진과 비슷하게 오밀
조밀한 형태인 것.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바의 'Space'가 ‘공간’ 의 
의미를 가져 사람을 위한 휴식공간에 대입할 수 있어 키보드를
소재로 하였다.

한상혁 SANGHYEOK HAN

URBAN NEEDS MORE GREEN SPACE

도시에도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GOLD

대한상공회의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73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DRY FLY

드라이플라이

드라이-플라이는 그날그날의 옷 스타일을 살릴 수 있게 만드는 미니
드라이어다. 옷이 구겨지거나 불쾌한 냄새에 오염 되었을 때
사용자가 옷걸이에 옷을 걸어 놓듯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람이 느껴지는 형상을 오브제로 디자인 되었으며, 데드스페이스인
벽 모퉁이, 방, 거실 등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시간과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김봉준 BONGJUN KIM
유명동 MYUNGDONG YU

제품디자인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ry fly is a mini dryer that allows us to improve the style 
of our outfit. It spreads the creases on the clothes. Thus 
the users can easily hang the outfit to ‘dry fly’ when 
our it is polluted with bad smell and dirt. The design is 
motivated by the image of cool wind. The product can be 
installed at the corner of the wall or room beside it can 
also be used as interior product the indicates time and 
weather.

중소기업청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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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IAG2.0

모디백2.0

“보자기를 모티브로, 조립식 블록처럼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성하여 사용하는 가방" 사용자 모두를 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큰 가치, 나아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닐 수 있는 ‘Platform’이라는
키워드를 컨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가방 - MODIBAG은 Modify와 Bag의 합성어로, ‘수정할 수
있는 가방’이라는 의미로, 가방의 크기 / 형태 / 방식을 모두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새로운 컨텐츠(가방, 텐트, 공간 등)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성묵 SUNGMOOK LIM

제품디자인

"This bag is motivated by wrapping clothes. Just like 
LEGO, users can customize their bags freely by each 
users’ tastes." I proceeded this project with a keyword, 
“Platform,” which contains meaning of bigger value and 
infinite potential as every users participates to design 
their own bags. MODIBAG, compound word for ‘Modify’ 
and ‘Bag’, is an adjustable bag. Therefore user can modify 
its size, shape, and form to suit one’s taste. Through the 
project, eventually, I hope contents (bag, tent, space, & 
etc.) are creted by users as well as becoming a culture 
itself.

GOLD

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5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BRIDGE OF LOVE

사랑의 다리(오작교)

1. 디자인 영감 : 한 여름밤, 1년에 한번 일어나는 하늘의 마법과
같은 은하수가 나의 작품의 영감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은하수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갈라놓은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한번 
7월 7일 까막까치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두 연인을 만나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비록 1년에 한번 밖에 만날 
수 없는 비련의 만남이기는 하지만, 생활과 분리된 연인 관계는
사랑스러운 이야기로서 나의 작품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작품 설명 : 은하수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강물처럼 띠를
이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하수를 옆에서 보면, 납작한 비행
접시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은하수의 시각적 형상과 연인을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형의
테두리에 비드세팅된 다이아몬드는 까막까치들이 모여 만든 다리를 
상징하고, 진주는 은하 속에 떠있는 행성, 프롱세팅된 작은 블루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은하수를 상징한다.

김정희 JUNGHEE KIM

제품디자인

1. Inspiration A love story of two star-crossed lovers 
inspired this project. To the ancient Koreans, the Milky 
Way was known as a river to separate a beloved couple. 
Once a year, on the seventh night of the seventh month, 
the couple was able to reunite if a flock of magpies and 
crows would create a bridge over the river. I made ‘Bridge 
of Love’ in the hope that we can cherish our relationship. 
2. Unique Properties / Project Description The Milky Way, 
a pale strip of light consisting of many stars, stretches 
across the sky at night like a river. The profile view of this 
celestial river looks flat like a flying disk. ‘Bridge of Love’ 
shows both.

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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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ASY의 로고타입은 전화기의 형태에서 착안한 타입 페이스로,
전화 한 통으로 쉽고 편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을 나타내었으며,
P와 Y의 디센더가 타입 전체를 받쳐주는 가구와 같은 형상은
고객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상을
의미합니다.

Parcel delivery service of More-easy concept brand 
identity design. Naming + Logo + Graphic motif + Typace

김헌범 HEONBEOM KIM

PACKEASY BRAND IDENTITY DESIGN

편리한 택배서비스 팩이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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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래피로 만나는 이육사
ENCOUNTERING POET YOOKSA LEE THROUGH 
CALLIGRAPHY (2017: THE 98TH ANNIVERSARY 
EXHIBITION OF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성신애 SEENAE SUNG 본 작품은 2017년도 삼일절 98주년 기념 작가 전의 작품으로, 이육사 저항시인의 시를 소재로 하여
캘리그래피 작품을 하였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온 이육사 독립운동가의 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한글 캘리그래피의 독특하고 한국적인 선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상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동양적인 느낌의 캘리
그래피를 통해 이육사의 시를 재해석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관람객들에게는 대한민국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This piece, for 2017: the 98th Anniversary exhibition of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is based on the poems of Yooksa Lee, 
the poet of Resistance. The poet desired to awaken patriotism within the country through his life-dovoted work. I focused on 
delivering his life, thoughts and sentiments that he shared by using distinctive lines of Korean Calligraphy. Also, reinterpreting 
his poems in oriental Calligraphy, I wanted foreign tourists to taste Korea’s unique and traditional spirit as well as to evoke the 
patriotic spirit within Koreans.

중소기업청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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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DITIONAL TAKJU

한국 전통 탁주

GOLD 패키지디자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많이 즐겨먹으면서 막걸리 수요 시장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패키지 디자인은
외국의 술 패키지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막걸리 패키지 디자인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술을 고급스럽고,
수출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기존의 
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플라스틱병은 버리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병과 선물할 수 있도록 나무상자를 들었고 브랜드 네이밍은 강원도
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브랜드화 한 거라 가정하에 '강원도 착주'라
명하였다. 네이밍에 맞게 그래픽 이미지를 강원도 풍류산의 풍경을 
라인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박윤아 YUNAH PARK
조건웅 GUNWOONG JO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se days, many people enjoy eating a lot of rice wine 
makgeolli is also an increasing market demand. However, 
the package design on the market is inferior more long 
tassel package in a foreign country. So we are away from 
the traditional rice wine package design was planned 
to create a package that can be luxurious and our Sake, 
promote export. To keep the existing differentiation of 
those plastic bottles are discarded heard luxurious white 
wooden box so that you can gift a bottle brand naming 
is hangeora branded rice wine produced in Gangwon 
commanded as 'Gangwon chakju'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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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상

ONE-TOUCH TYPE PICNIC MAT BAG

원터치 형 돗자리가방

야외활동이 많은 현시대에 일회용으로 여겨지는 돗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터치 형 돗자리 가방을 디자인 하였다. 펼치면
돗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양옆의 손잡이 부분의 내장된 
줄을 위로 당기면 한 번의 조작으로 쉽게 가방의 형태로 변신하는 
구조이다. 피크닉이나 캠핑을 갈 때 돗자리와 따로 물건을 담을
가방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디자인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실용성까지 만족시키는 디자인이다.

이수지 SUJI LEE

제품디자인

We designed a one-touch type picnic mat bag to resolve 
the issue of throwing away picnic mats after a single use 
during outdoor activities. When opened up, it is a picnic 
mat, and when the strings are pulled upward, it turns 
into a bag. The design is intended to add convenience-
not having to carry a separate bag that holds your things 
together with a picnic mat when you go for a picnic or 
camping. It is practical with eas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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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 STROLLER

공기청정 유모차

GOLD

현재 우리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수많은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며 확산시킨다. 2013년 1월 세계 보건 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선정했으며 'OECD 환경 전망 2050 보고서'에서는
2050년 미세 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은
어른 뿐 아니라 0-9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더욱더 치명적이며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점유율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에 공기 청정형
유모차를 제안한다.

최윤재 YOONJAE CHOI

제품디자인

Nowadays human are making pollutants and spreading 
them by producing and consuming. On January 2013, 
dust has been chose as the first reason of cancer by 
WHO. An by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on 
2050, premature death will rise 2times more than present 
because of the fine dust. Fine dust will threat human exist. 
For these reason, not only Korea but other countries are 
expressing interest of air cleaning these days. Actually fine 
dusts especially threats kid's health age of 0-9 and we can 
find it out from the mobility rate of asthma, rhinitis and 
allergies. To protect our babies, we suggest a new type of 
stroller that cleans the air.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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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IQUE

루미니크

최근 홈퍼니싱 열풍이 불고, 조명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조명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대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조명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는 고정적인 형태에 머물러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의 취향대로 조명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유니크한 조명을 
디자인하였다. 작품명은 ‘빛나는(Luminious)’과 ‘특별한(Unique)’의 
합성어이며 레고, 롤러코스터 블럭과 같은 유아용 장난감으로부터 
형태적 모티브를, 파이프로부터 구조적 모티브를 얻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가 컬러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김혜준 HYEJUNE KIM

제품디자인

Consumers’ demand for lights that are just for their 
homes is growing since ‘Home Furnishing’ market gained 
popularity. However, commercial lights are so fixed in 
their shapes and functions that people can hardly fulfill 
their expectations. Luminique is targeting this point of the 
market. Luminique is composed of several units, and the 
users can assemble them as they want, threading each 
pieces. Some units are lighting parts while the others 
are ornamental. Consumers are offered with units in 
different colors and materials so they can make ‘the light’. 
Luminique provides the users with fresh experience, and 
pleasure.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류혜연 HYEYEON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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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환 환자들의 연대 서비스 디자인,
이우 네트워크

GOLD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을 비롯한 현대인들의 만성 귀 질환은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이다. 또한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이해도 부족하며 우울증,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때문에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같은 환자들의 연대 네트워크가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이 서비스의 목적이 있다. 이우 네트워크는
귀 질환을 앓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이와 관련된 의료진 등 전문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의료 자조(self-help) 네트워크의 기틀을 확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U NETWORK, SERVICE DESIGN FOR PEOPLE 
WITH EAR-RELATED DISEASES

정은지 EUNJI JEONG

서비스디자인

Several ear-related diseases such as sudden hearing loss 
or the Meniere's disease are not curable. They can only be 
contained throughout life via rigorous changes. Also, their 
symptoms are not visible, therefore hard to understand. 
They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For these reas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twork of patients, who can truly understand each 
other. 'EAU Network' was designed to reliev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of patients and to enhance social 
awareness regarding their conditions. It is also expected 
to introduce the medical self-help system to Korea for 
further application.

특허청장상
PRIZ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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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 IDEAL

결

제품디자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노리개의 아름다운 곡선, 한글의 기하학적 형상, 한국의 대표적인 꽃,
목련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오간색으로 구성된 한국적 전통 색감과 
전통무늬가 hand work로 드로잉 되어 각 모티브의 아름다움을
구현한 스카프 디자인입니다. 활기찬 모습의 노리개에서 한국의
곡선의 미와 한글의 기하학적인 형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직선의 미가
어우러진 스카프 디자인은 화려하고도 단아한 자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영 SEONYOUNG KIM ‘Nobel ideal’ is made up the beautiful curves of the 
norigae, handle of geometrical shape, magnolia The 
traditional Korean colors and traditional patterns were 
hand-drawing. The scarf made up the beauty of the 
design of each motif. You can feel the beauty of the curve 
in norigae also, you can feel the beauty of straight lines 
in geometric shapes, Hangul. The combination of beauty, 
curve and straight line can find gorgeous and graceful 
look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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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FACILITIES FOR ECO-FRIENDLY CITY

이어달리다

GOLD

현재 지구촌은 꾸준히 제기되는 환경 문제들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친환경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중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도시’ 계획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아직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고 즐기는 ‘라이더들의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자전거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강 시민공원에 자전거 대여, 
휴게, 정비, 판매시설을 계획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도시’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영채 YOUNGCHAI KIM 

공간환경디자인

The current global community comes up with many eco-
friendly policie because of steadily proposed environment 
problems. Among them, the ‘Bike City’ plan to cut carbon 
emission is being attempted in many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Seoul Government, it runs public bicycle 
service,Seoul Bike ‘Ttareungyi’, since last October.The 
plan of specific facilities for people who ride and enjoy 
bicycles, however, is insufficient. Thu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by reflecting riders’ opinion,to contribute eco-
friendly city and to promote people’s convenience from 
designing bicycle rental station,drive cafe,maintenance 
facility and sales facilities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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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빠른 배송 서비스로 제품의 신선함을 냉장고에 담긴 듯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메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I was going to express message that I can receive as 
if contained in a refrigerator to be fresh with the fast 
delivery service of the Coupang.

오민지 MINJI OH 

FRESH DELIVERY SERVICE, COUPANG

신선함 그대로, 쿠팡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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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희생자들

GOLD

WAR VICTIMS

김아름 AREUM KIM

이라크 전쟁을 멈춰주세요!, 시리아 전쟁을 멈춰주세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달리 아직도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지역 충돌을 종식하기 위해 단합된 전
세계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현 방법으로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의 지역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희생자들을 
전쟁의 상징물인 총과 철모를 이용해서 도형과 배경(figure and 
ground) 법칙을 착안하여 디자인했습니다.

Please stop the Iraq war and the Syria war! It is the 
purpose of the attention and help who still afflicted by the 
war and necessity of global united realization for cessation 
of the regional confliction Currently victims of war due 
to regional conflicts of warring nations are expressed 
based on the law of the figure and ground and guns and 
helmets are used for design the poster.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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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에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운명의 붉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소통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붉은 실'에서 모티브로 삼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To me there is a red wheel of fate that also leads not 
said to you. It was expressed in the illustration a variety 
of story that we communicate to the motif of the "red 
thread".

