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업주체 

디자인을 전략적 경영수단으로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향상에 기여한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디자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그  공적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과 효용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함

주최  산업통상지원부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개요

수상내역

디자인경영 부문

대통령표창

비지에프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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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표창

태신인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주관광공사

코아쥬얼리

오츠메쎄

백조씽크

지방자치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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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디자인공로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나장수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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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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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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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일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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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은탑 산업훈장

조영길

근정포장

백순현

동탑 산업훈장

안용일



시상식 전경

시상식 전경 축하 공연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용빈

대통령표창 수상자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시상식 갤러리

2016년 제 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자 공로부문 수상자



시상식 갤러리

디자인경영 부문

비지에프리테일 케이씨씨 태신인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주관광공사 코아주얼리

오츠메쎄 백조씽크

지방자치단체 부문

충청남도 종로구 양주시



디자인공로 부문

조영길 안용일 백순현

이종태 이영희 김규덕

김경숙 강도윤 김경민

나장수 박지연

전민철 진영관 채호병

송성일

시상식 갤러리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CEO메시지

BGF 리테일은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

한다’는 경영 이념에 기반한 내실 있는 경영활동으로 글로벌 기

업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

하는 모범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니 실천하는 기업으

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유통시장의 혁

신에 빠져서는 안되는 역량이 디자인차별화라는 점을 인지하

고, 앞으로 고객이 머무는 공간부터 상품까지 서비스중심 디자

인을 접목시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과 사회발전이라는 공유의 가치 실현을 이

뤄가는 기업으로서 최고로 인정받아 사랑과 신뢰의 대표브랜

드 BGF리테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BGF

리테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박 재 구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하루 400만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전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달에 한 번이상 방문하는 공간 CU.

가치있는 상품과 편안한 공간으로 고객의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갑니다.

BGF리테일은 지난 해 글로벌 주가지수 MSCI, FTSE지수에 편입된 데 이어 

이제 국내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KOSPI 200까지 편입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회사 브랜드 스탁에서 브랜드 주가지수 615.7점, 소비자지수 

250.1점, 총 1,000점 중 865.8점을 받아 편의점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

였습니다. 브랜드파워 11년 연속수상, 퍼스트브랜드대상 11년 연속수상하는 영광

까지 안았습니다. BGF리테일의 CU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지역사회에 밀착된 서비스 제공, 특수 입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 

등 고객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힘 써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인증기관들의 고객

만족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업소개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 특별

한 감동을 더하는 

비지에프리테일

KOSPI 200 

프랜차이즈업계 

최초 1만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만의 브랜드로 

1등 편의점을 지켜

왔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고객인지도와 매출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매장 이미지가 곧 브랜드”

유례없던 브랜드의 성공적인 독립!

교육을 통한 브랜드 내재화 및 이미지관리

브랜드 변경 후 ‘편리한’, ‘친근한’ 이미지 및  ‘젊은’, ‘신선한’, 세련된’ 이미지로 

고객에게 높이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SKU 축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패키지 변경 및 디스플레이 개선을 통해 

Familymart 대비 상품 다양성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매장관리를 담

당하는 Store Consultant를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및 브랜드 내재화를 실시.

브랜드 행동가이드를 기반으로 매장 POP 사

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등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임직원과 지속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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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세련된

매장환경이 
쾌적한 상품이 

다양한

편리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쉬운

이벤트가 

다양한

[Base: All Respondents (n=1,000), Unit: %]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한국형 편의점 2.0 실현

고객 휴게공간 제공

· 입지별 타겟분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공간 제공

· 까페형 편의점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

고객 동선 확보 합리적 상품 개발

직관적으로 쉽게, 그리고 즐거운 공간과 디스플레이.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편의점의 의미를 

원점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CU는 한국시장에 맞는 공간디스플레이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일체형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일상을 Refresh합니다.

· 매장 전면 개방으로 높아진 시계성

· 고객의 휴게공간 마련

· 최적 구매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집기 배치로 고객을 위한 공간 확대

· 서비스존, 먹을거리존 등 구매 

  편의성을 고려한 모음진열

· 단위면적당 효율이 높은 상품으로  

  상품품목수 최적화

·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및 트렌드를 

  반영한 합리적 상품 개발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거리의 풍경을 장식하는 CU

· 생활 속 도심, 자연과 어우러지는 편안한 공간으로 고객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 도심을 보다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CU

  2013년부터 “아름다운 CU사진공모”를 통해 곳곳에 숨어있는 CU와 추억을 공유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혁신점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PB브랜드 경쟁력 강화

가성비는 물론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PB의 저렴한 이미지 틀을 벗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세워 그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품브랜드

HEYROO는 다양한 카테

고리의 가치를 통합하는  

BGF의 대표 PB상품 브랜

드입니다. 커다란 주머니

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캥

거루처럼 실속있는 상품

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

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GET은 바쁜 도시의 거리, 

어디에서나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BGF의 

커피&디저트 브랜드입니

다. GET과 함께라면, 거

품을 뺀 가격에 맛좋은 커

피를 간편하지만 스타일

리쉬하게 즐길 수 있습니

다.

델라페는 '즐거움이 가

득한 내 마음 속의 카페

(Delightful Café)'라는 뜻

으로 편의점의 대표적인 

여름 상품인 아이스 파우

치 음료 브랜드입니다. 

집밥은 씨유 브랜드는 집

밥이 그리운 바쁜 직장인

들과 학생들에게 합리적

인 가격으로 정성과 손맛

이 담긴 다양한 먹을거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

종원과 함께 상품개발을 

진행하므로써, 상품에 대

한 신뢰와 친근함으로 다

가가고 있습니다. 

대표PB상품 브랜드 커피&디저트 브랜드 아이스 음료 브랜드 간편식품 브랜드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BGF리테일의 대표 가성비 브랜드로

캐릭터컨텐츠를 통한 새로운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 PB상품 브랜드 HEYROO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GET은 콜롬비아 현지의 신선한 원두를 직접 소싱해 커피 전문점과 동등한 수준

의 고품질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성비높은 디저트

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퀄리티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을 계졀별 리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

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커피&디저트 브랜드 GET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편의점 여름시즌 대표상품인 파우치음료의 브랜딩을 통해 타사

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장소재를 활용한 심플하고 통일감있는 디자인은디스플레이효

과는 물론 고객인지도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이스 음료 브랜드 delaffe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간편식품 브랜드 집밥은 씨유

간편식의 브랜딩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 국내 편의점이 등장한지 27년만

에 처음으로 누적판매율 약 2천 2만개로 소주, 바나나우유를 넘

어 매출 1위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고객의 눈으로 고객니즈를 반영한 패키지 디자인

시즌상품 디자인은 각 대학 디자인전공 학과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고객

의 눈 높이에 맞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CU만의 차별화된 용기 디자인 공모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컨텐츠 개발에 

총력을 다 함으로써, 디자인 차별화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성과

고객을 생각하는 편의점 이상의 가치

CU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수익향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의 가맹점이 

CU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합니다.

2014

회원서비스분야대상

프랜차이즈분야대상 

WEB AWARD 
KOREA

2014

생활서비스

부문통합대상

SMART APP 
AWARD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관함서비스

느린우체통배달서비스



디자인경영전략 및 비젼

디자인적인 사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마련 해 나갑니다.

포브스 ‘2016 아시아 50대 유망상장기업’ 선정 

CU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수익향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의 가맹점이 CU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합니다.

포브스 선정 아시아 50대 유망 상장기업

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  ▲아모레퍼시픽(9

위) ▲네이버(11위) ▲LG생활건강(14위) 

▲한온시스템(36위)▲BGF리테일(41위)

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월 15일 시장가치 기준 순위) 

편의점 브랜드 CU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난해 매출이 20% 올랐으며 순이익은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위 : 억원)

● 2011년  : K-G aap 개별기준, 
    2012~ 2015년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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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K-Ga ap 개별기준, 
    2012~2 015년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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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디자인경영전략 및 비젼

매출 10조원의 종합유통서비스 그룹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BGF Sustainability Management

Vision 2020 10조원

디자인경영부문 비지에프리테일





기업소개

회사개요

경영이념 및 비전

전략목표 

KCC는 에너지 고효율성 및 친환경적 기술개발에 기반한 제품의 고부가치화와 더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ONE AND ONLY’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합 건

축  산업용 자재 및 도료, 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정밀화학 기업으로서 고객의 신뢰

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의 질적 도약을 통해 다른 기업이 추종할 수 없는 ‘강한 KCC, 신뢰

받는 KCC, 글로벌 KCC’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

KCC가 만드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Creating better value for all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를 위한,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재무 

건정성 확보를 통한 

안전 성장 지향

안전성장

지속적 혁신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선진경영 추구

선진경영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인재육성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최첨단 기술 

리더쉽 구축

기술혁신

디자인경영부문 케이씨씨



디자인경영부문 케이씨씨

디자인경영전략

고객과 함께 실현하는 디자인 융복합의 미래

컬러&디자인 핵심가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의 시대를 넘어, 미래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원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감각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통찰력을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KCC에서는 이에 발맞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유기적인 조직구성과 트렌드 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접근으

로 의미있는 소비자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전략적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주거공간

과 도시를 수놓는 아름다운 컬러 디자인 (자동차, 건축 등), 그리고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든 KCC는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디자인 경영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갈 것 입니다.