황주희 JUHEE HWANG

'CONNECTING YOU AND ME' SK TELECOM 
ILLUSTRATION OF A CALENDAR

‘너와 나를 연결하다.’ SK 텔레콤
캘린더 일러스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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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넘버원

GOLD

프라모델의 조립식 키트를 연상시키는 No-1, No-2, No-3. 벽에
기대어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의자와 테이블, 스탠드 조명은 "각
부품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디자인되었다. 현대인들의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나만의 공간에
유치함과 천진난만함을 더해보자. 당신의 지친 삶을 좀 더 감성적이고
fun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박정주 JUNGJU PARK

제품디자인

한국무역협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eminiscent of a pla model self-assembly kits No-1, No-2, 
No-3. Chair, side table and floor lamp which are made 
for use against the wall are designed from curiosity. It 
was the curiosity that "Is it possible to make available 
furniture even if each of the parts are separated?". Let's 
add tricksiness to one's space in a harsh world recalling 
childhood memories. This will make weary life more 
emotional and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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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장상

SPARKER

스파커

주위에 떨어져 있는 낙옆, 나뭇가지, 지푸라기 등과 같이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자연물을 연료로 이용하며, 불씨를 붙이고 팬을 통해
바람을 불어서 불씨를 키워 사용하는 친환경 1인용 캠핑용품이며
아웃도어 캠핑 시 고민이던 부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코펠과 
프라이팬부터 전기 스토브까지 하나에 포함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용품

이건재 GEONJAE LEE

제품디자인

It's eco-friendly single camping goods. It's using natural 
object fuel that can be burnt down easily such as aparting 
around fallen leaves, branches, straws.It is get out of a 
responsibility concering about bulk when doing outdoor 
camping.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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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축제

GOLD

KLOUD FESTIVAL

노진현 JINHYUN NOH 맥주는 축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축제에 빠지지 않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제 속에 등장하는 맥주’라는 컨셉으로 3가지 일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러스트는 각각 ‘Rock festival’, ‘Football league’, 'Summer festival’이라는 컨셉을 지녔고 각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작업했습니다. 일러스트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 하는데 한 명 한 명 모두 다른 
포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를 주었고 또 일러스트는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붙이면 한 장처럼 
보이도록 구성하여 더욱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Beer makes the festival more enjoyable. It can be considered essential elements that do not fall into the festival. 
Therefore I was create the three illustrated the concept of 'beer, which appeared in the Festival'. Each illustration is that 
had the 'Rock festival', 'Football league', 'Summer festival' concept. I worked able to feel the atmosphere each. In one 
illustration for a variety of people who appeared all had fun and look in different poses and actions. Each illustration is 
divided, but together with the configuration so that looks like a piece of it will be able to get a richer feel.

한국무역협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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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PRODUCT DESIGN

제품디자인

113
PACKAGE DESIGN

패키지디자인

116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129
SPACE ENVIRONMENT DESIGN

공간환경디자인

132
SERVICE DESIGN
서비스디자인

WINNER



WINNER 제품디자인

94

박정선 JUNGSUN PARK
안예지 YEJI AN

AURORA
오로라

CLEAN WAY
클린웨이

윤혁 HEYOK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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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TILE SET CHAEKAL
다용도 채칼 세트

우슬기 SEULGI WOO

AIR BLENDER
에어 블렌더

이건재 GEONJAE LEE



WINNER 제품디자인

96

A HAIR DRYER FOR NO-ARMED

팔 없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헤어 드라이기

윤소담 SODAM YOON

GREEN GROWER
도시 농업 작물 생장기

김민우 MINWOO KIM
구자빈 JABI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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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ID SPOON & FORK
蘭

강찬우 CHANWOO KANG 

STANDRYER
세면대 손건조기

김미선 MISUN KIM



WINNER 제품디자인

98

TICK BURNER
틱톡버너

이용빈 YONGBIN LEE

POINT STAPLER
포인트 스테이플러

이용건 YONGGEON LEE 
전보름 BOREUM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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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YUJIN PARK
이선강 SEONKANG LEE

AIR AUDIO

SMART HELMET
스마트 헬멧

김기태 KITAE KIM
김종일 JONGIL KIM

99



WINNER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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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GLIMMER
폴 그리머

DIVE FEVER
다이버용 발열 쉘터

박승찬 SEUNGCHAN PARK 

박경빈 KYEONGBIN PARK
배인영 INYOUNG BAE



제품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01

박배정 BAEJEONG PARK

UOVO
우보

OCEAN FIELD HOSPITAL
해양 야전 병원

박송이 SONGYI PARK

이정국 JEONGGUK LEE



WINNER 제품디자인

102

BARRIER WHEEL
베리어휠

C.P.R. DRONE

이창희 CHANGHEE LEE

윤예준 YEJU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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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선 KYUNGSUN HWANG

ZERO PER STOOL
제로퍼스툴

AXIS [OLED LIGHTING]
엑시스 [OLED LIGHTING]

최진호 JINHO CHOI

김민아 MINA KIM



WINNER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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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FRAME
LOUNGE CHAIR

에이 프레임 라운지 체어

SHOULDER LAUNCHED HOSE

소방관의 편의 증대를 
위한 견착형 소방호스

박채빈 CHAEBIN PARK

이상준 SANGJUN LEE
현창훈 CHANGHOON HYUN

김수인 SU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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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ROAD

라이프로드 (지진재난
발생 시 효율적 인명 확보를 
위한 유압지지 구조로)

DISTRIBUTION FISHBOX 
WITH A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진 유통어상자

최지원 JIWON CHOI

이현후 HYUNHOO LEE
박준 JUN PARK



WINNER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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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DYED JUTE TEXTILE 
WALLCOVERING

황마 홀치기염 직물벽지

MONOPLE AND MONOINT
모노플과 모노인트

이준한 JOONHAN LEE 

최정원 JUNGW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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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JOUNGEUN OH

FASHION ACCESSORIES DESIGN 
OF ORGANIC FORM USING KNIT 
TECHNIQUES

니트 기법을 이용한
유기적 형태의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BEAUTIFUL ABSTRACT
아름다운 추상

이정원 JUNGWON LEE



WINNER 제품디자인

108

THE CHANGE OF THE
TRADITION-NORIGAE

전통의 변화

HIDE
감추다

김지은 JIEUN KIM

임그림 GEURIM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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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기 JUNGKI MA
장혜경 HEAKYOUNG JANG

NACRE SOBAN
네이커 소반

SMALL PORTABLE DINING 
TABLE (BEOPKKO 法古創新 : 
CHANGSIN)

찻상
(法古創新 : 법고창신)

심상무 SANGMU SIM



WINNER 제품디자인

110

UNREVEALED SPLENDOR
화려함이 숨겨진 중후함

MOIRE
무아레

박상욱 SANGWOOK PARK

김향리 HYANGR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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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성 HYUNSEOMG LIM

MEMORY
추억

ROSEGRAPHY

정유빈 YUBIN JUNG



112

FOOD FINDER
SHOPPING CART

푸드파인더쇼핑카트

WINNER

노명희 MYEONGHEE NOH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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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MINJEONG KO

강지희 JIHEE KANG
황용하 YONGHA HWANG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PACKAGE DESIGN
FOR THE TRADITIONAL CHICKEN 
EXPORTS KOREA

한식의 세계화에 맞추어 한국
전통 닭요리 해외수출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패키지디자인

A MASK PACK CONTAINING 
THE BEAUTY OF THE HALLA 
MOUNTAINS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마스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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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최기준 GIJUN CHOI

김성곤 SUNGGON KIM
김선영 SUNYOUNG KIM

OF NATURAL SOAP PACKAGE 
HAEARIM

천연 비누패키지 헤아림

OVERSEAS TO STOP THE 
DISEASE BEING INTRODUCED 
INTO THE COUNTRY DUE TO 
GLOBAL HEALTH PACKAGE 
TRAVEL KIT DESIGN STUDY

글로벌화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고있는 해외질병을 
막기위한 위생 여행 키트 
패키지 디자인 연구

패키지디자인



115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은비 UNBE HAN

박다란 DARAN PARK
김휘원 HWIWON KIM

이수란 SURAN LEE

CATBRANDNABI
고양이브랜드나비

O'SULLOC TEA BAGS THE 
PACKAGE DESIGN

오설록 티백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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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예진 YEJIN NAM

박현지 HYUNJI PARK

SEOUL CITY WALL
한양도성

YAHAN BANCHAN
야한반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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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EUNJOO LEE

천은선 EUNSEON CHEON
오성진 SEONGJIN OH

MY THOUGHT, MY BOOK
생각집(緝)집

NUEL-SOM
늘솜-늘 솜씨가 좋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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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SIHYEON PARK 

박지우 JULIE PARK

GENTRIFICATION IN SEOUL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상

SEOUL CULTURE NIGHT 12
-WHAT A VIEW!
(BYEOL BALL IL EE DA!)

SEOUL Culture Night 12
-별 볼일이다!

최준석 JUNSEOK CHOI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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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윤

김대웅

HUIYUN YOO 

DAEWOONG KIM

PEOPLE WHO ARE READING
THE UNIVERSE

우주를 읽는 사람들
(도서출판 점자 광고)

HELL OR HELP
헬 오어 헬프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120

강구훈

고영애

GUHOON KANG

YOUNGAE KO 

권동현

장희재

DONGHYUN KWON

HEEJAE JANG

UNIFICATION POSTER

PLEASE ATTACH HANDLE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뜻을 모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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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채은

JONGWOOK LEE

CHAEEUN LEE 

NEVER STOP

멈추지 않는다

MINHWA KARENDA
민화카렌다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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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

박찬울 CHANUL PARK

JIHYUN OH
이원락 WONRAK LEE

THE CLEAN WATER IS REMEDY.

CLOSED DOOR OF THE 
CONVERSATION

닫혀버린 대화의 문

깨끗한 물은 치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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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SUYEON KIM

이찬송 CHANSONG LEE 
김미래 MIRAE KIM

MALIGNANT COMMENT OPPOSITE
악성 댓글 반대

TEDDY BEAR IS STRONG~!
아기곰은 튼튼해~!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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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연 SOYEON JEON

김미사 MISA KIM 

LET ME BREATHE

IMPACT OF GENUINE SOUND
진짜 소리를 듣다!

숨 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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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최희진 HEEJIN CHOI
김주희

이재용 JAEYONG LEE
조제욱 JEUK JO

JUHEE KIM

ZIP LOCK!
지퍼 락!

HAPPY GLASSES
행복안경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126

제갈송이

이경민

SONGYI JEGAR

KYUNGMIN LEE

CHANGING SPACE,
A NEW DAY BEGINS.

MALARIA CLOCK
말라리아 시계

공간을 바꾸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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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김재현

YUNHEE LEE

JAEHYUN KIM
이가경 GAGYEONG LEE

SEOUL CITY TOUR BUS
서울 시티 투어 버스

MIND BOGGLING AQUA 
CALIIOGRAPHY CALENDAR DESIGN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아쿠아 캘리그래피 
달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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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 BOYOON JEONG

SEOUL BEER

INFOGRAPHIC INFORMATION 
MAP OF GYEONGBOKGUNG 
'STORY OF GYEONGBOKGUNG'

경복궁 인포그래픽
안내도 '경복궁 이야기'

서울비어

고경아 KYEONGAH KO
정유진 YUJIN JUNG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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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선 YEONSEON HONG
김권중 KWONJUNG KIM

COEXISTENCE

상생 [홍대앞,
그리고 연남동]

김솔비 SOLBI KIM
김재희 JAEHEE KIM

TETRAPOD ACCIDENT 
PREVENTION NET DESIGN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
그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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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여지원 JIWEON YEO 
김아라 ARA KIM

PLACE OF LIFE AND 
COMMUNICATION FOR 
FORGOTTEN TRADITIONAL 
CRAFTSMEN.

잊혀져가는 전통
장인들을 위한 삶의 터
및 소통의 장

이소미 SOMI LEE
정지원 JIWON JEONG

NAEDANG WITH MARKS ON 
THE MARKET.[UPCYCLING OF 
A NAEDANG MARKET USING 
THE PRODUCT INFORMATION 
CENTER.]

내당의 흔적을 시장에
담다 [상품정보알림
홍보관을 이용한
내당시장 업사이클링]

WINNER



131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간환경디자인

황하영 HAYOUNG HWANG
김희석 HEESEOK KIM

MOUNTAIN OVER MOUNTAIN
산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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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MISUN KIM

한상진 SANGJIN HAN
임재혁 JAEHYUK LIM

DNDN
든든

서비스디자인

TURTLE NECK SYNDROME
거북목교정 서비스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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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근 YONGKEUN JUNG

박건정 GEONJEONG PARK

MOBILE LOCATION-BASED 
SERVICE GIVE DIRECTIONS FOR 
THE CONVENIENCE OF THE 
WHEELCHAIR USERS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리성을 위한 위치 기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UTILIZING 
SENSIBILITY BOOK SHARING 
SERVICE, BOOKIN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감성적
북 셰어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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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MINJUNG KIM

MYEONG-DONG DELIVERY 
SERVICE FOR A FOREIGN 
TOURIST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짐배송
서비스

차홍주 HONGJU CHA

DISASTER NOTIFICATION 
SERVICE FOR PERSON WHO 
HAS TROUBLE MOVING -B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비콘기반 재난대피 
알림 서비스 비원

서비스디자인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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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PRODUCT DESIGN

제품디자인

162
PACKAGE DESIGN

패키지디자인

167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195
SPACE ENVIRONMENT DESIGN

공간환경디자인

200
SERVICE DESIGN
서비스디자인

FINALIST



FINALIST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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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김은별

DONGPYO KIM

EUNBYEOL KIM

STEREOPHONIC AND EFFICIENT 
AIR PURIFIER, INFINITI

SPIN
스핀 (회전 식품건조기)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공기 청정기 INFI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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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슬기

장치은 CHIEUN JANG
나상현 SANGHYEON NA

SEULGI KANG

WAVO-BLUETOOTH SPEAKER

WAVO-블루투스 스피커

WAVE9º
웨이브9º



FINALIST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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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JUNHWAN KIM

류서영 SEOYOUNG RYU
백승원 SEUNGWON BAEK

OUTLET COVER FOR NOISE 
PREVENTION INTERLAYER 
[W:EEN]

EARRINGS FOR WOMEN'S 
SAFETY

여성 안전지킴 귀걸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IOT 컨센트 커버[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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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김완기 WANKI KIM
윤홍남 HONNAM YUN

김은지 EUNJI KIM

IRON DRYER
아이언 드라이어

ONE&HALF BLOOM
화분 조미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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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산 KYOSAN YI

어기준 KIJUN EO

DROP

MITE MATTRESS CLEANER 
UV RAYS

UV 광선 매트리스
진드기용 청소기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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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윤 HEEYOON KIM

차영은

이가연 GAYEON LEE

YOUNGEUN CHA

ASSISTANCE CUTTING BOARD
좁은 주방을 위한 도마

TOILET ROLL CLEANER
토일렛롤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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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JONGHAK LEE
박성수 SUNGSU PARK

윤장혁

DOLIMY

JANGHYUK YOON

ROLY-POLY SAFETY TRIPOD
오뚝이 안전삼각대

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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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섭 MINSUB HAN

ROWING CONCEPT
조정(漕艇) 컨셉

윤상훈 SANGHOON YOON

ICARUS
이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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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름 BOREUM JEON 

SMART SHOPING CART
휴대용 IOT 카트기

이건희 GEONHUI LEE 

SAFEE
세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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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HOJUN LEE

TRIPLE ABSORBER
트리플 업소버

김연준 YEONJUN KIM

BABY LOVER (3 IN 1
BABY DINNER TABLE)

베이비러버
(3 in 1 유아 식탁)



FINALIST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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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환 INHWAN LEE

HYDROGEN WATER
STERILIZER

영아용 수소수 구강살균기

황성준 SUNGJUN HWANG

ZEROPE
제로프



제품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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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미 GYUMI JEONG

HEALTHY STEAM

변기에 끼워 사용하는 
좌훈기

PUSH CASE

이동성이 편리한
수액팩 케이스

정정은 JEONGEUN JEONG
김주연 JUYEON KIM



FINALIST 제품디자인

150

박성현 SUNGHYUN PARK 

SAFE HANDLE

손소독제가 결합된
병원문손잡이

박성수 SEONGSU PARK

BEANSTALK POLE
콩나무 링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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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욱 SUNOUK JIN

이재윤 JAEYUN LEE

MEDICOVER
메디커버

RAY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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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위명원 MYEONGWON WI

FOLDING SLIDE BOOK 
STORAGE

회전 슬라이드 책꽂이

이영옥 YOUNGOK LEE 

SMART DINING TABLE
스마트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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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필 KYUNGPIL JEONG

배윤정 YUNJEONG BAE

MODERN PATTERN DESIGN 
INSPIRED BY KOREAN FOLK ART 
MOTIFS

민화 모티브를 이용한
모던 패턴 디자인

HORIZONTAL RUNG LADDER
수평발판 사다리



FINALIST 제품디자인

154

김연재 YEONJAE KIM

VINCA ROSEA UMBRELLA
일일초 우산

이슬희 SEULHEE LEE

THE STRING - MOODLAMP
더 스트링 -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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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SOOYEON KIM

진현지 HYEONJI JIN

STRANGE BALLOON
COUNTRY

이상한 풍선나라

WEAR THE KOREAT
코릿을 입다



FINALIST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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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영 AYOUNG JO

MINGLE TREE
나무의 어우러짐

백성은 SEONGEUN BAEK

COMBINED DOT
컴바인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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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영 SOOYOUNG IM

이슬희 SEULHEE LEE

THE STRING - GREY & BLUE
더 스트링

LADY'S SLIPPER

레이디 슬리퍼
(광릉 요강 꽃)



FINALIST 제품디자인

158

국혜승 HYESEUNG KOOK

ZERO WASTE FASHION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KI ECOBE
케이아이 에코비

김규덕 GYUDEOG KIM
이상우 SANGW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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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가영 GAYEOUNG BYUN

김우진 WOOJIN KIM

GEGENUBER
게겐위버

GOJONGIMINJINYEUNUIGWE
고종임인진연의궤



FINALIST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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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을적(赤)

CONNECT
연결

임현성 HYUNSEONG LIM

정유빈 YUBI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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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EUNJIN CHOI

유현영 HYEONYEONG YU

ANTI-VIRUS SPACE STERILIZER

대중교통 바이러스 전염
확산 예방을 위한 공간
살균기

CHEESE TABLEWEAR
치즈 테이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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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소리를 통해 마음을
울리는 전통차 에코티

AWESOME - CHUNHWA
CONDOM PACKAGE

TRADITIONAL TEA
INSPIRATIONAL THROUGH
THE SOUND 'ECO TEA'

좋다 – 춘화 콘돔패키지

한혜진

김소윤

HYEJIN HAN

SOYOUN KIM

안하영

김종화

HAYOUNG AHN

JONGHWA KIM

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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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RED - SPICY SAUCE 
PACKAGING DESIGN

핫레드 - 핫소스 패키지
디자인

ACCESSORY PACKAGES
FOR THE NATURAL MOTIF
DESIGN 'VIVO'

살아있는 자연을 모티브
로한 액세사리 패키지
디자인 'VIVO'

김소망

심소혜

SOMANG KIM

SOHYE SHIM

박지원

박다솜

JIWON PARK

DASO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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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메기 술

KOREAN TRADITIONAL
SWEETS AND COOKIES
PACKAGE DESIGN

JEJU OMEGI ALCOHOL

전통 한과 패키지 디자인 
좋지아니한과

배승현

윤다윤

SEUNGHYUN BAE

DAYUN YUN

신경은

신한솔

KYUNGEUN SHIN

HANSOL SHIN

패키지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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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AL SOUCE 
PACKAGE

한국의 장류 세계화를
위한 패키지 연구

MR COOK
미스터 쿡

이대운

이지연

DAEWOON LEE

JIYEON LEE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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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몽드 패키지 디자인

NANAL;THE KOREAN
TRADITIONAL TEA PACKAGE

MAMONDE PACKAGE
DESIGN

나날;당신의 하루,
차 한잔에 물들다

김민선

성연주

MINSEON KIM

YEOUNJU SUNG
이희진 HEEJIN LEE

패키지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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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리버스 백

MARKET AROUND B.I AND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DOK-DO REVERSE BAG

마켓어라운드 B.I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

정기영

박정원

KIYOUNG JUNG

JUNGWON PARK

김미연 MIYEON KIM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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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AM HWA
오담화

KOREA BRAILLE LIBRARY
_IDENTITY DESIGN

한국점자도서관
_아이덴티티 디자인

강수지

노재연

SUJI KANG

JAEYEON RHO

박은미 EUNM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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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REFLECTING PERSONAL
TASTES AND COLORS,
INSTANT PASTA BAR 'FASTA'

GAETGOL ECO PARK

개인의 취향과 색을
반영하는 인스턴트
파스타 바, 패스타

권유리

문소연

YURI KWON 

SOYEO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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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NGEUL
PICTOGRAM DESIGN

대한민국 한글
픽토그램 디자인

BITTERSWEET
비터스위트

김지연

박지영

JIYEON KIM

JIYOUNG PARK

정다희 DAHE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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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LOWERS

REDESIGN OF TRADITIONAL
KOREA SWEETS BRAND

한과 브랜드 아루화
아이덴티티 리디자인

김미혜

임소리

MIHYE KIM

SORI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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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KOREA DMZ
RICE WINE PACKAGE

해시 코리아 디엠지
전통주 패키지

LUCKY DOK
행운의 떡

정기영

이지남

KIYOUNG JUNG

JINAM LEE

박정민 JEONGM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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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소재로 한
한국관광공사 홍보
캘린더 디자인

GARAM

KOREA TOURISM ORGANIZATION 
CALENDAR DESIGN

가람

노승아

신창건

SEUNGAH NOH

CHANGGUN SHIN
염민중 MINJUNG YEOM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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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AEMUN MARKET 
GUIDEBOOK FOR CHINESE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남대문시장 가이드북

THE MEMORY OF THE
70 YEARS.

70년의 기억

한나연 NAYEON HAN

오수빈 SOOBIN OH
윤자연 JAYEO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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뎃 히읗 모먼트
(한글 데스크 용품)

HISTORY CALENDER

THAT HUIT MOMENT

달마다 새기다

정혜림

권라영

HYERIM JUNG

RAYOU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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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N TOMS MAGAZINE AD
탐앤탐스 잡지광고

PRODUCT ADVERTISING
POSTER FOR DUREX CONDOM
PROMOTION

듀렉스 콘돔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 광고 포스터

최진욱

최영수

JINWOOK CHOI

YOUNGSO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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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두지마세요

SLOWLY, HUMAN IS MAKE 
SCRATCH.

DON'T PASS IT OVER

川 川 히. 인간이
할퀴고 간 자국!

황순재

이동준

SOONJAE HWANG

DONG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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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PUBLIC CAMPAIGN 
ADVERTISEMENT

콘돔 사용 권장 포스터

MEDIAN DENTAL IQ, WHITE CARE
메디안 덴탈 IQ, 미백케어

안혜신 HYESHIN AHN

최은성 EUNSEONG CHOI
임유빈 YUBIN LIM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79

성남 유기견 보호센터
정보그래픽 디자인

SAVING ENERGY

SEONGNAM ABANDONED DOG 
CARE CENTER INFORMATION 
GRAPHICS DESIGN

뽑을수록 살아납니다.

강구훈 GUHOON KANG

김다정 DAJUNG KIM
임채린 CHAERI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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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ICKEST WAY RECEIVING 
FRESH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산지직송 농수산물을
신선하게, 빠르게

AN ACCIDENT ON THE BACKSEAT.
ARE U ABLE TO HANDLE IT?

뒷 감당 할 수 있으십니까?

김도연

이호준

DOYEON KIM

HOJUN LEE

고원보

최찬

WONBO KO

CH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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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SAMSUNG Q9500, 
CHANGING HISTORY

IKEA

삼성 Q9500,
역사를 바꾸다

이동규

이진형

DONGKYU LEE

JINHYUNG LEE

이기철

박희수

KICHUL LEE

HEES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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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IL CHRISTMAS
매일 크리스마스

TRANSFER TO
BROTHERSODA!!

부라더소다로 갈아타자!!

오유빈

김지훈

YUBIN OH

JIHOON KIM
황재경 JAEGYEO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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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IVE INTAKE
OF SODIUM

나트륨 과잉섭취

이나래 NARAE LEE

TEFAL IRONS, IT IS DELICATELY 
PRESSED.

테팔다리미, 미세한
주름도 섬세하게 펴준다

정이레 YIRAE JEONG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FINALIST

184

A MIRACLE HAT
CREATED TOGETHER

함께 만드는 기적의 모자

오희경 HEEKYUNG OH

악성 댓글 예방 포스터
PREVENT MALICIOUS COMMENTS 
POSTER

윤다윤 DAYUN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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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OSULLOC

임단비 DANBI LIM

THINK GREEN
재활용에 관한고찰

우지혜 JIHYE WOO
오은지 EUNJ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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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A SWEET BREAK

구름 위에서 즐기는
달콤한 휴식

이한울 HANWOOL LEE
오소영 SOYEONG OH

니베아 썬로션
광고 디자인
NIVEA SUN-LOTION
AD DESIGN

나영진 YOUNGJIN NA
박민하 MINH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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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ECRET DRESS
나의 비밀스러운 옷

박수향 SOOHYANG PARK

PLEASE ATTENTION
FOR DISABLED PERSON

관심을 켜주세요

정한빛 HANBIT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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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LOVE FROM DUREX

달콤한 사랑은
듀렉스로 부터

이원락 WONRAK LEE
서가희 KAHEE SEO

안전할 틈이 없습니다
THERE IS NO TIME TO SECURE.

황해원 HAEWO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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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BREATH PAINT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페인트

김유리 YURI KIM  

LET’S SHARE OUR LOVE
WITH DONATED USED CLOTHES

옷장 정리로
사랑을 나누세요

김유리 YUR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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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UP
바디 업

김수현 SUHYEON KIM

에이즈 예방
AIDS PREVENTION

김수연 SU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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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ROAD
지프로드

이다혜 DAHYE LEE

ACADEMIC WAR
학업전쟁

정성훈 SEONGHOON JEONG
서석준 SEOKJU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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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LLIGRAPHY

삶의 풍류를 전하는
노랫말을 적은
한글 캘리그라피

윤채영 CHAEYOUNG YOON

2016코리아스타일위크
2016KOREA STYLE WEEK

우영경 YOUNGKYOUNG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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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ES OF KOREA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김예진 YEJIN KIM

WISH
소망

최헌준 HEONJ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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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국의 식물

노지혜 JIHYE NOH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2017 PROMOTION
CALENDAR : A STORY OF
A 12 ANIMAL GOD

12지신 스토리를 담은
2017 홍보 캘린더

최지혜 JIHYE CHO
정선경 SEUNGYEONG JUNG 

FINALIST



195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간환경디자인

전통주 갤러리, 수불

FLOWER

TRADITIONAL LIQUOR GALLERY, 
SOOBOOL

꽃

임수연 SUYEON IM 

김해림 HAERIM KIM
이기쁨 KIBBEU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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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숲속의 클린하우스 &
꽃밭 & 텃밭 계획안

SHOPPING CENTER FOR
ACTIVE SENIOR

FOREST CLEAN HOUSE

청춘예찬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쇼핑센터

이관호 KWANHO LEE 

김태희 TAEHEE KIM 

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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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신도림역 개선을 
위한 지하철 노선
인포메이션 디자인

MODULE PUBLIC FACLILTY

SUBWAY LINE INFORMATION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COMPLICATED SINDORIM 
STATION

모듈식 공공시설물

장용숙 YONGSUK JANG

김민하 MINH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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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위한 여행지원
시스템 AIO

DRAW DREAM

AIO [ALL IN ONE SERVICE
DESIGN] FOR TOURIST

꿈을 그리다

이혜리 HYERI LEE

김재린 JAERIN KIM
김철 KIM CHUL 

공간환경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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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GAIN
득 _고물에서 득을 얻다