HEART EXPERTISE INNOVATION TRUST PARITY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열정

끊임없는 컬러,

기술, 디자인 

연구를 통한 

전문성 구축

컬러&패턴 

디자인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고객과 협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

디자인 

업무성과의 

공정성

"고객과 함께 기술, 컬러, 디자인 융복합으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초일류 정밀화학 KCC 구축"

컬러&디자인

세계수준의 

컬러&디자인 

트렌드 리딩

컬러&디자인 

연구개발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미래 신성장동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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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 개발 시스템

"고객, 기술, 디자인의 융복합 솔루션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메가 트렌드 리서치 및 인플루언스 도출

지속적인 트렌드 연구/분석 및 큐레이션을 통한 핵심가치 발견과 미

래의 디자인 방향성 탐구

(라이프스타일 분석, CMF/인테리어/익스테리어 트렌드)

산업별 디자인 컨설팅 및 협업 

자동차 제조사, 건설사, 가전사, 인테리어 설계사, 뷰티 산업 색채 설

계사 등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을 통한 소통 

신규시장 확대

기업 내부 개발 방향제안 및 과제심의를 통한 신규시장 확대

컬러개발

다양한 산업에 걸친 컬러 솔루션을 통해 보다 나은 삶과 가치를 위한 

감성적 접근과 체계화된 색채 시스템 구현

(자동차 내외장재, 가전용, 공업용, 환경색채, 컬러컨설팅) 

유니버설 컬러 솔루션 시스템 개발

(자동 조색 시스템 개발, 색상배합설계, 컴퓨터 컬러매칭 등)

공간개발

생애주기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따른 주거공간 개발

(홈씨씨 인테리어 패키지, 리테일 디자인, O2O 마케팅)

제품 개발

혁신적인 소재연구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개발

(바닥재, 라미필름, VCM, 건축/인테리어 마감재 등)

그래픽 개발

제품군별 그래픽 디자인 표준화로 비주얼 아이덴티티 수립 

글로벌 트렌드 분석

핵심 고객별 커뮤니케이션 강화

미래 신규과제 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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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 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

선행 디자인 리서치

제품개발

리서치 및 정보수집

데스크리서치

웹/모바일 이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현장조사

모델하우스 조사

전시회/세미나 참관

문헌연구

글로벌 트렌드 북 분석

국내외 논문 분석

인터뷰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분석 및 전망

인사이트 도출

트렌드를 결정하는

 핵심요인 분석

미래 트렌드 예측

메가트렌드

컬러트렌드

인테리어트렌드

익스테리어 트렌드

컨셉 시나리오

핵심요인을 적용한 

스토리텔링 

분석 및 전망

제품별 컨셉제안

가이드라인

프로토타입

개발

▶ ▶

바닥장식재자동차용도로건축용도

창호 라미필름 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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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상품디자인 개발

독자적 컬러 시스템 구축

KCC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니즈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본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상품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업계 최초로 대한 아토피 

협회로 부터 아토피 안심마크를 취득한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홈앤’을 비롯해 PVC 경보행 바닥재 ‘KCC 숲’ 그리고 ‘KCC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 5종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개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저감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KCC 숲 소리 휴’는 고탄력 쿠션층의 비율 향상으로 노인, 

어린이 시설 등 안전이 중요한 장소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

에서 불편을 해소해주는 디자인의 기능성 향상 외에도 심미적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을 막론하고 최근 몇년간 트렌드를 이끈 북유럽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스칸디나비안 바닥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홈씨씨 인테리

어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용이성과 배색 편의성을 고려한 감성적 컬러 마케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 

환경분야의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독자적 컬러시스템 ‘KCC 컬러뱅크’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KCC 컬러&디자인센터에서 분석한 최근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 컬러 트렌드를 토대로 엄선한 컬러 250

색과 KCC건축도료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상비색 70색을 수록한 칼라모아 컬러북을 별도로 제공하여, 컬러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CC 숲으로 홈앤

KCC 바닥재

소리순/소리휴

홈씨씨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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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고객사 디자인 컨설팅 및 콜라보레이션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는 제품 / 상품 디자인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KCC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TREND PULSE’ 라는 세미나를 기획하여 건축, 인테리어,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친 독자적

인 트렌드 연구 프로세스를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트렌드 연구를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

으로서 신뢰도 및 신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정보 큐레이션을 통한 선행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

는 접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자동차, 뷰티 산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는 KCC에서는 서로  다른 각각의 

고객의 니즈에 맞춘 디자인 컨설팅과 특화된 개발을 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브

랜드 ID를 담아낼 수 있는 전용색채 표준개발 및 맞춤형 마감재 개발을, 자동차산업의 경우 타겟별 라이프스타일

을 분석하여 내/외장재 컬러 컨설팅 및 개발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디자인 역량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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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소비자 경험 중심의 
O2O (Online to Offline) 마케팅

디자인 전시회 참가

홈씨씨 인테리어는 KCC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

영한 패키지 인테리어 상품을 개발하고 일반 소

비자에게 다소 어려운 견적, 시공, AS까지 아우

르는 인테리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홈씨씨 인테리어 대형매장과 전시

판매장에서는 한눈에 공간별 비교가 가능한 기

획/설계와 사용자 중심의 제품/상품 진열 및 트

렌드를 접목한 VMD 등 다양한 경험을 위한 디

자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고객 대형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단순 정보제공 차원을 넘

어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쇼핑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가지 디

자인 컨셉의 총 24개 공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VR 서비스를 도입하여 물리적 한계를 극

복하고 고객과의 폭넓은 접점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소비자들에

게 최신 홈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내 전시

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인테

리어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문화의 전반

적 트렌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향하우징페어 참가년도: 1996, 2008, 

2012~2016 / 7년간 참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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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인테리어 전문가 ‘인테리어 플래너’ 서비스 제공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유익한 

정보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  

KCC에서는 디자인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며 트렌드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주요 거래선(건설, 가전, 인테리어 등 디자

인 / 마케팅 담당자 총 2,196 여명)을 대상으로 디자

인 뉴스레터를 기획 / 제작 / 운영하며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과 시공사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인테리어 플래너 (정기적인 디자인교육 실시) 를 통해 고객에게 효

과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1 맞춤형 인테리어 컨설팅

라이프스타일 맞춤 패키지 스타일링

전문플래너를 통한 투명견적 상담

고객 맞춤 일정관리

표준계약서를 통한 안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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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공모전 후원을 통한 디자이너 육성

사회공헌 활동

KCC에서는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인 대한민국 실내 건축 대전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 실내 건축 디자인의 미래

와 문화발전지원하고, 장학금 후원 등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 2010~2016년 / 8년간 지원중)

구청, 복지단체, 협회 등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

한 벽화 그리기, 노후화된 건축물 개보수 및 그린 리모 델링 사

업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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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GD 우수디자인 선정

웹어워드 코리아 (WEB AWARD KOREA)

2015  홈씨씨 인테리어, ‘웹어워드 코리아 (WEB AWARD KOREA)’  제품일반분야 최고의 웹사이트로 선정

2009  
‘KCC 창호 - 프레임’ 

우수디자인 선정

 ‘KCC 바닥재 - 센스타일 누구나’

우수디자인 선정

 ‘KCC 창호 - 프라임 (Prime)’

우수디자인 선정

2013 
‘KCC 창호 - 체스’

우수디자인 선정

2008 

‘KCC paint.’ 

우수디자인 선정

2012 

‘KCC 창호 - 핸들/크리센트-K’ 

우수디자인 선정

2014 
‘KCC 창호 - 달빛핸들’

우수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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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메시지

분주한 현장의 움직임, 지류 특유의 냄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인쇄

기의 작업소리와 함께 한 태신인팩이 올해로 49년을 맞이했습니다. 

1968년 설립 이래, 태신인팩은 선진 인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 친환경 인쇄, 종합 특수 인쇄 등 전문적인 인쇄&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태신인팩이 이처럼 오랜 기간 대한민국 인쇄 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

키는 데에는 임직원들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인쇄는 

하나의 작업에도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장인”

의 분야로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인쇄분

야의 장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인쇄장인”의 삶을 위한 태신인팩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야말로 이번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수상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쇄 산업이 문화와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동력”이라는 믿음과 자부

심은 태신인팩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디자인 경영의 근간입니다. 

디자인연구소의 운영을 통한 새로운 지기와 혁신적인 인쇄기법의 개

발, 인쇄발전을 위해 산업과 학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활 속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예술 갤러리의 무료 개방 등, 태

신인팩은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실천

하고 있습니다.

태신인팩은 앞으로도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인쇄 작업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사회의 새로운 인쇄 산업을 선도하는 한편, 문

화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여 인쇄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한 태신인팩의 행보에 아낌없는 성원

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태신인팩

대표이사 서 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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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패키지 인쇄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태신

인팩은 49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쇄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

내 프리미엄 인쇄 산업을 선도하는 인쇄기업입니다. 

다양한 인쇄기기 도입을 통한 첨단 인쇄기술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지기구조의 발명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최고의 인쇄품질을 유지하

는 한편,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인쇄 기법의 도입, 원가절감 및 자원절약을 

위한 작업공정의 효율화, 고객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도를 통

해 고객만족과 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패키지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태신인팩은 항

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패키지를 추구하기 위한 태신인팩의 이와 같은 노력

은 아름다운 디자인의 패키지는 물론, 환경 친화적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기능적 요

소를 고려하는 패키지, 공정의 실용성과 기업의 경제성을 만족시키는 패키지, 보관

과 운반이 보다 더 효율적인 패키지 등 다양한 혁신적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원동력

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태신인팩은 포장 전문 큐레이터를 영입하고 대표이사 직

속으로 운영되는 패키지 연구, 설계 TF팀을 창설하는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에 계속적인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

도와 도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Total 

Printing &

Packaging 

Solution

MISSION

차별화된 트랜드를

창조하는 새로운 소재

& 기술개발 

포장문화의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

문화산업 지원을 통한 

디자인 산업 공헌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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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인팩에서 특허 받은 인쇄기술 It’s Real Metallic 

Paper&Printing은 CMYK의 모든 컬러를 메탈컬러

로 표현하고, 동판없이 다색의 박 가공을 인쇄만으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경영성과 및 활동

It’s Real Metallic Paper&Printing

· PET/AI 필름 증착지를 환경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메탈 종이의 가능성 제시 

· CMYK의 모든 색상이 메탈컬러로 표현이 가능한 신개념 메탈 글로시 페이퍼 

· 다양한 컬러의 믹스 매치, 메탈 그라데이션 페이퍼 제작 가능 

Paper

· 박판 없이 박 가공[Foil Stamping]의 화려한 느낌을 인쇄로 표현

· 수백, 수만 가지의 박의 느낌을 인쇄로 한번에 표현 

· 작업공정 단축, 고효율의 인쇄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프리미엄 인쇄 제작물 및 고부가가치의 인쇄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가능  

Printing

· 메탈지류의 아름다운 조형성과 예술성을 소개하는 충무로의 새로운 Spot Point 

· 180cm의 거대한 메탈릭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의 조형성이 돋보이는 아이언맨 오브제

· 100여 가지의 화려한 컬러 스펙트럼의 다채로운 메탈릭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공간

· 잉고 마우러, 찰스 임스 등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제품 등 다양한 소품전시 

Gallery

•전통문화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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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SUUH HAUS

· 아름다운 포장문화의 생활화를 모티브로 일상에 새로운 포장문화 제안

· 전문 큐레이터, In-House 디자이너, 영업부, 기획부의 TF팀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컨셉개발

· 접이식/서랍용 지함 등 패키지의 기능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제품개발

·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패키지에 관한 새로운 영감과 방향 제시 

서하우스는 태신인팩에서 자체 개발한 지류제품, 디자인 

지함, 고품질의 디자인 생활용품을 소개하여 포장문화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태신인팩의 라이프 패키지 브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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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MOVA

· 태신인팩 서명현 대표가 20여년 동안 수집한 100여 점의 오리지널 석판화 포스터 소개 

· 무료 관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금천구의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

· 현대 미술&광고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상업적,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포스터전시  

· 19세기 유럽의 오리지널 석판화 포스터와 인쇄관련 다양한 오브제가 가득한 공간 

· 인쇄업 최초의 국내 빈티지 예술 갤러리로 문화 예술의 확산 및 디자인 공헌에 일조 

“MOVA”는 19세기의 오리지널 석판화 포스터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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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전시활동

2016.1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

2016.10 친환경대전  참가 

2013.08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참가 

2010.10 모나코 LUXE PACK 2010 전시회 참가 

2009.08 제 5회 국제특수인쇄산업 전시회 참가 

2008.05 뉴욕 LUXE PACK 2008 전시회 참가 

2016.11 디자인코리아  참가 

2016.01 키덜트 참가 

2012.08 서울 오픈 아트페어 참가

2009.10 모나코 LUXE PACK 2009 전시회 참가 

2009.04 상하이 LUXE PACK 2009 전시회 참가  

2002.10 뉴욕 HBA 2002 EXPO 참가

태신인팩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패키지 관련 전시회 

"모나코 LUXEPACK", "뉴욕 HBA EXPO", 뉴욕 LUXEPACK, 상해LUXE PACK" 등 

다수의 국내외 전시에 참가하여 한국의 프리미엄 인쇄산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국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신인팩 전시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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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다양한 특허 기술 보유 

태신인팩은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인쇄기술 개발로 독창성과 

시장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인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기술 및 환경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생산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품질을 보증하며 고객만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용 양면지류 및 제조방법 [제0308669호│1997. 07. 01] 

방향성 인쇄 조성물 및 이의 인쇄 방법 [제0316559호│1999.10.23]

홀로그램 무늬가 형성된 제품 및 이의형성 방법 [제03240487호│1999.10.23]

펄지의 제조방법 [제0523087호│2004.04.30]

단상자용 블랭크 자동분리 시스템 [제0621060호│2005.04.27] 

보유 특허 기술



디자인경영부문 태신인팩

디자인경영성과

다양한 특허 기술 보유 

환경보호를 위한 화장품 포장 [제96-262호│ 1996.07.10] 

환경보호를 위한 비누세트 포장 [제96-301호│ 1996.07.10]

제신용 POST-PACK 포장연구 [제097GQ-3호│ 1997.07.05]

한국옹기_ 오지그릇  [제98GQ-050호│1998.07.13]

포장용 상자_컴엑스 박스 [제2002GQ034호│ 2002.07.25]

아샤_선물용 포장상자 [제75SAQ0048호  2007.10.15]

잇츠리얼메탈릭페이퍼&프린팅 [제16DF050003│ 2016. 01] 

2002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포장디자인 부문 선정 

2008  제3회 서울인쇄대상 대상 수상  [창사 40돌 기념 사진집]

2015  제10회 서울인쇄 대상 금상 수상 [Olympic Council of Asia _ OCA 기념 도록]

2016  혁신형 에코디자인공모전 우수상 수상 [It’s Real Metallic Paper&Printing]

GD[Good Design]마크획득 

인쇄 / 디자인 / 기타 수상



디자인경영부문 태신인팩

디자인경영성과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태신인팩은 효율적인 선진 설비를 통한 고품질의 제작물과 서비스, 종합 특수 인쇄 등 

전문적인 인쇄&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쇄 패키지 업계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라인프렌즈, KT&G 브랜드 등 국내 

브랜드부터 마크 제이콥스, 메리케이, 스타벅스와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세계적인 아트디자인 갤러리 

뉴욕 “모마” 등 국내외 저명한 브랜드와 함께 작업하

며,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인쇄기술력을 입증하고, 

명실공히 최고의 패키지&인쇄 회사로의 입지를 확고

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런칭한 It’s Real Metallic Paper & 

Printing은 태신인팩의 끊임없는 개발과 실험적인 

시도가 만들어 낸 혁신적 인쇄기술로서, 특허 획득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태신인팩

디자인경영전략

태신인팩 디자인연구소 

태신인팩의 숨겨진 경쟁력이 할 수 있는 디자인 R&D는 새로운 트랜드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패키지의 연구, 설계 및 자체 브랜드 “SUUH HAUS”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장의 대중화를 위한 상품개발 

소비자의 편의성, 기업의 경제성, 공정의 실

용성, 외관의 심미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조형적, 형태적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전

담인원 활용 = 패키지 지기연구 전담 + 

전문 포장큐레이터 채용

트랜드 분석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소비

자에 미래 지향적 패키지의 방향성과 영

감 제시  

 

일상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리빙&오

피스 디자인 브랜드 런칭

1

2

3

4

다각적 인프라를 통한 기술개발

인쇄/ 후가공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코워

킹을 통한 패키지 지기 연구 및 특허기술 

& 제품 개발

신기술, 새로운 소재의 적용을 제안하기 

위한 감각적인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류별 인쇄 컬러 재현성 연구, 다양한 

라미네이팅 기술을 통한 테스트 진행

분임토 모임을 통한 공정단축, 원가절감 

및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

VOC발생 및 유해물질 감소를 위한 친환

경 인쇄 기술 개발 

1

2

3

4

5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메세지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전통, 불교문화의 우수성 

한국불교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 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재, 문화관광콘텐츠를 소재로 다

양한 디자인을 개발, 발굴 할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도 한

국 전통문화의 수려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디자인이 곧 한국디자인이라는 일념

으로 문화관광콘텐츠개발 및 문화상품개발 사업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전통불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업소개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함께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오던 

중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 정식 

출범하여 전통문화체험, 교육, 전시, 연구조

사, 캠페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전

통문화의 가치와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브랜드소개

• 한국전통,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전문 브랜드

   (누적인원 총3,986,293명)

• 한국전통문화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전문 브랜드

• 한국전통불교의 식문화체험 전문 브랜드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연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 중장기 계획

•전통문화의 현대전인 정체성 확립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한민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전통문화디자인

관광콘텐츠 활성화

전통문화유산의 유무형 콘텐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전통문화디자인 관광콘텐츠 활성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한 

이미지 전달

젊은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으로서 

이미지 확대

한국전통문화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전통문화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로 관심을 확산하고 

우리 문화 유산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미래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

미래 한국문화콘텐츠의 대중화를 이끌고

미래 문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는 기반으로 작용

▶

▶

▶

▶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전통문화디자인관광콘텐츠 개발

사찰의 단청과 꽃살문을 중심으로 160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추출 디자인 적용 예시금문(금산사)

디자인 추출 디자인 적용 예시금문(내소사)

디자인 추출 디자인 적용 예시솟을꽃살문(용문사_예천)

디자인 추출 디자인 적용 예시솟을꽃살문(범어사)

▶

▶

▶

▶

▶

▶

▶

▶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전통문화디자인관광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재 활용 인포그래픽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전통문화디자인관광콘텐츠 개발

전통 불교문화유산 속 소품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디자인 개발

설화발굴 및 디자인 추출

부처님께 꿀을 드리고 다음생에 

인간으로 환생한 원숭이 이야기

설화발굴 및 디자인 추출

용왕의 아홉 용 아들들과 부처님 

탄생설화 이야기

디자인 적용 예시

▶
▶

▶
▶

원숭이(환성사) 구룡(송광사_순천)

디자인 적용 예시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템플스테이 캐릭터 개발

•비움, 건강, 위로, 꿈을 나눠 드립니다.