홍윤의 YUNUI HONG
이승연 SEUNGYEON LEE

공간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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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안전 행동 습관화를 위한 
안전체험 서비스디자인

HEALING SERVICES DESIGNED 
TO COMFORT THE DISTRESSED 
PEOPLE WITH

INDUC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AND SERVICES 
DESIGN FOR BEHAVIORAL 
HABITUATION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힐링서비스
디자인

김재영 JAEYEONG KIM

김태현 TAEHYUN KIM
조정현 JUNGHYUN JO

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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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샘

EYE CHECK UP

LUCID SAM

안구검진 관리 서비스

윤성혁 SEONGHYUK YOON

조성욱 SUNGUK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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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봄

HOT CARE(THE EMERGENCY 
MANAGEMENT SERVICE FOR 
THIRD WORLD PEOPLE WITH 
BURNS)

SPRING FOR CHILD

핫케어(제 3세계 화상환자를 
위한 응급대처 서비스)

김연준 YEONJUN KIM

이유경 YOOUKYONG LEE
이선민 SUNMIN LEE

서비스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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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히어

SHIELDREN PROJECT
: HYGIENE CARE SYSTEM
FOR CHILDREN

IM HERE

쉴드런 프로젝트 : 어린이
위생 관리 서비스 디자인

박소희

이호준

SOHEE PARK

HOJUN LEE

김자윤

윤성혁

JAYOON KIM

SEONGHYUK YOON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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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원격 진료 서비스
FLIGHT TELEMEDICINE SERVICE

SMARTRAIN

윤지영

박이슬

JIYOUNG YOUN

YISEUL PARK
노원선 WONSEON NOH

서비스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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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SUGGESTION OF VOLUNTEER
WORK COMMUNICATION
SERVICE FOR DISADVANTAGED
PEOPLE

BIUM

소외이웃과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봉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안

곽혜정

이주희

HYEJOUNG KWAK

JUHEE LEE
심소희 SOHEE SIM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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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ETTE' , APPLICATION 
FOR AGED WITH DEMENTIA BY 
FLASHBACK RECOVERY

치매노인 회상치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카세트'

김재은 JAEEUN KIM
조희원 HEEWON JO

서비스디자인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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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INVITED DESIGNERS

212

210

PRODUCT DESIGN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품디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35
PACKAGE DESIGN

패키지디자인

241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270
SPACE ENVIRONMENT DESIGN

공간환경디자인

273
SERVICE DESIGN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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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품
PARTYWARE

초대디자이너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다양한 파티를 위한 옻칠접시와 잔을 세트로 하여 서서 걸어 다니면서 회홥을 즐길 수 
있는 파티용품 디자인 제안.

이봉규 BONGKYU LEE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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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arty Supplies in design proposals by attending stood and walked to a set of 
lacquered glass plates for a variety of hoehwap enjoy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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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 헤어드라이기

INDUCTION COOKER DESIGN

STATIONARY HAIR DRYER

인덕션 쿠커 디자인

박태영 TAIYOUNG PARK

최정민 JUNGM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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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결제 단말기
디자인개발

CORDZERO BED VACUUM
CLEANER

DESIGN DEVELOPMENT
OF MOBILE CARD PAYMENT
TERMINAL

가정용 무선 침구청소기

유선일

이석현

SEONIL YU

SEOKH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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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근태 단말기

DELUXE TYPE AUTO VACUUM 
CLEANER ROBOT DESIGN

INFORMATION &
ATTENDANCE SYSTEM

고급형 자동청소기
로봇 디자인

조종호 JONGHO CHO

이석준 SEOKJ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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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울트라
와이드밴드 레이더
시큐리티 카메라

BONE CONDUCTION
HEADSET DESIGN

ALL-IN-ONE SECURITY
RADAR SENSOR CAMERA

골전도 헤드셋 디자인

김장석

이기출

JANGSEOK KIM

KAY, 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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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기청정기

4CHANNEL 2.4GHZ R/C 
TRANSMITTER [NEO-GT2]

SMART AIR CLEANER

4채널 2.4GHZ 무선
조종기 [NEO-GT2]

김성배 SUNGBAE KIM

송창호 CHANGHO 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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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카드 홀더

WEARABLE AIR PURIFIER

POTABLE CARD HOLDER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조윤호

이한성

YUNHO CHO

HAN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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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NON-MOTORIZED CLEANER
FOR HOME

HUMIDIFIER

가정용 무동력 청소기

정하성 HASEONG CHEONG 

이병훈 BYUNG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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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다용도흡착걸이

FIXPLUS

LEAF MULTI HANGER
(POOLIP)

픽스플러스

이혁수

고정욱

HYUKSOO LEE

JUNGWOOK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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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페이스 타입 고글

SPIRAL LINE
(TAPE DISPENSER)

FULL FACE TYUPE GOGGLE

와선 (테이프 디스펜서)

이덕상 DUKSANG LEE

최양현 YANGH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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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균형훈련 및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
거울(SMART MIRROR)
디자인

TREKKING SHOES

SMART MIRROR DESIGN
FOR POSTURAL EQUILIBRIUM
TRAINING AND TEST

트레킹신발

박광철

홍정표

KEWANGCHEOL PARK

JUNGPYO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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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기 시스템

DANTAL SEAT

OPTICAL EQUIPMENT SYSTEM

치과 시트

박성규 SUNGGUE PARK

조재승 JAESE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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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그리스 주유기

LIGHTING 3S

GREASE FEEDER

조명등3S

박억철

고영균

EOKCHUL PARK

YOUNGKYUN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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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지는 의미들

CRANE REMOTE
CONTROLLER

MEANING, SUCH AS FOG

크레인 무선 리모콘

지용규 YONGKYU CHI

정지욱 GWOOK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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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브로치

AN OLD STORY 
I, II, III, 2016

2016-BROOCH

2016 옛이야기
I, II, III, 2016

이기상

곽태혁

KISANG LEE

TAEHYEUK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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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파티

VASE FOR THE WALL

INTERESTING PARTY

벽걸이 꽂이

양덕환 DUKHWAN YANG

윤선영 SUNYOUNG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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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E 2016-7

MIXED MEDIA JEWELRY
타재료를 이용한 장신구

장미연

강흥석

MEEYEON JANG

HEUNGSEOK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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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화기 디자인

WOOD KEY HOLDER

CERAMIC VESSEL DESIGN

뮤지컬 'MR. SHOW'
문화상품 디자인 - 목재 
KEY HOLDER

최기 KI CHOI

김현식 HYUN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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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하나.

MULTI-PURPOSE CASE

TWO HALVES MAKE
A WHOLE.

통

기영락

윤진

YEONGLACK GI

J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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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2016-가을 I

MEMO HOLDER

NOSTALGIA 2016-AUTUMN I

메모꽂이

윤근 KEUN YOON

박병호 BYUNGH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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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볼 세트 디자인

DESIGN ON TOURISM
GOODS UTILIZING
CHUNCHEON JADE.

CANDYBOWL SET DESIGN

춘천옥을 활용한
관광 상품디자인

한기웅

류남희

KIWOONG HAN

NAMHEE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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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보울

BROOCH

CANDY BOWL

브로치

황순영 SOONYOUNG HWANG

조규춘 KYUCH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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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OTTCHIL BOWL

FLOWER VASE

칠기

안덕춘

황인철

DUKCHOON AHN

INCHUL HWANG



234

제품디자인

무균클린카 2016

BLUETOOTH SPEAKER

CLEAN CAR OF AN
ASEPSIS 2016

2016 블루투스 스피커

조원희 WONHEE CHO

곽대영 DAEYOUNG KWAK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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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패키지디자인

이마트 건강즙 패키지
EMART_POUCHED HEALTHY 
DRINKS

홍현기 HYEONKI HONG

PACKAGE OF LOESS
KILN SALT

황토가마소금 패키지

안상락 SANGLAK AN

Package design of loess furnacesalt 
developed for Gamcheon cultural village's 
sightseeing product is designed
with loess image color and illustration of 
simplified loess structure.
감천문화마을 관광기념상품으로 개발된
황토가마소금 패키지는 
황토의 색채이미지와 가마의 구조를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여 
패키지디자인에 적용함.

2016.포장 초대 안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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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무궁화를 이용한
손수건 포장디자인
MUGUNGHWA,USING
PACKAGING DESIGN
A HANDKERCHIEF

조성진

ECO-FRIENDLY COST-
EFFECTIVE AGRICULTURAL
PACKAGING DESIGN

친환경 원가절감형
농산물 포장 디자인

이권식 KWONSIK LEE

SUNGJIN CHO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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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패키지디자인

국산차 패키지 디자인
KOREAN TEA PACKAGE DESIGN

임종웅 JONGWUNG RIM

HONEY PACKAGE
꿀 패키지

임수연 MICHELLE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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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의료용품 패키지디자인
THE PACKAGE DESIGN OF
MEDICAL SUPPLIES TO EXPAND
DOMESTIC MARKET

이찬

CREATIVE LAB. STEEL
MEMO HOLDER STAND
PACKAGE DESIGN

크리에이티브랩
메모 홀더 스탠드

양재희 JAEHEE YANG

CHAN LEE

패키지디자인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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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이원진 WONJIN LEE

BEECOM-C
삐콤-씨

이복영 BOGYOUNG LEE

패키지디자인

BRAND PACKAGE DESIGN 
FOR NONI-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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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THE ORIGINAL GINSENG
홍삼 일품 진액

김윤배 YOONBAE KIM

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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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코스모젠
아이덴티티 디자인
COSMOGEN
IDENTITY DESIGN

김형석 HYEONGSEOK KIM

BRAND INDENTIFICATION
DESIGN FOR JOYWORKS

조이웍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현영호 YOUNGHO HYU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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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사회적 위험성
‘SOCIAL DANGEROUSNESS’

서광적

HLSCIENCE C.I
아이덴티티디자인

변춘섭 CHOONSEOP BYUN

KWANGJUCK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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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자연(한번 쓰고
버리는 자연?)
THE THING USED ONIY ONE TIME 
AND JUST THROWN AWAY?

장훈종 HUNJONG JANG

STILL HURTS

명계수 KYESOO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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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運命 2016-04
DESNITY 2016-04

김제중

I THINK …
내 생각에는 …

백금남 KUMNAM BAIK

JEJ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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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이미지-20161109
MUGUNGHWA IMAGE-20161109

김영희 YOUNGHEE KIM

6TH SOLO EXHIBITION.
제6회 개인전 포스터

정계문 KYEMOO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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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아름다운 공존
BEAUTIFUL COEXISTENCE

선병일

SEOUL DESIGN WEEK 2017
서울디자인위크 2017

함부현 BOOHYUN HAMM

BYOUNGIL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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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오브 코리아
THE IMAGE OF KOREA

강윤성 YOONSUNG KANG

NATURE
자연 김진석 JINS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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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교보문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ILLUSTRATION POSTER
FOR JYOBO MOONGO

문철

IMAGE OF KOREA
한국의 이미지

고영진 YOUNGJIN KO

CHUL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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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평화와 행복
IMMIGRATION-PEACE& 
HAPPINESS

이미정 MIJUNG LEE

FENG SHUI-PROPITIOUS
GRAVE SITE

풍수명당도

김상락 SANGRA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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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자연은 담을 수 없습니다
NATURE CANNOT HOLD

김기순

YANGPYEONG IMAGE
양평 이미지

윤홍열 HONGYEOL YOON

KISOON KIM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51

고은말 사용
COMMUNICATION

정동욱 DONGWOOK JUNG

ORGAN DONATION
- A BEAUTIFUL GIFT

장기기증 - 아름다운 선물

이경희 KYU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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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꽃피는 봄이 오면

AMONG PEOPLE
사람사이

윤현정 HYEONJEONG YOON

박기홍 KIH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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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MEMORY

엄선철 SUNCHUL UM

NATURAL FUN-SNAKE

임경호 KYUNGHO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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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우리' 되찾기위한 캠페인 
포스터디자인
'WOORI' TO FIND THEM
AGAIN FOR A CAMPAIGN
POSTER DESIGN.

최호천

EXHIBITION POSTER
전시 포스터

서기흔 KIHEUN SHUR

HOCHYUN C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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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연결
NETWORK

최병묵 BYUNGMOOK CHOI

2016 ASIA POSTER
TOUR EXHIBITION

2016 아시아포스터순회전

장호철 HOCHUL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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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路

한욱현

IMAGINE FOR KOREA
한국의 이미지

이관식 KWANSIK LEE

WOOKHYUN HA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57

PYEONGCHANG 2018

남용현 YONGHYUN NAM

SONG SEONG JAE
SOLO EXHIBITION

송성재전

송성재 SEONGJA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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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환경오염방지 포스터
POLLUTION PREVENTION
POSTER

이미영

ENVIRONMENTAL PROTECTION
CAMPAING POSTER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김금재 GEUMJAI  KIM

MI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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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그레추어레이션
CONGRATULATION

명광주 KWANGJOO MYUNG

NEW FOLK PAINTING
新民畵

김성년 SEONGN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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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일신우일신_日新又日新
K BEAUTY

박강용

CORPORATION IMAGE POSTER
기업이미지 포스터

여훈구 HUNGOO LYEO

KANG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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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포스터
THE ECOLOGY MOVEMENT

박현욱 HYEONWOOK PARK

BEAUTIFUL KOREA
아름다운 코리아

강성철 SUNGCHU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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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재난 극복 홍보 포스터
OVERCOMING DISASTER

김상학

PAPER
종이

이성수 SUNGSU LEE

SANGHA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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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춤
DANCE OF KOREA

방재기 JAEGI BANG

APPLE IMAGE POSTER
애플 이미지 포스터

한승문 SEUNGM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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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청소년 금연 홍보 포스터
(청소년 흡연)
NO SMOKING

김해선

IMAGE OF KOREA POSTER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남윤호 YOUNHO NAM

HAES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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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타이포그래피
FLOWERS+TYPOGRAPHY

윤여종 YEOJONG YOON

APPRECIATION FOR GANGJIN
강진풍류

김경균 KYOUNGK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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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어수룩 도깨비
SILLY DOKKABI

황순선

JUMP
도약

이진구 JINKOO LEE 

SOONSU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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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하모니즘 2016-09
NEO-HARMONISM 2016-09

하용훈 YONGHUN HA

SANBANG MOUNTAIN

청보리핀 가파도에서
바라본 송악산과 산방산

최성규 SUNGK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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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평화
PEACE

김병진

FOLKARTS FOR
ILLUSTRATION

민화의 재해석

임헌혁 HUNHYOUK IM

BYOU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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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GRAPHY FOR CHANNEL
A TV PROGRAM

채널A의 [인문학 쇼-好통]의 
영상 인트로를 위한
캘리그래피

한백진 BAEKJI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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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시스템 디자인
ENTRANCE SYSTEM DESIGN

신택균 TAIKGYUN SHIN

STAND DESIGN FOR MBC IN
KOBA 2016, SEOUL KOREA

2016 국제방송음향조명
기기전시회, MBC 부스
디자인계획(안)

장광집 KWANGCHIB CHANG

공간환경디자인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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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공간환경디자인

하이브리드 에너지
가로등 디자인
HYBRID ENERGY
STREET LIGHTING DESIGN

전성수

FENCE DESIGN
펜스디자인

박필제 PILJE PARK

SUNGSU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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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ING SQUARE-FARM
BY USING SOLAR

가변형 태양열 해상 농장 
(LED Lighting)

유상욱 SANGWOOK YOO

공간환경디자인초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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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THE VISUALIZATION AND 
APPLICATION FOR GOESAN
MISEON IMAGES

괴산 미선나무 이미지
시각화 및 어플리케이션 적용

박성억 SUNGEUK PARK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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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ESTABLISHED DESIGNERS

278

276

PRODUCT DESIGN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품디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99
PACKAGE DESIGN

패키지디자인

310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342
SPACE ENVIRONMENT DESIGN

공간환경디자인

345
SERVICE DESIGN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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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동물원
THE ZOO FOR EVERYONE

BACKGROUND 시각장애인 80%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물원의 배려시설, 프로그램을 모르고있다. IDEA 일반인과 시각
장애인 모두가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린트 광고를 만든다. 일반인들은 형태를 보고 시각장애인은 형태를 만져보게
하면서 사람을 위한 동물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RESULT 이 포스터는 동물원 및 시내에 한 달 동안 붙여졌으며 일반인
시각장애인 모두 흥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동물원 방문 수가 30% 증가하였다.

고딘군 DINGUN KO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추천디자이너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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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ACKGROUND 80% of the blind are unaware of the accessible facilities and programs zoos have for them. 
IDEA Produce print ads in which everyone, including the blind, can simultaneously look and experience. 
Convey the zoo’s message for the people by having non-disabled people look at the shape and the blind 
feel the braille. RESULT This poster was put up in zoos and in the city for a month. Everyone, non-disabled 
and blind, was interested and came to understand each other. Also, the number of visits to the zoo 
increased by 30% within this time period.



추천디자이너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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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기

FOUR SIDES FRAMELESS
SCREEN MONITOR

AIR CLEANER

4면 보더리스 모니터 
(MP88)

김성주 SUNGJOO KIM

최석준 SUKJUN CHOI 



제품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79

스마트 플러그

3D VIBRATION MOUSE

SMART PLUG

3차원진동마우스

이재호

이해권

JAEHO LEE

HAEK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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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나

MINI FAN HEATER
(NEW TYPE HEATER)

PIONA

팬을 이용한 미니히터
(NEW TYPE HEATER)

구자윤 JAYUN KU

채성수 SUNGSOO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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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G5

AIR BALLOON

SMARTPHONE-G5

에어 벌룬

최헌정

김영호

HUNJUNG CHOI

YO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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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DOOR HANDLE DESIGN

ONGI

도어 핸들 디자인

김윤희 YUNHEE KIM

황인식 INSIK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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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디자인

DESK TOP SERVICE
LIVING GOODS

DESIGN OF VEHICLE
BLACK BOX

디지털 사무환경
모니터 거치대

김상열

최용혁

SANGYEOL KIM

YONGHYU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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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랜싯

GOLF AIMING

SAFETY LANCET

골프 에이밍

곽봉철 BONGCHUL KWAK

김동하 DONGH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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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시리즈
& 다이닝 테이블

LIGHT TO PAINT WITH
THEIR LIGHTS.

MODULAR SERIES
& DINING TABLE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명등.

최철형

이용한

CHOLHYUNG CHOI

YONGH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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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무지개
-따라오세요.(1)

DIGITAL PRESSURE
INDICATOR DESIGN

THE RAINBOW OF PROMISE-
FOLLOW ME.(1)

디지털압력계측기 디자인

김병수 BYUNGSOO KIM

이민정 MIN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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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정원

RIPPLE STRIPE
TEXTILE SCARF

GIARDINO VECCHIO

리플 스트라이프
텍스타일 스카프

김성달

왕경희

SEONGDAL KIM

KYUNGHEE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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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드로잉

OP I_16_1_ VOYAGE

GOLD COLOR DRAWING

새로운 여행_벽지디자인

이은경 EUNKYUNG LEE

조예령 YERY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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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숄더백

PARROT

PAGE SHOULDER BAG

앵무새

조문환

이건만

MOONHWAN CHO

GEONM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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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SCENT

SCARF

향기Ⅱ

박문희 MOONHEE PARK

김지영 J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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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CLUTCH

NECKTIE

클러치

안소윤

이지은

SOYOON AN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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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디자인

KILIM -1

NECKTIE DESIGN

킬림-1

임선양 SUNYANG LIM

김주희 JOO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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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SPACE

PROMISE-2016
약속-2016

신정혜

이형규

JUNGHEI SHIN

HYUNG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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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분마기

GOODMORNING!
YANGNIM

PEPPERMILL

굿모닝! 양림

천영록 YOUNGROK CHEON

김석영 SEOK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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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예복을 응용한
호두까기인형

UNION

CHOSUN DYNASTY
NUTCRACKER

결합

곽우섭

김호성

WOOSUB KWAK

HOS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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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LIGHT AND TREES

BLUE

빛과 나무

정건용 GENYOUNG JEONG

송신혜 SHINHY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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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디자인

RING CASE

PENCIL CASE DESIGN

사과함

정택우 TAEKWOO JUNG

김완규 WAN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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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ROUTING
GUIDE SYSTEM

지하철 행선 안내기

이도영 DOYOUNG LEE

제품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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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패키지디자인

정통파스타 소스

DDOREEN SOAP

ORIGINAL ITALIAN
PASTA SAUCE

또린 비누

이경수

박태진

KYUNGSOO LEE

TAEJ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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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I CAKE
오메기떡 「삼다찰」

고경란 KYUNGRAN KO

패키지디자인

DEOPBAPYONG PALBOCHAE & 
YOUSANSEUL PREMIUM
PACKAGE DESIGN

퓨전중화식품 덮밥용
팔보채 & 유산슬 2종
프리미엄 패키지디자인

강문수 MOONSOO KANG

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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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패키지디자인

종가집 우리종균 생나또

YOHI YOGURTSAND

JONGGA NATTO

요하이 유산균샌드

이상호

이석준

SANGHO LEE

SEOK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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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OOR BELL
PACKAGE DESIGN

스마트 도어 벨
패키지디자인

김두한 DOOHAN KIM

SOFY HANGYUL RAINBOW
쏘피 한결 레인보우

한상현 SANGHYUN HAN

패키지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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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COCA-COLA HERITAGE
EDITION 265ML BOTTLE.

코카-콜라 헤리티지
에디션 265ml 병

박정훈

이창석

JUNGHOON PARK

CHANGSUK LEE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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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FROZEN RICE
동원 냉동밥

이철희 CHULHEE LEE

MANIKER REAL CHICKEN 
PACKAGE DESIGN

마니커 리얼치킨
패키지 디자인

육지훈 JIHUN YUK

패키지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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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크브런치퀵

STARLY ALL IN SUN BLOCK
STICK PACKAGE DESIGN

HYPORK BRUNCH QUICK

스탈리 올 인 선블록
스틱 패키지 디자인

남미나

유재형

MINA NAM

JAEHYOUNG YOO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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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GO KIMCHI
비비고 김치

송소원 SOWON SONG

REDISCOVERY OF KING'S LEAF-
ESSE ROYAL PALACE BRAND 
PACKAGE DESIGN

면세시장과 중국인 타겟의 
에쎄 고급 프리미엄 로얄
팰리스 확장 브랜드디자인

박현경 HYUNKYUNG PARK

패키지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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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20 패키지 디자인

ESSE EIGHT GOOD FORTUNE

LG V20 PACKAGE DESIG

중국관광객을 위한
면세전용 에쎄 아리랑 8복

조창희

도일

CHANGHEE CHO

IL DO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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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ET PACKAGE DESIGN_
HER FRANGRANCE

샤쉐 패키지 디자인_
그녀의 향기

용진경 JINKYUNG YONG

LS50 BLUETOOTH SPEAKER
LS50 블루투스 스피커

진상민 SANGMIN JIN

패키지디자인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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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구가 박향희의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DAILISH MAYU HAIR CARE
SERUM OIL PACKAGE DESIGN

BRAND PACKAGE DESIGN
OF PARK HYANG-HUI,
LAVER RESEARCHER

데일리시 마유 헤어케어
세럼 오일 패키지 디자인

김성용

노시우

SUNGYONG KIM

SIWOO NOH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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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SONANCE OF CLOWN
소넌스 오브 크라운

임효영 HYOYOUNG LEEM

BLOSSOM EVOLVE
꽃의 진화

이은석 EUNS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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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복 소라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NH FARM BRAND IDENTITY

DOKDO ABALONE OF
CONCH PUBLICITY FOR THE
ACTIVATION BRAND DESIGN

농협NH FARM
브랜드 아이덴티티

박희운

진애라

HEEWOON PARK

AERA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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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LILLIPUT NOODLE
RESTAURANT

LILLIPUT 면요리 음식점

손지영 JIYOUNG SON 

THE NEW NEW THING!!! MINIUM
더 뉴 뉴 싱!!! 미니엄

이방원 BA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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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2016년
에뉴얼리포트

PICASSO & MATISSE
APP BOOK DESIGN

MIRAE ASSET 2016
ANNUAL REPORT

피카소와 마티스
앱북 디자인

이근형

최진호

KEUNHYUNG LEE

JINHO CHOI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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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URE
淸

정재창 JAECHANG JEOUNG

PLEASE HELP US......
제발 살려 주세요......

전용석 YONGSEOK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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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I AM COMING THAT
HEARD A RUMOR

PEACE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충상

정찬환

CHOONGSANG LEE

CHANHWA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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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LINE OF KOREA- SHADOW
한국의 선-그림자

박인창 INCHANG PARK

VIEW7

김효민 HYO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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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짓다

AN KIYOUNG HANGUL PATTERN
TYPOGRAPHY POSTER

BOOK EXBITION

안기영 한글문양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안기영

홍영래

KIYOUNG AN

YOUNGRA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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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SEJONG ART FESTIVAL POSTER
2016 세종아트페스티벌

신정철 JEONGCHUL SHIN

CREATIVE IDT
크리에이티브 IDT

박상림 SANGLI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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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E

CONNECTED CAR,
CAR TO LIFE.

MINI E

커넥티드 카, 자동차가
생활의 중심이되다.

김병완

박윤신

BYUNGWAN KIM

YUNSH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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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ENDANGERED SHARKS
멸종동물 보호 (상어)

구윤희  YOONHEE KOO

MOUNTAINS IN KOREA
한국의 산

조찬우 CHANW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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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자서전 포스터

“CHARACTER IS CREATIVITY”

AUTOBIOGRAPHY OF
PARK WAN SUH

캐릭터는 창작이다.

신재욱

이경규

JAEWOOK SHIN

KYUNGGU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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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SPACE ODDITY
스페이스 오디티

박재현 JAEHYUN PARK

LAUNCHING SHOW POSTER
퍼시스 런칭쇼 포스터

박종희 JONGHE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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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디테일스
책표지 디자인

TAKE YOUR FLIGHT

BOOK COVER DESIGN FOR
ARCHITECTURE DETAILS

퍼시스 플라이트
시리즈 포스터

홍석준

정준용

SUKJUN HONG

JOONYO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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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SIGNIEL RESIDENCES
시그니엘 레지던스

김혜림 HYELIM KIM

UNDER THE SEA

김덕순 DEOKS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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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페인

KOREA TRADITIONAL COSTUME
ORIGAMI-GIRL'S DOLBOK 1 _POSTER

ANTISMOKING CAMPAIGN

한국전통의상 종이인형
여아돐복1 포스터

노미선

박현송

MEESEON ROH

HYUNS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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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2018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POSTER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포스터

박준우 JOONWOO PARK

DISAPPEAR ECOSYSTEM
사라져 가는 生태계

정성호 SUNGHO JUNG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327

국민을 危해
일하겠습니다

ZEROMON ARTTOY
CHARACTER POSTER

I'LL WORK FOR(AVOID)
PEOPLE.

제로몬 아트토이
캐릭터 포스터

임중남

이진만

JUNGNAM LIM

JINM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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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GOOD MORNING & TAKE OUT
굿모닝 & 테이크아웃

조필호 PILLHO CHO

LIVE DESIGN!
라이브 디자인!