•슬로건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캐릭터 응용동작 개발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 디자인을 생활에 담다.

동물 문양 필통세트

꽃살문 명함집세트

석탑 디자인 머그컵

합장주 USB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문화상품 공모전

•전통문화 디자인 가치 저변확대를 이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개발된 전통문화디자인관광콘텐츠 및 다양한 문화상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학생, 디자이너, 작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응모작 250점

          수상작 42작품

제3회 응모작 230점

          수상작 31작품

제6회 응모작 580점

          수상작 37작품

제7회 응모작 620점

          수상작 39작품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활동

박람회 및 행사

•전통문화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2013 디자인코리아  부스 운영 2013 디자인코리아  부스 운영

2015 밀라노 엑스포 전통문화체험진행 2015 밀라노 엑스포 전통문화체험진행



디자인경영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 경영 성과

전통문화상품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전통·불교문화

상품 전문 브랜드 VONDINA 개발
문화상품전문 

브랜드VONDINA

전통문화체험의 대표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의

캐릭터 4종 개발을 통한 브랜드 이해도 확장

템플스테이

캐릭터 개발

개발된 디자인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및

문화상품 공모전 실행(현재 8회 진행 중)

문화상품개발 및

문화상품 공모전 

국내외 다양한 디자인박람회, 행사를 통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저변확대

박람회 및 

각종 행사 

전통문화디자인

관광콘텐츠개발

(디자인, 설화 개발)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설화 발굴

1차 단청과 꽃살문 / 2차 사찰의 사물(四物), 불교 건축물

3차 불교의 동물(설화포함) / 4차 불교의 소품(설화포함)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CEO메시지

천혜의 자연과 환경, 생태, 문화, 인문학적 가치가 인간과 오롯이 공존

하는 제주. 제주는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보물섬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은 제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관광

수도’를 넘어 세계인이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동북아 최고의 휴양관광 

섬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제주관광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여 제주

관광산업 진흥을 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자

(Always Delights You)”는 마인드로 공사의 CI를 개편하여 지속적으

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를 알아가고 배우는 인

생의 한 과정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더욱 활짝 피우

고, 

전 세계에 제주관광 마케팅을 다양하게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주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진정성 있는 연출이며, 관광은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볼품

없는 공간도 제주의 스토리와 디자인을 입히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

듯, 제주관광공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깨끗한 자연과 이에 어울리는 

디자인, 거기에 서비스를 더하면 제주는 “더 아름다운 제주”가 될 것

이며, 관광으로 모두가 행복한 섬이 될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

대표이사 최 갑 열



기업소개

슬로건

더 아름다운 제주를 위하여 · Creation Beautiful Jeju

관광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CEO 디자인 경영

관광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제주의 비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담은 디자인

디자인은 감성터치

관광은 휴먼터치산업

제주관광을 디자인하라!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기업소개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공사 주력사업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관광 사업 관광 교육 및 관광기업 컨설팅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 국내 최초 시내 내국인 면세점

· 시내 면세점 개점

· 비관리청항만공사

  (제주항출국장 면세점)사업장선정

제주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 개선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업소개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비전체계도

"관광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민의 공기업"

Vision

•정부3.0기반 

    경영체계

•고객지향, 

    책임경영

•재무건정성강화

•지역관광 활성화

•6차산업 육성

•관광협치 강화 

•국제수준의 

   수용태세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스마트 관광

•글로벌 브랜드 

   확립

•고부가 

   마케팅 강화

•시장다변화,접근성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제주관광

경쟁력 재고

지역주도형

질적성장 견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4대전략 (12대과제)

Mission

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발전

주민복리증진

1

2

3

전문성

창의성

진정성

고객만족

1

2

3

4

핵심가치

제주방문 관광객
1,400만명

관광객 만족 UP

관광객 체류일수 UP

경영평가 최우수

1

2

3

4

2016년

경영목표



기업소개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연혁 및 디자인경영 성과

· 10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 12    외국인 관광객 첫 1백만명 돌파

2012년

· 03    내국인면세점 개점, CI 개발

2009년

· 06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기관

· 07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기관 인증

· 08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2016년

· 05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우수기관, 행정 

          자치부 장관상

· 12   지오브랜드 사업, “한국관광의 별” 

          선정(문화체육관광부)

         JTogether 사회공헌 브랜드 사업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

2015년

· 09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재인증

· 10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오(GEO) 

           브랜드 BI 개발

· 12   외국인 관광객 3백만명 돌파

2014년

· 08    JTogether 사회공헌 브랜드 BI 개발

· 11    제주 방문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 12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돌파

2013년

· 09    제주관광공사 New CI 개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2011년

· 06    공사출범

2008년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경쟁력의 핵심 성공요인

"디자인 마케팅이 
곧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이다." 

제주관광 콘텐츠

마케팅 전략

+

제주관광 경쟁력의 핵심 성공요인 : 콘텐츠와 디자인이 만나 마케팅을 완성 

볼거리

디자인

즐길거리

마케팅

먹거리

공 간
디자인
경쟁력 정보제공

콘텐츠 홍보물

이벤트 야간관광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고객의 Needs와 Wants 분석

세계관광기구(UNWTO), 각 국 관광청, 현지 업계 정보수집

세계 관광시장 동향 분석 “진실의 순간(MOT)”, 감성디자인 만남

중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80~90년대 출생

1가족 1자녀 세대

왕성한 소비력

1년 1회 이상

해외여행 경험 다수,

개별여행이 주류

웨딩, 레저, 미식 등

고부가 상품개발,

SNS 등 온라인

마케팅 디자인 강화

제주해안

셀프 드라이브,

사계절 장점을

활용한 마케팅

러시아

왕성한 소비력,

7일 이상

장기간 여행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

음악 페스티벌 등

강조

일 본

가족단위,

여성층

해외여행 증가

미용, 휴양 등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

무슬림

16억 거대 시장,

음식과 기도에

민감

할랄음식,

기도처

정보 제공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마케터와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 시너지

제주관광 마케터 분야별 전문가

관광시장

분석
콘텐츠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택
관광상품 브랜드

공사 디자이너(5명) : 마케팅 기획 중심

특허청 업무표장 출원으로 CI와 BI 관리 강화

제주관광공사 new CI 지오트레일 JTogether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디자인으로 Barrier Free 제주관광 실현

CEO의 Universal Design경영마인드, 

장애의 벽을 넘은 제주관광, 행복한 한국관광 견인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관광안내 책자 제작, 전국에 배포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제주관광코스 개발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공간디자인

이벤트디자인

•평범한 시골 민박집, 이제는 예약하고 싶어도 못해

•“이카루스의 꿈”을 실현하는 제주

•제주에 부족한 한류이벤트 및 페스티벌

제주에 부족한 한류이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하와이에 버금가는 Food & Wine Festival

시골의 평범한 민박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가미 지오하우스로 재탄생, 

예약 & 매출증대

오름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지체장애인 체험비행 이벤트 

“하늘에선 장애 없어요”

패러글라이딩 대회, 관광객 유치

▶

▶

▶

▶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스토리텔링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Eco-Party

조명디자인

•야간관광코스 개발 및 조명 디자인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공모 신개념의 생태관광상품, 

힐링과 즐거움 선사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지역주민과 전문가 협의

관광정보제공

•제주의 흔한 음식에 브랜드 가미, 스토리가 있는 웹툰으로

제주에서 흔히 즐기는 

고기국수

포털사이트에 연재된 

제주 향토음식
제주 7대 음식

▶ ▶

▶ ▶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예술가와 마케터의 콜라보레이션

•기념품에도 예술가의 혼이 살아있다.

古 변시지 화백

이왈종 화백

작품

작품 
활용

넥타이,
스카프 
제작

작품

작품 
활용

판촉물
제작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대학생과 협업, 이력관리 지원

•방송영상학과학생

•호텔조리학과학생

Food & Wine Festival에 참여, 

세계 유명 쉐프로부터 레시피 전수

수천 장의 사진 촬영 

→ 제주 출신 피아니스트(양방언) 음원 활용,

    타임랩스 영상 제작 

→ 유튜브 소개 (학생은 졸업작품전에서 수상)



디자인경영투자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디자인경영을 위해 연평균 45억원 투자

해외 시장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마케팅 전략수립, 매체 선정, 현지 홍보

디자인 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콘텐츠 디자인 582,573 507,569 289,550

홍보물 디자인 993,737 590,845 1,263,257

야간관광 디자인 1,051,040 503,873 2,053,781

공간 디자인 - - 594,066

관광정보사이트 디자인 - 37,345 84,650

이벤트 디자인 3,877,083 565,588 552,233

합 계 6,504,433 2,205,220 4,837,537



디자인경영투자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전문가 초청 디자인 마케팅 역량교육 강화

디자인 마케팅은 가장 훌륭한 조합

디자인이 힘을 발휘할 때 마케팅 효과는 배가될 것

김종민 前 문화체육부 장관

•관광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최첨단 산업

•꿈과 이야기, 

   킬러콘텐츠를 만들어라!