신재균 JAEKYU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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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016

SEED OF HOPE - BLOOD

ENVIRONMENT 2016

희망의 새싹 - 헌혈

최인숙

안창호

INSOOK CHOI

CHANGHO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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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MAYA SALT
마야소금

원영국 YOUNGKUG WON

I LOVE EARTH

박무건 MOOG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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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고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강릉

THE COLD WAR

PINE SITY, GANGNEUNG

냉전

김선주

박승대

SUNJU KIM

SEUNGD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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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GREEN PEACE
그린피 피스

김용모 YONGMO KIM

NATURE RESERVE POSTER
자연보호 포스터

송인수 INSOO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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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 코리아

BEAUTIFUL COEXISTENCE

THE ETIQUETTE OF
KOREA TOURIST

아름다운 공존

조규창

권영대

KYUCHANG CHO

YOUNGDA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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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POSTER AND C.I. OF THE 5TH 
ANNIVERSARY OF FOUNDING 
JOGAKBO

조각보 창립5주년
포스터 및 CI개발

김정두 J-DOO KIM

FOLK PAINTING
OF KOREA

한국의 민화

조운한 UNH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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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나인 X 제품포스터

PYOU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POSTER

SAINTNINE X POSTER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유성봉

김한중

SUNGBONG YU

HANJ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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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SAINTNINE EXTREAM
SOFT POSTER

세인트나인 골프용품 
익스트림소프트 제품포스터

서교준 GYOJUN SEO 

ONCE IN A SUMMER
그해 여름

최종필  JONGFEEL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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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CRIME AGAINST NATURE

MURAL

반자연적 행위

최재원

장재욱

JAEWON CHOI

JAEWU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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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VARIETY KOREA,
EXTRAORDINARY JOB

다채로운 한국

김세웅 SEWOONG KIM

CACTUS
선인장

정보민 BOMI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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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고래 이야기

ILLUSTRATION-BOOMERANG

THE STORY OF
A BLUE WHALE

일러스트레이션_ 부메랑

손지훈

현은정

JIHOON SON

EUNJEO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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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FAIRY PITTA
팔색조

김병택 BYUNGTAEK KIM

EVOLUTION
진화

이승환 SEUNG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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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어

DO-GGAE-BEE

HUGE MEDIA OCTOPUS

도깨비

최승연

권기제

SEUNGYEON CHOI

KIJ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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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L SHOP(TMB)
네일샵(TMB)

조경득 KYOUNGDEUK CHO

공간환경디자인

NEW HALLYU BLOOMS IN 
CHUNCHEON CITY.

춘천, 새로운 한류를
만나다!

박재익 JAEIK PARK

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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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따라 산길따라

BENCH

ALONG THE WATERWAY
ALONG MOUNTAIN ROADS

등벤치

김정훈

이민지

JUNGHOON KIM

MINJ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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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WIND POWER 
GENERATOR

해상 풍력발전기

정석영 SUKYOUNG JUNG

공간환경디자인

PANDORA TREE
-DESIGN ON SENSORS 
FOR THE NEW SMART 
MEDIA BUILDING FOR 
NOMADIC WORKERS
AT VEGA PARK

원하연 HAYOUN WON

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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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 POTLUCK
멜번 폿락

남윤태 YUNTA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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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DESIGNER

GENERAL DESIGN

초대디자이너

일반공모

355
ESTABLISHED DESIGNER

추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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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강슬기

ㄱ

김선영

강찬우

김수연

곽새얀

국혜승

김규덕

김기태

김동표

김동휘

김미선

김민우

김봉준

WAVO-블루투스 스피커

결

蘭

코릿을 입다

12지신 형태를 이용한
휴대용스피커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제로 웨이스트패션

케이아이 에코비

스마트 헬멧

스핀 (회전 식품건조기)

MODi

세면대 손건조기

도시 농업 작물 생장기

드라이플라이

SEULGI KANG

SEONYOUNG KIM

139

83

97

155

CHANWOO KANG 

SOOYEON KIM

SAEYAN KWAK

HYESEUNG KOOK

GYUDEOG KIM

KITAE KIM

DONGPYO KIM

DONGHWI KIM

MISUN KIM

MINWOO KIM

BONGJUN KIM

일반공모 GENERAL DESIGN

PRODUCT DESIGN

색인
INDEX

50

158

158

99

138

66

97

96

73

김연재
일일초 우산

YEONJAE KIM 154

ㄴ

김희윤

노명희

토일렛롤클리너

푸드파인더쇼핑카트

HEEYOON KIM 143

112MYEONGHEE NOH

ㅁ
마정기
네이커 소반

JUNGKI MA 109

ㄹ
류서영
여성 안전지킴 귀걸이

SEOYOUNG RYU 140

김연준

김완기

김우진

김은별

김은지

김정희

김준환

김지은

김향리

김혜준

베이비러버(3 in 1 유아 
식탁)

화분 조미료통

게겐위버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공기 
청정기 INFINITI

아이언 드라이어

사랑의 다리(오작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IOT 
컨센트 커버[윈]

전통의 변화

무아레

루미니크

YEONJUN KIM

WANKI KIM

WOOJIN KIM

EUNBYEOL KIM

EUNJI KIM

JUNGHEE KIM

JUNHWAN KIM 

JIEUN KIM

HYANGRI KIM

HYEJUNE KIM

147

141

159

138

141

75

140

108

110

81
박유진

박정선

박정주

박채빈

AIR AUDIO

오로라

넘버원

에이 프레임 라운지 체어

YUJIN PARK 99

94JUNGSUN PARK

JUNGJU PARK

CHAEBIN PARK

88

104

ㅂ
박경빈

박배정

박상욱

박성수

박성현

박송이

박승찬

폴 그리머

우보

화려함이 숨겨진 중후함

콩나무 링겔대

손소독제가 결합된 병원
문손잡이

해양 야전 병원

다이버용 발열 쉘터

KYEONGBIN PARK

BAEJEONG PARK

SANGWOOK PARK

SEONGSU PARK

SUNGHYUN PARK

SONGYI PARK

SEUNGCHAN PARK 

100

101

110

150

150

101

100

윤소담

윤예준

팔 없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헤어 드라이기

베리어휠

SODAM YOON 96

102YEJUN YOON

ㅇ
어기준

오정은

우슬기

위명원

유현영

윤상훈

UV 광선 매트리스 진드기용 
청소기

니트 기법을 이용한 유기적
형태의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다용도 채칼 세트

회전 슬라이드 책꽂이

대중교통 바이러스 전염확산 
예방을 위한 공간살균기

이카루스

KIJUN EO

JOUNGEUN OH

SEULGI WOO

MYEONGWON WI

HYEONYEONG YU

SANGHOON YOON

142

107

95

152

161

145

배윤정
민화 모티브를 이용한
모던 패턴 디자인

YUNJEONG BAE 153

백성은

변가영

컴바인 도트

고종임인진연의궤

SEONGEUN BAEK

GAYEOUNG BYUN

156

158

ㅅ
심상무
찻상(法古創新: 법고창신)

SANGMU SIM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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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재

이건희

이교산

스파커

세이피

드랍

GEONJAE LEE

GEONHUI LEE 

KYOSAN YI

89

146

142

윤은총

윤장혁

윤혁

이건재

소형 농가를 위한 원형볏집 
메이커

오뚝이 안전삼각대

클린웨이

에어 블렌더

EUNCHONG YOUN

JANGHYUK YOON

HEYOK YOON

GEONJAE LEE

38

144

94

95

최윤재

최은진

최정원

공기청정 유모차

치즈 테이블웨어

모노플과 모노인트

ㅊ
차영은
좁은 주방을 위한 도마

143YOUNGEUN CHA

YOONJAE CHOI

EUNJIN CHOI

JUNGWON CHOI

80

161

106

김민선
마몽드 패키지 디자인

MINSEON KIM

패키지디자인

강지희

ㄱ

고민정

한식의 세계화에 맞추어
한국 전통 닭요리 해외수출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마스크팩

JIHEE KANG 113

113MINJEONG KO

PACKAGE DESIGN

166

ㅎ

최지원

최진호

한민섭

황경선

황성준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진 유통어상자

엑시스 [OLED Lighting]

조정(漕艇) 컨셉

제로퍼스툴

제로프

JIWON CHOI

JINHO CHOI

MINSUB HAN

KYUNGSUN HWANG

SUNGJUN HWANG

105

103

145

103

148

이영옥

이용건

이용빈

스마트 책상

포인트 스테이플러

틱톡버너

YOUNGOK LEE 152

98YONGGEON LEE

YONGBIN LEE 98

이상준

이수지

이슬희

이슬희

소방관의 편의 증대를 위한
견착형 소방호스

원터치 형 돗자리가방

더 스트링 - 무드등

더 스트링

SANGJUN LEE

SUJI LEE

SEULHEE LEE

SEULHEE LEE

104

79

154

157

이인환

이재윤

이정원

이종학

이종혁

영아용 수소수 구강살균기

메디커버

아름다운 추상

돌리미

비틀어 짜지는 대걸레

INHWAN LEE

JAEYUN LEE

JUNGWON LEE

JONGHAK LEE

JONGHYUCK LEE

148

151

107

144

48

이준한

이창희

이현후

황마 홀치기염 직물벽지

C.P.R. Drone

라이프로드 (지진재난 발생
시 효율적 인명 확보를 위한 
유압지지 구조로)

JOONHAN LEE 

CHANGHEE LEE

HYUNHOO LEE

106

102

105

임성묵

임수영

임현성

임현성

모디백2.0

레이디 슬리퍼(광릉 요강 꽃)

연결

추억

SUNGMOOK LIM 74

157SOOYOUNG IM

HYUNSEONG LIM

HYUNSEONG LIM

160

111

이호준

임그림

트리플 업소버

감추다

HOJUN LEE

GEURIM LIM

147

108 진현지
이상한 풍선나라

HYEONJI JIN 155

ㅈ
장치은

전보름

정경필

정규미

정유빈

정유빈

웨이브9º

휴대용 IOT 카트기

수평발판 사다리

변기에 끼워 사용하는 좌훈기

ROSEGRAPHY

붉을적(赤)

CHIEUN JANG

BOREUM JEON 

KYUNGPIL JEONG

GYUMI JEONG

YUBIN JUNG

YUBIN JUNG

139

146

153

149

111

160

정정은

조아영

진선욱

이동성이 편리한 수액팩
케이스

나무의 어우러짐

레이

JEONGEUN JEONG

AYOUNG JO

SUNOUK JIN

149

156

151

김성곤
천연 비누패키지 헤아림

SUNGGON KIM 114

김소망

김소윤

핫레드 - 핫소스 패키지 디자인

좋다 – 춘화 콘돔패키지

SOMANG KIM

SOYOUN KIM

16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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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GENERAL DESIGN

ㄴ
나영진
니베아 썬로션 광고 디자인

YOUNGJIN NA 186

남예진
야한반찬

YEJIN NAM 116

노승아
대한민국을 소재로 한
한국관광공사 홍보 캘린더
디자인

SEUNGAH NOH 163

ㅁ

ㅂ

노진현

민지윤

박경림

박수향

클라우드 축제

가족의 행복을 기억하는 서점 
‘북밀리’

N(%) for - N포세대를 위한 
인생여정 노선도

나의 비밀스러운 옷

JINHYUN NOH 90

58JIYOON MIN 

문소연
개인의 취향과 색을 반영하는 
인스턴트 파스타 바, 패스타

169SOYEON MOON

KYUNGLIM PARK

SOOHYANG PARK

60

187

노재연

노지혜

한국점자도서관_아이덴티티 
디자인

아름다운 한국의 식물

JAEYEON RHO

JIHYE NOH

168

194

박시현

박정원

SEOUL Culture Night 12
-별 볼일이다!

마켓어라운드 B.I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SIHYEON PARK 

JUNGWON PARK

118

167

김재현

김지연

김지훈

김헌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대한민국 한글 픽토그램 
디자인

부라더소다로 갈아타자!!

편리한 택배서비스 팩이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JAEHYUN KIM

JIYEON KIM

JIHOON KIM

HEONBEOM KIM

127

170

182

76

김미사

김미혜

진짜 소리를 듣다!

MESSAGE FLOWERS

MISA KIM 

MIHYE KIM

124

171

김아름

김예진

김유리

김유리

전쟁 희생자들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페인트

옷장 정리로 사랑을 나누세요

AREUM KIM 86

193YEJIN KIM

YURI KIM  

YURI KIM  

189

189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악성 댓글 반대

에이즈 예방

바디 업

SUYEON KIM

SUYEON KIM

SUHYEON KIM

123

190

190

김도연
산지직송 농수산물을 
신선하게,빠르게

DOYEON KIM 180

고영애

권라영

권유리

김다정

김대웅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달마다 새기다

갯골생태공원

성남 유기견 보호센터 정보
그래픽 디자인

헬 오어 헬프

YOUNGAE KO

RAYOUNG KWON

YURI KWON 

DAJUNG KIM

DAEWOONG KIM

120

175

169

179

고경아
경복궁 인포그래픽 안내도
‘경복궁 이야기’

KYEONGAH KO 128

119

ㅎ
한은비

한혜진

강구훈

강구훈

강수지

오설록 티백 패키지 디자인

소리를 통해 마음을 울리는 
전통차 에코티

뜻을 모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뽑을수록 살아납니다.

오담화

UNBE HAN

HYEJIN HAN

GUHOON KANG

GUHOON KANG

SUJI KANG

115

162

120

179

168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ㄱ

ㅊ
최기준
글로벌화로 인해 국내로 유입
되고 있는 해외질병을 막기
위한 위생 여행 키트 패키지
디자인 연구

GIJUN CHOI 114

ㅂ

ㅅ

박다란

박윤아

배승현

성연주

심소혜

고양이브랜드나비

한국 전통 탁주

제주 오메기 술

나날;당신의 하루, 차 한잔에 
물들다

살아있는 자연을 모티브로한
액세사리 패키지 디자인
‘VIVO’

DARAN PARK

YUNAH PARK

SEUNGHYUN BAE

YEOUNJU SUNG

SOHYE SHIM

115

78

164

166

163

ㅇ

ㅈ

이지연

정다연

미스터 쿡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막걸리를 
손쉽게 제조하기 위한 막걸리 
DIY패키지 개발

JIYEON LEE 

DAYEON CHUNG

165

42

이대운
한국의 장류 세계화를 위한 
패키지 연구

DAEWOON LEE 165

윤다윤
전통 한과 패키지 디자인
좋지아니한과

DAYUN YUN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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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박지우

비터스위트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상

JIYOUNG PARK

JULIE PARK

170

118

박찬울

박현지

깨끗한 물은 치료제입니다

한양도성

CHANUL PARK

HYUNJI PARK

122

116

오희경

우영경

함께 만드는 기적의 모자

2016코리아스타일위크

HEEKYUNG OH

YOUNGKYOUNG WOO

184

192

우지혜

우지혜

유희윤

문자도의 재해석

재활용에 관한고찰

우주를 읽는 사람들 (도서
출판 점자 광고)

JIHYE WOO

JIHYE WOO

HUIYUN YOO 

71

185

119

신창건

안혜신

오민지

오수빈

오유빈

오지현

가람

메디안 덴탈 IQ, 미백케어

신선함 그대로, 쿠팡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남대문시장 가이드북

매일 크리스마스

닫혀버린 대화의 문

CHANGGUN SHIN 173

178HYESHIN AHN

MINJI OH

SOOBIN OH

YUBIN OH

JIHYUN OH

85

174

182

122

ㅅ

ㅇ

성신애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이육사

SEENAE SUNG 77

배수현
요일 친구들

SUHYUN BAE 62

이나래

이다혜

이동규

이동준

이원락

이윤희

이은주

나트륨 과잉섭취

지프로드

이케아

川 川 히. 인간이 할퀴고 간 
자국!

달콤한 사랑은 듀렉스로 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아쿠아 캘리그래피
달력 디자인

생각집(緝)집

이경민
말라리아 시계

KYUNGMIN LEE 126

183NARAE LEE

DAHYE LEE

DONGKYU LEE

DONGJUN LEE

WONRAK LEE

YUNHEE LEE

EUNJOO LEE

191

정혜림

제갈송이

뎃 히읗 모먼트
(한글 데스크 용품)

공간을 바꾸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175HYERIM JUNG

SONGYI JEGAR 126

181

176

188

127

117

ㅈ

이하영

이한울

이호준

임단비

임소리

전소연

정기영

메모리맵

구름 위에서 즐기는
달콤한 휴식

뒷 감당 할 수 있으십니까?

TIME OF OSULLOC

한과 브랜드 아루화
아이덴티티 리디자인

숨 쉬게 해주세요

독도 리버스 백

HAYOUNG LEE 

HANWOOL LEE

HOJUN LEE

DANBI LIM

SORI LIM

SOYEON JEON

KIYOUNG JUNG

69

186

180

185

171

124

167

ㅊ
천은선

최영수

최은성

최지혜

최진욱

최헌준

늘솜-늘 솜씨가 좋은

듀렉스 콘돔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 광고 포스터

콘돔 사용 권장 포스터

12지신 스토리를 담은 
2017 홍보 캘린더

탐앤탐스 잡지광고

소망

EUNSEON CHEON

YOUNGSOO CHOI

EUNSEONG CHOI

JIHYE CHO

JINWOOK CHOI

HEONJUN CHOI

117

176

178

194

176

193

이찬송

이채은

아기곰은 튼튼해~!

민화카렌다

CHANSONG LEE 123

121CHAEEUN LEE 

이재용
행복안경

JAEYONG LEE 125

이재희

이종욱

이지남

이진형

올바른 취업방향, 바른취업 
Brand Identity

멈추지 않는다

행운의 떡

삼성 Q9500, 역사를 바꾸다

JAEHEE LEE

JONGWOOK LEE

JINAM LEE

JINHYUNG LEE

70

121

172

181

정한빛
관심을 켜주세요

HANBIT JEONG 187

정기영
해시 코리아 디엠지 전통주 
패키지

KIYOUNG JUNG 172

정보윤

정성훈

정이레

서울비어

학업전쟁

테팔다리미, 미세한 주름도 
섬세하게 펴준다

BOYOON JEONG

SEONGHOON JEONG

YIRAE JEONG 

128

191

183윤다윤

윤채영

악성 댓글 예방 포스터

삶의 풍류를 전하는 노랫말을 
적은 한글 캘리그라피

DAYUN YUN

CHAEYOUNG YOON

18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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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정용근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감성적 북 셰어링 서비스

YONGKEUN JUNG 133

ㅁ

김태현

모지현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안전 행동 습관화를 위한
안전체험 서비스디자인

가족 유전병 관리 서비스

TAEHYUN KIM

JIHYUN MO

200

56

윤지영

이유경

이주희

이혜민

이호준

기내 원격 진료 서비스

아이의 봄

비움

식품알러지를 앓는
사람들에게 개선된 생활환경
제공 서비스 디자인 제안

아임 히어

JIYOUNG YOUN

YOOUKYONG LEE

JUHEE LEE

HYEMIN LEE

HOJUN LEE

204

202

205

68

203

ㅂ

ㅇ
윤성혁
루시드 샘

SEONGHYUK YOON 201

박건정

박소희

박이슬

박희수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리성을 위한 위치 기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쉴드런 프로젝트 : 어린이 
위생 관리 서비스 디자인

SMARTRAIN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위치기반 맞춤형
여행가이드 서비스, “Triple”

GEONJEONG PARK

SOHEE PARK

YISEUL PARK

HEESOO PARK

133

203

204

54

ㅈ

ㅎ

이혜리

임수연

장용숙

홍연선

홍윤의

꿈을 그리다

꽃

모듈식 공공시설물

상생 [홍대앞, 그리고 연남동]

득 _고물에서 득을 얻다

HYERI LEE

SUYEON IM 

YONGSUK JANG

YEONSEON HONG

YUNUI HONG

198

195

197

129

199

김미선

김민정

김연준

김재영

김재은

거북목교정 서비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짐배송 서비스

핫케어(제 3세계 화상환자를 
위한 응급대처 서비스)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힐링서비스
디자인

치매노인 회상치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카세트’

MISUN KIM

MINJUNG KIM

YEONJUN KIM

JAEYEONG KIM

JAEEUN KIM

132

134

202

200

206

황하영

곽혜정

산넘어산

소외이웃과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봉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안

HAYOUNG HWANG

HYEJOUNG KWAK

131

205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ㄱ

일반공모 GENERAL DESIGN

공간환경디자인
SPACE ENVIRONMENT
DESIGN

한상혁

황순재

황주희

황해원

도시에도 띄어쓰기가 필요
합니다.

덮어두지마세요

‘너와 나를 연결하다.’
SK 텔테콤 캘린더 일러스트.

안전할 틈이 없습니다

SANGHYEOK HAN 72

177SOONJAE HWANG

JUHEE HWANG

HAEWON HWANG

87

188

ㅎ

최희진

한나연

지퍼 락!

70년의 기억

HEEJIN CHOI

NAYEON  HAN

125

174

ㄱ
김민하

김별이

김솔비

김승리

김영채

혼잡한 신도림역 개선을 위한
지하철 노선 인포메이션 디자인

반딧불이 날다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 
그물 디자인

도시곰팡이

이어달리다

MINHA KIM

BYEOLI KIM

SOLBI KIM

SEUNGREE KIM

YOUNGCHAI KIM 

197

67

129

52

84

김재린

김태희

김해림

관광객을 위한 여행지원 
시스템AIO

청춘예찬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쇼핑센터

전통주 갤러리, 수불

JAERIN KIM

TAEHEE KIM 

HAERIM KIM

198

196

195

ㅂ

ㅇ

이관호

이소미

숲속의 클린하우스 & 꽃밭 
& 텃밭 계획안

내당의 흔적을 시장에 담다.
[상품정보알림 홍보관을
이용한 내당시장 업사이클링]

KWANHO LEE 

SOMI LEE

196

130

여지원
잊혀져가는 전통장인들을 
위한 삶의 터 및 소통의 장

JIWEON YEO 130

박승희
(DMZ)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SEUNGHEE PAR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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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INVITED DESIGNERS

ㅊ

ㅎ

정은지

조성욱

차홍주

한상진

귀 질환 환자들의 연대
서비스 디자인, 이우 네트워크

안구검진 관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비콘기반 재난대피
알림 서비스 비원

든든

EUNJI JEONG

SUNGUK JO

HONGJU CHA

SANGJIN HAN

82

201

134

132

류남희
캔디볼 세트 디자인

NAMHEE RYU 231

ㄹ

김장석
골전도 헤드셋 디자인

215JANGSEOK KIM

김현식
세라믹 화기 디자인

HYUNSIK KIM 228

박광철
트레킹신발

221KEWANGCHEOL PARK

박병호
향수 2016-가을Ⅰ

BYUNGHO PARK 230

ㅂ

고정욱
풀잎다용도흡착걸이

JUNGWOOK GO 219

곽대영
무균클린카 2016

234DAEYOUNG KWAK

곽태혁
2016-브로치

TAEHYEUK KWAK 225

기영락
통

YEONGLACK GI 229

강흥석
Vase 2016-7

HEUNGSEOK KANG 227

고영균
산업용 그리스 주유기

YOUNGKYUN KOH 223

김성배
4채널 2.4GHz 무선 조종기 
[NEO-GT2]

SUNGBAE KIM 216

제품디자인

ㄱ

PRODUCT DESIGN
박성규
치과 시트

SUNGGUE PARK 222

박억철
조명등3S

EOKCHUL PARK 223

윤진

이기상

이기출

이덕상

이병훈

둘이 하나.

2016 옛이야기 Ⅰ, Ⅱ, Ⅲ

올인원 울트라 와이드밴드 
레이더 시큐리티 카메라

와선 (테이프 디스펜서)

가습기

JIN YOON

KISANG LEE

KAY, C LEE

DUKSANG LEE

BYUNGHOON LEE

229

225

215

220

218

이석현
스마트 결제 단말기 
디자인개발

SEOKHYUN LEE 213

이봉규

이석준

파티용품

출입근태 단말기

BONGKYU LEE

SEOKJOON LEE

210

214

이한성

이혁수

장미연

정지욱

정하성

조규춘

조원희

포터블 카드 홀더

픽스플러스

타재료를 이용한 장신구

흐려지는 의미들

가정용 무동력 청소기

캔디 보울

2016 블루투스 스피커

HANSUNG LEE

HYUKSOO LEE

MEEYEON JANG

GWOOK JEONG

HASEONG CHEONG

KYUCHUN CHO

WONHEE CHO

217

219

227

224

218

232

234

ㅈ

조윤호

조재승

조종호

지용규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검안기 시스템

고급형 자동청소기 
로봇 디자인

크레인 무선 리모콘

YUNHO CHO

JAESEUNG CHO

JONGHO CHO

YONGKYU CHI

217

222

214

216

송창호
스마트 공기청정기

CHANGHO SHONG 216

안덕춘

양덕환

유선일

윤근

윤선영

칠기

벽걸이 꽂이

가정용 무선 침구청소기

메모꽂이

즐거운 파티

DUKCHOON AHN

DUKHWAN YANG

SEONIL YU

KEUN YOON

SUNYOUNG YUN

233

226

213

222

226

박태영
인덕션 쿠커 디자인

TAIYOUNG PARK 212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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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INVITED DESIGNERS

김제중
運命 2016-04

JEJOONG KIM 244

김진석
자연

JINSUK KIM 247

김해선
청소년 금연 홍보 포스터 
(청소년 흡연)

HAESON KIM 264

김형석
코스모젠 아이덴티티 디자인

HYEONGSEOK KIM 241

남용현
PYEONGCHANG 2018

YONGHYUN NAM 257

남윤호
한국의 이미지 포스터

YOUNHO NAM 264

김영희
무궁화이미지-20161109

YOUNGHEE KIM 245

ㄴ

최정민
거치형 헤어드라이기

JUNGMIN CHOI 212

최기

최양현

뮤지컬 ‘Mr. Show’ 문화상품 
디자인- 목재 Key Holder

풀 페이스 타입 고글

KI CHOI

YANGHYUN CHOI

228

220

ㅊ

ㅇ
안상락

양재희

황토가마소금 패키지

크리에이티브랩 메모 홀더 
스탠드

SANGLAK AN

JAEHEE YANG

235

238

한기웅

홍정표

황순영

황인철

춘천옥을 활용한 관광상품
디자인

자세균형훈련 및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 거울(smart
mirror) 디자인

브로치

브로치

KIWOONG HAN

JUNGPYO HONG

SOONYOUNG HWANG

INCHUL HWANG

231

221

232

233

ㅎ

패키지디자인

김윤배

ㄱ

홍삼 일품 진액
YOONBAE KIM 240

PACKAGE DESIGN

고영진
한국의이미지

YOUNGJIN KO 248

이권식

이복영

이원진

이찬

친환경 원가절감형 농산물
포장 디자인

삐콤-씨

BRAND PACKAGE DESIGN 
FOR NONI-LAO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의료용품 패키지디자인

KWONSIK LEE

BOGYOUNG LEE

WONJIN LEE

CHAN LEE

236

239

239

238

임수연
꿀 패키지

MICHELLE LIM 237

강윤성
이미지 오브 코리아

YOONSUNG KANG 247

ㅎ

ㅈ

강성철
아름다운 코리아

SUNGCHUL KANG 261

임종웅

조성진

홍현기

국산차 패키지 디자인

무궁화를 이용한 손수건 
포장디자인

이마트 건강즙 패키지

JONGWUNG RIM

SUNGJIN CHO

HYEONKI HONG

237

236

235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ㄱ

김경균
강진풍류

KYOUNGKYUN KIM 265

김금재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GEUMJAI KIM 258

김기순
자연은 담을 수 없습니다

KISOON KIM 250

김병진
평화

BYOUNGJIN KIM 268

김상락
풍수명당도

SANGRAK KIM 249

김상학
재난 극복 홍보 포스터

SANGHAK KIM 262

김성년
新民畵

SEONGNYEON KIM 259

변춘섭
아이덴티티디자인

CHOONSEOP BYUN 242

서광적
사회적 위험성

242KWANGJUCK SUH

서기흔
전시 포스터

KIHEUN SHUR 254

선병일
아름다운 공존

BYOUNGIL SUN 246

송성재
송성재전

SEONGJAE SONG 257

백금남
내 생각에는 …

KUMNAM BAIK 244

ㅅ

방재기
한국의 춤

JAEGI BANG 263

명광주
컨그레추어레이션

KWANGJOO MYUNG 259

문철
교보문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CHUL MOON 248

명계수
STILL HURTS

KYESOO MYUNG 243

박강용
일신우일신_日新又日新 
K BEAUTY

KANGYOUNG PARK 260

박기홍
꽃피는 봄이 오면

KIHONG PARK 252

박현욱
환경보호포스터

HYEONWOOK PARK 261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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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이진구

임경호

임헌혁

종이

도약

NATURAL FUN-SNAKE

민화의 재해석

SUNGSU LEE

JINKOO LEE

KYUNGHO LIM

HUNHYOUK IM

262

266

253

268

장호철
2016 아시아포스터순회전

HOCHUL CHANG 255

ㅈ

여훈구

윤여종

윤현정

윤홍열

이경희

이관식

이미영

기업이미지 포스터

꽃+타이포그래피

사람사이

양평 이미지

장기기증 - 아름다운 선물

한국의 이미지

환경오염방지 포스터

HUNGOO LYEO

YEOJONG YOON

HYEONJEONG YOON

HONGYEOL YOON

KYUNGHEE LEE

KWANSIK LEE

MIYOUNG LEE

260

265

252

250

251

256

258

이미정
이민 - 평화와 행복

MIJUNG LEE 249

엄선철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SUNCHUL UM 253

ㅇ 장훈종

정계문

일회용 자연(한번 쓰고 
버리는 자연?)