•제주는 문화체험이 가능한 거리와 

   콘텐츠 다수

•제주 고유의 캐릭터에 디자인을 입혀 

   감성 마케팅하라!

스즈키 미츠오 前 주제주일본국총영사

•스토리텔링마케터의 전략과 역할이 

   중요한 시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러브마크를 만든다!

㈜브랜드스토리 정영선 기획이사



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정부기관 수상 및 인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한 지오브랜드 사업

한국관광의 별(2015)

국가브랜드 대상(2016)

•수천 장의 사진 포함, 관광 콘텐츠 정보공개 확대



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홍보물 만족도 상승, 해외에서 제주 집중 조명

•제주관광 안내지도 만족도 상승

•해외에서 제주를 집중조명

3.67점

‘14년 ‘15년

3.92점



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제주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확대

•2015년에 10억원 상당의 상품판매 MOU 체결

홍콩 국제라이선싱쇼

국내외 바이어 대상 10억원 상당 상품판매 MOU

문화관광콘텐츠 기업 제품

문화관광콘텐츠기업 공동 BI 개발



디자인경영비전

디자인경영부문 제주관광공사

"아름다운 제주를 더 아름답게 디자인"

청정과 공존의 제주, 

제주관광의 미래비전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미래가치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가 오롯이 공존하는 제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성 디자인을 입혀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코아쥬얼리

CEO메시지

코아쥬얼리는 쥬얼리 제품의 시장경쟁력의 원천이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수다종의 신제품 출시 및 흠결 없는 

완전생산으로 완벽한 제품 구현에 있다고 보고 일찍이 기업부설연구

소로 <디자인기술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기법 개

발에 전력하였습니다.

<디자인연구실>과 <캐드개발실> 및 <원형제작실>을 두고 디자인개

발의 전 작업 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실용신안 및 

특허 출원을 하였고, 이제까지  실용신안 7건 특허 5건을 등록 보유하

였고, 이 가운데 원터치록킹장치(일명 코아록)은 미국특허도 등록하

여 관련한 다수 제품을 출시하여 성과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신규 디자인 제품은 전량 해외 수출로 이어져 매년 

3,000만불 내외의 수출실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제쥬얼리 시장 마

운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제

품 공급 기준으로 최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아쥬얼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세계 마운팅 시장에서 

최선두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로 세

계 쥬얼리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코아쥬얼리

대표이사 백 경 학



디자인경영부문 코아쥬얼리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 경영활동

쥬얼리 제품의 시장경쟁력의 원천이 혁신적인 디자인 개

발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수다종의 신제품 출시 및 흠

결 없는 완전생산으로 완벽한 제품 구현에 있다고 보고 일

찍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디자인기술혁신연구소>를 설립

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기법 개발에 전력하고 있음. 

•상시적 디자인 개발과 생산을 위한 원형 생산기능의 혁신을 위하여 전체 디자인 작업을 3D 캐드 작업화하고,  

    RP기계를 통한 원형생산의 기계화를 통해 디자인 개발 기능의 혁신을 달성하였음. 

•<디자인기술혁신연구소>에 디자인연구실과 캐드개발실 및 원형제작실을 두고 디자인개발의 전 작업 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음. 



디자인경영부문 코아쥬얼리

디자인경영성과

디자인경영 기타활동

•생산된 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실용신안 및 특허 출원을 하였고, 이제까지  실용신안 7건 

   특허 5건을 등록 보유하였고, 이 가운데 원터치록킹장치

   (일명 코아록)은 미국특허도 등록하여 관련한 다수 제품을 

   출시하여 성과리에 수출하고 있음. 

• 당사가 개발한 신규 디자인 제품은 전량 해외 수출로 이어져 

     매년 3,000만불 내외의 수출실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제쥬얼리 시장 마운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공급 기준으로 최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당사 수출액의 100%가 당사 고유의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항상 신규 디자인을 희구하는 

   쥬얼리시장의 특성상 신규디자인의 수출비중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음. 

•현재까지 기업부설 디자인기술혁신연구소의 일정 규모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CAD 및 RP를 통한 

    디자인 개발 수요의 증대에 맞추어 부설 연구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디자인 인력을 더욱 확충할 계획임. 

•그동안 이룩한 디자인 혁신의 성과와 해외시장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신규 제품 개발의 

   과학기술력을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입하여 내수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CEO메시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디자인 전문그룹입니다.

㈜ 오츠메쎄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

으로 아름다운 공간구성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여 주

거, 호텔, 컨벤션, 전시, 테마파크 다양한 분야의 인테리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개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도

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기술력 확보, 고객만

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오츠메쎄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내일

을 경영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창조적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츠메쎄

대표이사 안 연 회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오츠메쎄 소개

SPACE DESIGN  GROUP

SPACE CREATIVE  SOLUTION

국내 대표 건설사들과 소통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반영

고미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산업이 만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주거,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분

야에 차별화된 컨텐츠로 공간을 설계·시공하는 기업

•Interior business

•Model house business

•Space design business

Design Lab 디자인연구소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회사 내에 자체 디자인 연구소와 분야별 설계본팀이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창의적인 공간 개념, 구성, 기획, 

디자인설계, 시공 까지 효율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11    전시사업본부 설립

· 11    오츠메쎄 개인회사 설립

2003년

· 02    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

2016년

· 12   블랙래빗 치킨카페 

          2015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 0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04   옥외광고업 등록

· 0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등록

· 03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 02   기업부설연구소

2015년

· 12    ISO 14001:2004 / 

           KS I ISO 14001:2009 인정획득

· 12    ISO 9001 : 2008/ 

           KS Q ISO 9001:2009 인증획득

· 10    공장등록증명(모형제조업)

· 09    직접생산확인증명(실물모형) 

· 09    직접생산확인증명(전시홍보관설치용역)

· 0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09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 09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 08    비디오물배급업신고

· 0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08    전시사업자 등록

2014년

· 11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등록

· 11   주식회사 오츠메쎄 설립

2011년

· 11    인테리어사업본부 설립

2009년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연혁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창조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활동

INTERIOR DESIGN

· GANGNEUNG VALUE HOTEL  

· SINRIM HOTEL

· YANGPYEONG FAMILY HOTEL  

· CHEONGDAM HOTEL

· NEW JEJU HOTEL 외 다수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활동

MODEL HOUSE

· HANHWA CONSTRUCTION INCHEON SEOCHANG GGUMEGREEN  

· SHINDONGAH CONSTRUCTION SEJONG 4-1, AREA 1

· GS CONSTRUCTION GIMHAE YULHA AREA 2 XI

· HANHWA CONSTRUCTION YEOSU UNGCHEON GGUMEGREEN  

· HYUNDAI CONSTRUCTIO CHANGWON ARTIUM CITY  외 다수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활동

SPACE DESIGN

· DAEGAYA HISTORICAL CULTURE EXPERIENCE ESTATE OLD AGE AREA  

· NAMYANGJU ORGANIC MUSEUM

·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GAONNURI GUNWI AREA 

· AGRICULTURE THEME PARK

· KOREA PALACE THEME PARK  YE 외 다수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투자

3D상상플러스

블랙래빗 프랜차이즈

지속적인 R&D투자와 연구로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오츠메쎄

3D상상플러스는 3D 프린터 교육컨텐츠의 보급화를 위해 연구개발한 교육서비스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기술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3차원 응용기술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교육자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D상상플러스란 3D프린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작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서비스입니다. 초, 중, 고교 방과후 수업에 도입하여  3D 

프린팅 교육서비스부터 장비공급, 교육실 인테리어구축, 콘텐츠 연구개발까지 단계별로 구성하여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외

식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회사인 블랙

래빗을 설립 운영하므로써 빠르게 변해가는 디자인을 알고 앞서가는 

회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랙래빗 프랜차이즈는 치킨, 이탈리안, 디져트 카페의 다양한 분야

에서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써 

기획 및 디자인되어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서의 트랜드와 차별화된 외식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을 축적합니다.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전시사업자 등록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 ISO 9001 : 2008/ KS Q ISO 9001:2009 인증획득

· ISO 14001:2004 / KS I ISO 14001:2009 인정획득

·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등록

· 옥외광고업 등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전시홍보관설치용역)

· 직접생산확인증명(실물모형)

· 블랙래빗 치킨카페 2015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 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



디자인경영부문 오츠메쎄

디자인경영비전

차별화되고 앞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경영원칙

· VALUES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며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 MISSION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Needs)에 발맞추어 대내외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할수 있는 

기업지향

· VISION

최적화된 경영 인프라 구축으로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CEO메시지

어느덧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백조씽크는 최고품질의 제품과 고객만

족을 향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스테인리스 싱크볼 

생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백조씽크는 혁신적인 최신기술과 제조경비를 갖추기 위한 연구 및 개

발을 지속해왔으며,1993년~1997년까지 자동화된 생산공장을 건립

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설비를 갖추었습니다.

탄탄한 재무구조와 함께 생산 및 공급망 강화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

여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싱크볼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

하며, 수출을 통한 영업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기초로 최신 정보처리기술과 제조설비를 통해 높은 효율

성 및 비용절감을 이룩한 백조씽크는 항상 더 높은 기술, 더 좋은 제품, 

더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고객 최우선 주의를 목표로 나날이 발전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조씽크

대표이사 조 화 자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기업소개

브랜드 소개

경영목표 및 핵심이념

주방생활의 과학과 예술을 창조하는 스마트 싱크시스템 디자이너

Sink System Designer란 최고 디자이너의 정신과 감각으로 Sink와 수전, 배수관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액세서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방을 창조하여 주방생활을 

혁신하는 백조씽크의 고유 사업모델입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싱크볼의 대명사

   백조씽크는 스테인레스 싱크볼 전문 제조업체로 세계 속의 백조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생산품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금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 감동의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도전적 실행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선도합니다.

•최고지향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보유한 기술력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고객 최우선

BEST

SERVICE

도전적 실행

BEST

Challenge

최고지향

BEST

OF BEST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연혁

대한민국을 움직인 백조씽크 52년

· 한국철강협회 입선 수상

2012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9년

· CDS840 신기술 으뜸상 대상 수상 /  

   NET 신기술 개발

2006년

· 국세 성실납부 우수업체 표창 / 

   SC550 굿 디자인 선정

2016년

· 한국철강협회 동상 수상 

  ‘신개념 미니멀리즘 싱크볼’

2015년

· 500만불 수출의 탑 박근혜 대통령상 수상

· 한국철강협회 동상 수상 ‘다기능 주방용 싱크볼’

· (주)백조씽크-포스코 MOU체결 / 

   산업혁신 3.0 평가대회 표창 

· (주)포스코 동반성장 2차 협약

2014년

·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 주최

· (주)포스코 동반성장 협약

2013년

· 한국철강협회 동상 수상 / 

  EDSH880 굿디자인 선정

2011년

· 신기술인증서 취득

2007년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디자인경영활동

사업 및 제품소개

•스테인리스 싱크볼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의 제품으로 

위생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양산합니다.

•스테인리스 상판

요리 전문가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스

테인리스 주방 상판은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소재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제품으로 보다 정밀한 기술

력으로 설계, 양산합니다.

•스테인리스 수전

일반 플라스틱이나 청동 소재의 수전이 

아닌 스테인리스 소재의 수전으로 사용

자의 건강을 고려한 수전을 설계, 판매 

합니다.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이너 육성_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 인턴 기회 부여

브랜드 홍보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공동으로 주최하여 스테인리스 소재의 우수성 

홍보 및 대학생들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사인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사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디자인경영활동

해외 박람회 참관

국내&해외 박람회 참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고, 트랜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사내 디자이너 대상 

연 2회 해외 박람회 참관을통한 디자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사 제품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2016 홈데코페어, KOFURN, 포스코 SMK 등 전시 지원)

매년 상해 Bath&Kitchen, 두바이 BIG5 SHOW, 미국 KBIS 페어 참가.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디자인경영활동

굿 디자인 선정

디자인 공모전 수상

•소형싱크볼 2015년 선정 •기능성 엠보 싱크볼 2011년 선정

•2011 철강협회공모전 동상 / 2012 철강협회 공모전 입선 / 2015 철강협회공모전 동상



디자인경영부문 백조씽크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연구소 소개

업계 최초 디자인 연구소 설립, 최고의 제품을 위한 R&D 철학

•과학적 디자인

   주방생활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중요한 요구를 발견하고, 인간공학 등 새로운 

   Sink System 기술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디자인합니다.

•예술적 디자인

   주방 공간의 크기와 캐비닛 등 주방 공간 전체와 어울리는 싱크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우아하고 조화로운 주방

   을 제안해 드립니다.

•시스템적 디자인

   Sink와 수전, 배수관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리고 부대 액세서리를 결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최소의 공간에

   서 최저의 에너지로 최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Sink System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디자인

   소중한 물을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ink System을 디자인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 현황]

디자인권

44개

4개

7개

43개

특허실용 디자인상 상표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브랜드

국내 업계1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싱크볼 

   제조 전문기업

52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크워

크를 구축한 백조씽크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이집

트, 사우디,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체크 등 

세계 각국에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UPC 인증을 마쳤으며, 2013년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

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외 국내 시장점유율 40% 차지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백

조씽크는 대형 건설사와 특화 제품 공동개발을 통해 수주 

및 본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 군으로 

내수 시장 40% 내외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경영비전

•미국, 중국 고유 브랜드 런칭,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

1995년 이후 중국에 백조씽크 브랜드를 런칭, 지속적

으로 연간 2개 이상의 신제품 개발 및 상해 바스&키친 

페어 참가를 통해  백조의 브랜드 홍보 와 매출 증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업체를 통해 OEM 

방식의 수출을 시작 하였으며, 공동 개발을 통해 매년 5

개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에 고유 브랜드인 백조USA를 런칭하여 현재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CEO메시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민선 6기 충남도정이 앞장 서겠습니

다. 민선 6기 충남도정이 첫걸은을 내딛습니다. 민선5기의 경험을 바

탕으로 지난 4년동안 뿌린 씨앗을 꽃 피우고 열매 맺으라는 도민 여러

분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지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갈 것

을 약속드립니다.

충청남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것입니

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위기를 도전의 기회

로 삼고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늘 앞장서서 풀어왔습니다. 우리의 

할아버님과 아버님들이 물려주신 명예와 자부심을 이어받아,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푸는 데 우리 충청남

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거름 삼아 공

정하고 정의로운 충청남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멀리 바라보

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더 좋은 지방정부를 이끌어 21

세기 충청남도의 새로운 비전을 세계 속에 펼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충청남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도지사실과 홈페이지는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도민의 행복, 충남

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가장 일 잘하

고 믿음직한 지방정부를 운영하여,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겠

습니다. 충청남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개

충청남도(청)는?

• 고종 33년 1896년 칙령 제36호로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비로소 충청남도가 탄생

• 1932년 9월 :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 2006년 2월 : 도청 이전지 결정(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2012년 7월 :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분리   

• 2013년 1월 : 현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에 위치하고 있음.         

   → 내포신도시 2020년 인구 10만 목표

   [인구 : 2,084,034명 / 행정구역 : 천안시, 아산시를 포함한 15개 시군 ] 

[현재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신청사 모습]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디자인경영비전&목표

충남도지사(안희정) 디자인 경영마인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필수적

•정주환경개선 + 도시디자인과 접목

→ 상징성, 문화성, 지역성, 역사성이 포함된 맞춤형 도시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

비전

디자인의 경쟁력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한 충남

목표

"명품 디자인 충남"

개념
Total Design

(통합 디자인)

Human Design

(사람중심 디자인)

Participatory D.

(참여중심 디자인)

Sustainable D.

(지속가능 디자인)

전략

•통합디자인

•거시적, 미시적

•다목적, 다기능 디자인

•통합 디자인실행 

    체계구축

•인간친화적 디자인

•쾌적하고 여유있는 

    공공 공간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주민 참여형, 체험형 

    디자인사업 추진

•시민, 전문가 행정 

    파트너쉽 구축

•자연친화적 디자인

•순환가능한 디자인

•지속적 사후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분야

공공 정책 공공 공간 공공 매체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경관등의 

   정책, 관광자원,예술

   개발

•공원, 운동장, 도로

    광장, 주차장, 교량

•교통표지판, 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광고판

•신호등, 가드레일, 

    육교, 버스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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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비전&목표

디자인경영 세부목표

디자인경영 단계별계획

•공공디자인 확산 및 체계구축 :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컨설팅 등

•법적 기초체계 마련 : 공공디자인조례, 디자인컨설팅규정, 경관조례, 옥외광고물조례, 표준화관리규정 등

•시·군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 : 중앙 공모사업의 참여 지원 및 도비 보조금 지원, 디자인경쟁력 강화

공공디자인 문화조성을 통한 아름답고 행복한 충남 실현

맞춤형 디자인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명품 디자인 충남”

=
충청남도

(행정컨트롤)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트롤)

공공디자인

특별위원회

15개 시·군

(실행컨트롤)+ + +

도입(‘14 ~‘15) 성장(‘16 ~‘17) 정착(‘18 ~‘19)

행정체계 구축

•디자인현황 분석 및 조사

•조례제정

    (공공디자인, 표준화관리)

•통합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 개발

디자인 정책 개발 및 반영

•디자인 시범사업계획 

    수립추진

•디자인정책 개발 및 

   시군 지원

•공공기관 협약체결, 

    유니버설 추진

지속가능 디자인, 통합관리

•통합관리체계 정착

•주민참여 정착

•참여형 디자인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디자인경영전략

충청남도 조례제정

•충남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 제정시기 : 2014. 7. 10.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업무협의,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에 따른 충남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계획(2016.10)

•충남 경관조례

    - 제정시기 : 2014. 7. 10.

    - 주요내용 : 경관정책계획 수립,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

•충남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 제정시기 : 2015. 7. 20.