제6회 개인전 포스터

HUNJONG JANG

KYEMOON CHUNG

243

245

정동욱

최병묵

하용훈

한백진

최성규

최호천

고은말 사용

사람과 사람의 연결

네오하모니즘 2016-09

채널A의 [인문학 쇼-好통]의
영상 인트로를 위한
캘리그래피

청보리핀 가파도에서 바라본 
송악산과 산방산

‘우리’ 되찾기위한 캠페인
포스터 디자인

DONGWOOK JUNG

BYUNGMOOK CHOI

YONGHUN HA

BAEKJIN HAN

SUNGKYU CHOI

HOCHYUN CHEY

251

255

267

269

267

254

ㅊ

ㅎ

한승문
애플 이미지 포스터

SEUNGMUN HAN 263

한욱현

함부현

현영호

路

서울디자인위크 2017

조이웍스 브랜드아이덴티티 
디자인

WOOKHYUN HAN

BOOHYUN HAMM

YOUNGHO HYUN

256

246

241

박필제
펜스디자인

PILJE PARK 271

황순선
어수룩 도깨비

SOONSUN HWANG 266

공간환경디자인

ㅂ

SPACE ENVIRONMENT 
DESIGN

전성수
하이브리드 에너지 가로등 
디자인

SUNGSU JEON 271

신택균

유상욱

장광집

출입구시스템 디자인

가변형 태양열 해상 농장 
(LED Lighting)

2016 국제방송음향조명기
기전시회, MBC 부스디자인
계획(안)

TAIKGYUN SHIN

SANGWOOK YOO

KWANGCHIB CHANG

270

272

270

ㅅ

ㅇ

ㅈ

박성억
괴산 미선나무 이미지
시각화 및 어플리케이션 적용

SUNGEUK PARK 273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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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디자이너 ESTABLISHED DESIGNERS

이건만

이도영

이민정

이용한

이은경

페이지 숄더백

지하철 행선 안내기

약속의 무지개
-따라오세요.(1)

모듈러 시리즈 & 다이닝 
테이블

새로운 여행_벽지디자인

GEONMAN LEE

DOYOUNG LEE

MINJUNG LEE

YONGHAN LEE

EUNKYUNG LEE

289

298

286

285

288

이재호
3차원진동마우스

JAEHO LEE 279

이해권
스마트 플러그

HAEKWON LEE

이지은
넥타이

JIEUN LEE 291

279

천영록

최석준

최용혁

최철형

굿모닝! 양림

공기정화기

차량용 블랙박스 디자인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명등.

YOUNGROK CHEON

SUKJUN CHOI 

YONGHYUK CHOI

CHOLHYUNG CHOI

294

278

283

285

최헌정
에어 벌룬

HUNJUNG CHOI 281

이형규

임선양

정건용

정택우

조문환

조예령

INNER SPACE

킬림-1

빛과 나무

사과함

앵무새

금빛 드로잉

HYUNGKYU LEE

SUNYANG LIM

GENYOUNG JEONG

TAEKWOO JUNG

MOONHWAN CHO

YERYUNG CHO

293

292

296

297

289

288

채성수
피오나

SUNGSOO CHAE 280

ㅊ

ㅈ송신혜
블루

296SHINHYE SONG

신정혜
약속-2016

JUNGHEI SHIN 293

안소윤
클러치

SOYOON AN 291

왕경희
오래된 정원

KYUNGHEE WANG  287

김호성

박문희

조선조 예복을 응용한
호두까기인형

향기Ⅱ

HOSOUNG KIM

MOONHEE PARK

295

290

ㅅ

ㅂ

ㅇ

도일
LG V20 패키지 디자인

IL DO 307

ㄷ

노시우
김연구가 박향희의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SIWOO NOH 309

김두한
스마트 도어 벨 패키지디자인

DOOHAN KIM 302

김성용
데일리시 마유 헤어케어세럼 
오일 패키지 디자인

SUNGYONG KIM 309

남미나
스탈리 올 인 선블록 스틱 
패키지 디자인

MINA NAM 305

ㄴ

고경란
오메기떡 「삼다찰」

KYUNGRAN KO 300

강문수
ㄱ

퓨전중화식품 덮밥용팔보채 
& 유산슬 2종 프리미엄
패키지디자인

MOONSOO KANG 300

황인식
온기

INSIK HWANG 282

ㅎ

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김주희

김지영

넥타이디자인

스카프

JOOHEE KIM

JIYOUNG KIM

292

290

제품디자인

김석영

김성달

후추분마기

리플 스트라이프 텍스타일 
스카프

SEOKYOUNG KIM

SEONGDAL KIM

294

287

김성주

김영호

김완규

김윤희

4면 보더리스 모니터 (MP88)

스마트폰-G5

필통디자인

도어 핸들 디자인

SUNGJOO KIM

YOUNGHO KIM

WANKYU KIM

YUNHEE KIM

278

281

297

282

곽우섭
결합

WOOSUB KWAK 295

구자윤
팬을 이용한 미니히터
(New Type Heater)

JAYUN KU 280

김동하

김병수

김상열

안전랜싯

디지털압력계측기 디자인

디지털 사무환경 모니터 
거치대

DONGHA KIM

BYUNGSOO KIM

SANGYEOL KIM

284

286

283

곽봉철
골프 에이밍

BONGCHUL KWAK 284

ㄱ

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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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기영

안창호

한글문양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환경2016

KIYOUNG AN

CHANGHO AHN

317

329

박승대

박윤신

꼭 가고싶은 곳, 머물고싶은
곳, 강릉

미니 E

SEUNGDAE PARK

YUNSHIN PARK

331

327

박인창

박재현

한국의 선-그림자

스페이스 오디티

INCHANG PARK

JAEHYUN PARK

316

322

박종희

박준우

퍼시스 런칭쇼 포스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포스터

JONGHEE PARK

JOONWOO PARK

322

326

권영대
에티켓 코리아

YOUNGDAE KWON 333

김덕순
UNDER THE SEA

324DEOKSUN KIM 

김병완
커넥티드 카, 자동차가 생활의 
중심이되다.

BYUNGWAN KIM 319

김병택
팔색조

BYUNGTAEK KIM 340

김선주
냉전

KIM SUNJU 331

김세웅

김용모

다채로운 한국

그린피 피스

SEWOONG KIM

YONGMO KIM

338

332

신재균

신재욱

신정철

라이브 디자인!

캐릭터는 창작이다.

2016 세종아트페스티벌

JAEKYUN SHIN

JAEWOOK SHIN

JEONGCHUL SHIN

328

321

318

박현송
금연캠페인

HYUNSONG PARK 325

서교준

손지영

손지훈

송인수

박희운

세인트나인 골프용품 익스트림
소프트 제품포스터

Lilliput 면요리 음식점

일러스트레이션_ 부메랑

자연보호 포스터

농협NH FARM 브랜드
아이덴티티

GYOJUN SEO 

JIYOUNG SON 

JIHOON SON

INSOO SONG

HEEWOON PARK

336

312

339

332

311

ㅅ

박상림
크리에이티브 IDT

SANGLIM PARK 318

김정두

김한중

김혜림

김효민

조각보 창립5주년 포스터
및 CI개발

세인트나인 X 제품포스터

시그니엘 레지던스

VIEW7

J-DOO KIM

HANJOONG KIM

HYELIM KIM

HYOMIN KIM

334

335

324

316

노미선
한국전통의상 종이인형
여아돐복1 포스터

MEESEON ROH 325

ㄴ

330박무건
I LOVE EARTH

MOOGUN PARK

ㅂ

조창희
중국관광객을 위한 면세전용 
에쎄 아리랑 8복

CHANGHEE CHO 307

ㅈ

구윤희
멸종동물 보호 (상어)

 YOONHEE KOO 320

권기제
미디어 문어

KIJE KWON 341

진상민
LS50 블루투스 스피커

SANGMIN JIN 308

한상현
쏘피 한결 레인보우

SANGHYUN HAN 302

ㅎ

고딘군
모두를 위한 동물원

DINGUN KO 276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ㄱ

유재형
하이포크브런치퀵

JAEHYOUNG YOO 305

육지훈
마니커 리얼치킨 패키지 
디자인

JIHUN YUK 304

이경수
또린 비누

KYUNGSOO LEE 299

이상호
요하이 유산균샌드

SANGHO LEE 301

이석준
종가집 우리종균 생나또

SEOKJUN LEE 301

이창석
V10

CHANGSUK LEE 303

이철희
동원 냉동밥

CHULHEE LEE 304

박정훈
코카-콜라 헤리티지 에디션 
265ml 병

JUNGHOON PARK 303

ㅂ

송소원
비비고 김치

SOWON SONG 306

박태진
정통파스타 소스

TAEJIN PARK 299

박현경
면세시장과 중국인 타겟의
에쎄 고급 프리미엄 로얄
팰리스 확장 브랜드디자인

HYUNKYUNG PARK 306

ㅅ

308용진경
샤쉐 패키지 디자인_그녀의 
향기

JINKYUNG YONG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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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득
네일샵(TMB)

KYOUNGDEUK CHO 342

원하연

이민지

정석영

Pandora Tree -Design on 
sensors for the new smart 
media building for nomadic 
workers at VEGA Park

물길따라 산길따라

해상 풍력발전기

HAYOUN WON

MINJI LEE

SUKYOUNG JUNG

344

343

344

ㅈ

ㅇ

현은정

박재익

푸른 고래 이야기

춘천, 새로운 한류를 만나다!

EUNJEONG HYUN

JAEIK PARK

339

342

홍석준
퍼시스 플라이트 시리즈 
포스터

SUKJUN HONG 323

홍영래
책을짓다

YOUNGRAE HONG 317

김정훈
등벤치

JUNGHOON KIM 343

ㅎ

ㅂ

공간환경디자인

ㄱ

SPACE ENVIRONMENT 
DESIGN

남윤태
멜번 폿락

YUNTAE NAM 345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최재원

최종필

최진호

반자연적 행위

그해 여름

미래에셋 2016년 에뉴얼
리포트

JAEWON CHOI

 JONGFEEL CHOI

JINHO CHOI

337

336

313

정재창

정준용

정찬환

淸

건축 디테일스 책표지 디자인

평화

JAECHANG JEOUNG

JOONYONG JUNG

CHANHWAN CHUNG

314

323

315

조규창

조운한

조찬우

아름다운 공존

한국의 민화

한국의 산

KYUCHANG CHO

UNHAN CHO

CHANWOO CHO

333

334

320

최승연

최인숙

도깨비

희망의 새싹 - 헌혈

SEUNGYEON CHOI

INSOOK CHOI

341

329

ㅊ

조필호

진애라

굿모닝&테이크아웃

독도 전복 소라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PILLHO CHO

AERA JIN

328

311

추천디자이너 ESTABLISHED DESIGNERS

원영국

유성봉

마야소금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YOUNGKUG WON

SUNGBONG YU

330

335

이경규

이근형

이방원

박완서자서전 포스터

피카소와 마티스 앱북 디자인

더 뉴 뉴 싱!!! 미니엄

KYUNGGUE LEE

KEUNHYUNG LEE

BANGWON LEE

321

313

312

이승환

이은석

이진만

이충상

임중남

진화

꽃의 진화

국민을 危해 일하겠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로몬 아트토이 캐릭터 
포스터

SEUNGHWAN LEE  

EUNSEOK LEE

JINMAN LEE

CHOONGSANG LEE

JUNGNAM LIM

340

310

327

315

327

ㅈ
장재욱
벽화

JAEWUK CHANG 337

전용석
제발 살려 주세요......

YONGSEOK CHUN 314

임효영
소넌스 오브 크라운

HYOYOUNG LEEM 310

정보민
선인장

BOMIN JEONG 338

정성호
사라져 가는 生태계

SUNGHO JUNG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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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연혁
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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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연혁
HISTORY OF KOREA DESIGN EXHIBITION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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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상업미술 / 공예미술
공업미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종합전시관

경복궁미술관
한국디자인센터

국립공보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

산업디자인
개발원 전시관

산업디자인
개발원 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시각디자인 /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공예포함)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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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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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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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디자인
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관

코엑스

엑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산 킨텍스제품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산업공예 및 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공예·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공예·주얼리디자인

텍스타일·패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서비스디자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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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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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

11.09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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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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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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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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EXHIBITION
CENTER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EXHIBITION
CENTER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TRADE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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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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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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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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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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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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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

11.09 - 11.13

KOREA
DESIGN

EXHIBI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HIBITION CENTER

COEX

EXCO

KINTEX

KIM DAE JUNG 
CONVENTION

CENTER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INDUSTRIAL DESIGN
MULTIMEDIA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VISUAL DESIGN
PACKAGE DESIGN

INDUSTRIAL & JEWELRY DESIGN /
TEXTILE DESIGN

MULTIMEDIA CONTENT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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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PACE ENVIRONMENT DESIGN
PACKAGE DESIGN
SERVICE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