    - 주요내용 :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운영, 디자인사업 등

•충남 디자인 컨설팅 운영 규정

    - 제정시기 : 2015. 6. 1.

    - 주요내용 : 디자인컨설팅 대상 및 디자인컨설팅 신청방법

•충남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제정시기 : 2015. 10. 30.

    - 주요내용 : 가로형 표시방법 등을 포함한 유형별 광고물 표시방법 등

      광고물관리와 산업진흥법 개정, 충남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계획(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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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디자인 교육

•목   적 :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도민, 공무원과 사업자의 

                 의식전환과 공감대 형성

•운영예산 : 도비 40백만 원

•교육대상 : 도 공모사업 대상지(주민), 공무원 등

    권역별 구분

     1권역 : 천안, 공주, 아산, 예산  2권역 : 서산, 당진 홍성, 태안

     3권역 : 보령, 서천 부여, 청양   4권역 : 논산, 계룡, 금산

•교육방법 : 시 · 군 방문교육, 선진지 견학 등

대학생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

•활동기간 : 2016년 5월 ~ 

•지도교수 : 나사렛대(김준연교수), 백석대(안진근 교수), 

                     상명대(하숙녕 교수), 청운대(류혜지 교수)

•참  여  자 :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청운대학교 4개 대학교 

                     재학생 총30명

•활동내용 : 국내 공공디자인 지역 탐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공디자인 실태 파악

    -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개선방안 제안

    - 탐사활동 보고서 작성, 활동 참여 및 결과물 제시

•과정명 : 경관디자인 행정과정

•대상 : 전직원, 인원 30명

2016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매년 상반기 위주로 디자인교육과정 진행

•향후 상·하반기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위주로 디자인교육과정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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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서해안 경관디자인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군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제고

   - 사업분야 : 도시공공 디자인 15, 간판거리 조성 11, 농어촌 디자인 8, 범죄예방 디자인 1

   - 사업기간 : 2010~2016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35개소 / 총 사업비 8,880백만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홍성)

서해안 

경관디자인 용역

- 사업분야 : 서해안 마을공간 마스터 플랜과 운영계획, 컨셉디자인 제시 등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3월

- 용역비 : 90백만원

서해안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

- 사업분야 : 충남 서해안지역 디자인 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 사업비 : 1,000백만원 (도비 500, 시군비 500)

▶

▶

사업(전)

사업(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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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충남 공공디자인 특별위원회 운영

충남 미래발전계획 및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특별위원회

   - 역할 :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실행을 위한 자문 및 실무적 지원

   - 그 동안 자문내용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정책 제안 / 경관디자인 등 과업내용 자문

   - 운영일자 : 2015년 7월 ~ 2016년 현재

   - 운영위원 : 20명

미래발전계획

통합기본계획

활용방안

•배경 : 충남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정책 수립 및 관리 수단 필요

•계획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방향과 방법제시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시 계획내용 적극반영

공공디자인 특별위원회 자문회의

•배경 : 지자체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질적관리 및 여건이 아직 미성숙

•계획 : 충남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제정시기 : 2015.7.20

•주요내용 : 건물별, 업종별 옥외광고물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디자인경영활동

충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대전 개최

•공공디자인 대전 공모전 개최 (문화제)

   - 사업목적 :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아이디어 발굴

   - 내용 : 도내 지역공간에 대한 공간디자인 개발 및 제시

   - 참여대상 : 충남도내 대학생

   - 사업비 : 120백만원 (도비 60, 시비 60)

[2015 대상] [2014 대상] [2013 대상]

•수립시기 : 2014.7.10

•주요내용 :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공간디자인 

                     조성을 위한 디자인안 제시

•제정시기 : 2014.7.10

•주요내용 : 공사장 미관저해를 개선하기 위한 

                     가람시설 디자인안 제시

•제정시기 : 2015.6.1

•주요내용 : 공공공간내 구현된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색채디자인안 제시

•제정시기 : 2015.10.30

•주요내용 :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적 접급과 

                     구현을 위한 통합지원가이드라인 

                     제시

   충남도, 15개 시군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시

   (위원회 자문 및 심의)반영

충남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충남 내포신도시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충남 통합지원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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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충남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

•충남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선정 (20~30개 품목 선정) 

•목적

   -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 도, 15개 시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디자인 정책, 디자인 진단, 분석 등)

•디자인 컨설팅 주요 대상

공
공

디

자
인정책            공

공

매
체

                 공
공

시
설

물                 
 공

공

시
설

물

공공분야 정보, 상징매체

도시, 농어촌, 실내환경 교통, 편의, 공급

- 문화진흥, 예술산업 등

- 관광자원개발 등

- 교통안전, 건설,지역개발 등

- 환경,농정,해양수산,보건복지

- 홍보영상, 출판물, 웹페이지

- 광고판, 게시판,배너

- 안내도, 각종 노선도 

- 펜스,볼라드,정류장

- 육교,버스시스템,벤치

- 관광안내시설물, 교통정보판

▶가이드레일,자전거 거치대 등

- 가판대, 구조물, 조명등

- 점자블럭, 방음벽 등

- 공공건물, 맨홀뚜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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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충남 공공디자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자생력 강화

•충청남도, 15개 시군간 공공디자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협약 체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문화조성

   - 지속적인 도시 디자인사업, 농어촌 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등

   - 지역별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과 교육 및 선진견학을 통하여 공공 공간에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디자인적 

     사고와 인식 변화로 주민 참여형 디자인 문화 환경 조성

•아산시 디자인거리조성을 통한 공세리마을협동조합 설립

   - 기관명 : 공세리 마을협동조합

   - 인증년도 : 2013. 12월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성당길 1번지

   - 활동내용 :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 재배 및 판매, 마을카페 운영

                       → 산하 나누미 지역아동센터 유치

•주민참여 추진 협의회를 통한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추진실적(건) 5 3 4 7 5 6 4

보조금지원금(백만원) 420 390 450 650 400 680 680 



지방자치단체부문 충청남도

디자인경영성과

3농 혁신의 접목과 어우러지는 디자인문화

『충남 우수광고물』 개최

•아산시 디자인 거리조성을 통한 공세리 마을협동조합 설립

   - 사업목적 : 간판 신소재 및 제작기술 발굴과 우수디자인 보급 및 확산

   - 사업비 : 40백만원 (도비 12, 군비 28)

   - 개최시기 : 2016년 6월 9일 ~ 6월 12일 (매년 도민체전기간)

   - 개최장소 : 도민체전 개최지

[2015 행정자치부장관상(꿀농장)] [2014 국무총리상(호박고을)] [2013 국무총리상(한우만쇠고집)]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CEO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영종입니다.

종로구는 620여 년 서울의 자존심이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도시입니다. 전통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가치를 고려하는 아름다

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로구 행정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보다 안전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구

민 여러분의 사소한 관심사와 메시지를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변화하고 있는 종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청장

김 영 종



종로구 소개

종로구

종로구 비전 구정 목표

종로의 도시 정체성

종로라는 명칭은 지금의 종로1가에 도성문(都成門)의 개폐(開閉)시각을 알려주는 큰 종을 매달았던 종루(鐘樓)

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43년 4월 1일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할때 종루(鐘樓)가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종로

구가 되었다.

•안전한 건강도시

•생동하는 문화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꿈꾸는 교육도시

•참여하는 맞춤도시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時
역사의 흔적

空
삶의 향기

感
매력의 도시

종로다움



디자인 정책이념 및 전략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역사문화

    서울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로운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만들기

•매력녹색

    환경친화적 환경의 조성 및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만들기

•개방배려

    주민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경영 시스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서울의 역사·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종로 실현을

위한 도시의 경관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체계 마련

종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16. 6. ~ 2011. 4.

도시공간예술

위원회

광고물 심의

위원회

디자인 협의

시스템

•2013. ~ 2016. 7. 

    추진 실적

위원회 개최

29회

심의 안건

21건

자문 안건

41건

•근거법령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2014.4. ~ 현재

심의신청

사업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도시디자인과

심의도서 

검토

심의 결과

회신

심의 결과 

조치 보고

도시공간예술

위원회 개최
> > > >



디자인경영활동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디자인 협의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2013. ~ 2015.

    추진 실적
위원회 개최

31회

심의 안건

236건

•2013. ~ 2015.    

   추진 실적

653건 
협의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1994. ~ 현재

심의신청

광고주 광고주도시디자인과

심의도서 

검토

심의 결과

회신

심의결과 반영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광고물 심의

위원회 개최
> > > >

•근거법령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2014.4. ~ 현재

디자인 협의

신청

사업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도시디자인과

문서 및 현장 

검토

디자인 조정안

회신

조정 반영

결과 제출

디자인 조정안

제작
> > > >

2012” 2013” 2014” 2015”

108건 151건 165건 229건



디자인경영활동

윤동주문학관 건립

인왕산 수성동 계곡 복원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1년 6월 ~ 2012년 7월

•사 업 비 : 500백만원

•주요내용 : 윤동주시인의 역사의 흔적을 담음 / 재생의 관점으로 리모델

•추진기간 : 2009년 2월 ~ 2012년 6월

•사 업 비 : 5,000백만원

•주요내용 : 진경산수화 옛 비경으로 복원 / 역사 및 생태의 복원

윤동주문학관 전경 제1전시실

겸재 정선, 수성동 

진경산수화

인왕산 수성동 계곡 복원 2014 대한민국 국토 도시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수상



디자인경영활동

청운문학도서관 건립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0월

•사 업 비 : 4,186백만원

•주요내용 : 최초의 한옥도서관 / 전통의 방식, 재생의 관점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디자인경영활동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마을경관개선 사업

행촌길(통일로 12길 일대) 마을경관개선 사업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0월

•사 업 비 : 1,000백만원 (숭인동 마을경관개선사업)

•주요내용 :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대 조성 

                 주민 의견 반영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및 노후계단 정비



디자인경영활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북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08년 ~ 현재

•대 상 지 : 7곳, 415개소

•주요내용 : 한글중심 디자인 간판

                      서울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다수 수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글 중심 디자인

•친환경 · 고효율 LED조명으로 에너지절감 극대화



디자인경영활동

도시비우기 사업

비우다 (불필요한 것을 없애다)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3년 3월 ~ 현재

•추진대상 : 불필요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상 시설물

•주요내용 : 비우기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지속적 관계기관의 협업, 우수 벤치마킹 사례

•기관참여 : 다양한 시설물과 이를 관리하는 여러 기관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 사업 시행

•사업효과 :  - MBC 지방자치 20년 특별기획 및 각종 언론보도

                       -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5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 조례 제정

                       -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 14개 기관

•종로5가역 6번출입구 보행불편, 공중전화부스 철거 •혜화동 로터리_이용률 줄어드는 공중전화부스 축소 

•종로구청 회전교차로_교통안전표지판 통합 •신호등과 주변 가로등을 합쳐 1개의 통합지주로



디자인경영활동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건립

벽을 허물고 북촌에 열리다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3년 3월 ~ 현재

•사 업 비 : 1,298백만원

•주요내용 : 옹벽으로 단절된 공간을 개방 및 연결 /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의 확장 /

                     관광객에게 정보 및 편의시설 제공

•북촌마을안내소 – 관광안내소 확장

•북촌전시실 – 문화 전시 공간 형성

•공공화장실 – 노후된 화장실 개선

•엘리베이터 –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진입로계단 – 정독도서관 및 서울교육박물관과  

                         연결, 휴게공간

진입로계단

•북촌 안내소 •북촌 안내소 조성 전후

•벽을 허물고 북촌에 열리다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 대전 대통령상 수상



디자인경영활동

친환경보도조성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3년 ~ 현재

•주요내용 : -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자연석재 사용

                     - 반영구적 유지가 가능한 통석 사용

                     - 건식시공방법으로 빗물침투가 가능한 친환경 보도

                     - 전통적 대청마루 패턴 적용 

시공전

100~150t 화강석 통석

친환경보도 대청마루 패턴

자하문로

내구연한 약20년

자재 재사용 불가능

일반 공사방법 친환경 공사방법

내구연한 약100년

자재 재사용 가능



디자인경영활동

청진동 보행 네트워크 조성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3년 6월 ~ 2016년 6월

•사 업 비  : 573억(민간자본)

•주요내용 : - 단절된 보행동선를 지하 보행로로 연결

                     - 지역 상권의 활성화

                     - 민·관 협업의 우수 성과

청진공원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보행동선
단절

입체적으로
보행동선

연결

과거 서울의 대표 상업지역과 

음식거리인 청진동일대의 

노후화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지상 : 보행환경개선과 

          청진공원 조성

지하 : 종각역과 광화문 지하 

          보행로 조성

•도심속 쉼터와 지하와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동선 •광화문역 지하보도 개통

•종각역 지하보도 개통



디자인경영활동

아트프린트

지방자치단체부문 종로구

•추진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사 업 비  : 32백만원

•대 상 지  : 성균관로~혜화로

•주요내용 :  -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술의 융합

                      - 주민과 공유하는 예술

                      -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우수사례

아트 프린트 적용사례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훼손된 

전주 및 가로등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에 

예술작품을 적용디자인 패턴 적용

전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양주시

CEO메시지

622년 역사,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시는 “감동 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안전한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디자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 5월 

7일 공공디자인팀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도시정체성 디자인 정

책수립, 201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016년 양주시 경관계

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중심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공모전 

등 다양한 디자인 사업추진을 통해 경관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건립, 경기섬유종

합지원센터 개관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립된 6개 분야별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공디자인

에 대하여 현재까지 1,399건의 디자인 협의 및 전수조사 피드백을 실

시하여 경관 및 디자인 개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

으며, 민간 디자인 컨설팅으로 송추집단이주단지 색채 및 간판 협의 

지원, 옥정 택지개발지구 디자인 협의지원, 홍죽산업단지 디자인 지

원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인 관련 교육을 매년 실

시해 오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2021년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6대 실

천과제를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감동365”실천운동을 공무원과 시민

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철7호선, 39번국지도, 

양주역세권 조성 등 시민의 염원을 담은 기반시설들과 시민들이 즐

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

(CPTED) 기법의 디자인을 실현하여 도시의 경관개선 및 좋은 디자인 

창출로 살기 좋은 도시 양주, 찾고 싶은 도시 양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주시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2년 연속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난 2년 연속 인증 받은 바 있

습니다. 지금 발전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는 양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주시장

이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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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개

양주시 비전

지역현황

감동 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경기북부 강종 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중

고읍지구

2011년 완공

옥정지구

2016년 완공
회천, 가석, 백석, 양주역세권지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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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개

역사 문화 자원

디자인 시설

•5대 무형문화재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기패션 창작 스튜디오

•디자인대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섬유소재 특화산업단지

•3대 역사유적지

① 양주별산대놀이

② 양수소놀이굿

③ 나전칠기장

④ 양주상여화 회다지 소리

⑤ 양주농악

① 회암사지

② 온릉

③ 양주대모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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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이념 및 전략

양주시 디자인 비전

시민이 안전한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추진전략

기본방향
+

소통 

그린디자인
(Green Dsign)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도시

디자인 소통

도시경관
+

소통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

(Universal 
Design CPTED)

배려와 나눔의
사람중심 도시

마인드디자인
(Mind Design)

역사문화
+

소통 

커뮤니티디자인
(Community 

Design)

어울림의
안전한 도시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창의도시

디자인 허브 Design Hub

기본방향

미래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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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이념 및 전략

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17 계획년도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심의 및 자문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경관사업시행

•경관협정

•경관관리구역 내 

   설계지침

•시범사업시행

1단계 2017 계획년도

•경관계획 재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재수립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경관사업시행
•일반지역

•특정경관계획수립 •경관협정 일반화 

   시행

경관관리 경관사업 경관유도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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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정체성 디자인 정책 수립

2008.12 ~ 2009.03.

지역별 특화자원 분석 및 결과도출

양주시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 정립 

및 디자인정책으로 미래 비전 제시

양주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2015.10. ~ 2016.12.

경관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009.07. ~ 2010.08.

도시디자인 자원분석

도시디자인 방향성 수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브랜드 개발

2009.04 ~ 2010.01

2010 국가브랜드대상 도시브랜드부문 수상

2010 지자체 명품브랜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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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1.06. 수립

2015.01. 개정

각종 디자인협의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시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12.12. 수립

국내 대표 페인트사와

협력하여 양주색

(노장진회색)을

표준화함

색채
가이드라인

2012.02. 수립

공공건축물 및

1종 지구단위구역 및

일반국도 주변 건축물

대상 협의

건축물
가이드라인

2015.12. 수립

양주시 전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 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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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공공디자인 협의 전수조사 피드백

민간 컨설팅 지원

•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속한 모든 범위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진행하여 반영여부 현장확인과 함께 평가 및 시상실시

•양주시에 설치되고 활용되는 건축물·시설물·색채·광고물에 대해 양주시민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을 진행하여 수준높은 도시경관 형성

208

359

309
336

187

누적
1,399건

(2016.05.기준)

420
예상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수준높은 도시경관 형성

합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46 13 7 11 9 6

(2016.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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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활동

디자인 개선 부서 공무원 평가

기타 디자인 경영활동

•경관위원회 운영

•디자인 교육 실시

•디자인 공모전 실시

•디자인 소식지 발간

•민관학 도시디자인 네트워크 운영

•가로비우기 사업

•새뜰마을 사업 추진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서체 라이선스 구입 운영

디자인 개선의지 부여

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사업 추진시 

디자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선의

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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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홍죽산업단지 디자인 협의

송추이주단지 디자인 협의

10년도부터 입주한 모든 기업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로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 경관 형성

2012년 ~ 41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 진행을 

비롯하여 송추이주단지만의 간판디자인 가이드라

인 수립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

2013년 ~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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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택지개발지구 디자인 협의

경관취약지 환경개선 사업 / 커뮤니티 공간조성 (2011)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속적인 디자인 협의를 통해 양주시의 아이덴티티가 

   접목된 신도시 경관형성

   고읍지구(2012년) 1,488㎡ : 인구 5만

   옥정지구(2016년) 7,063㎡ : 인구 11만

쌈지공원 및 학교가는 길 조성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 / 특별부문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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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스토리빌리지사업 (2012)

UP.cycle Art 쉼터 (2013)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부대담장의 새로운 변화시도 

•트릭아트를 활용한 새로운 벽화작업으로 지역 명소화

폐자재를 활용한 Up·cycle Art 쉼터 조성 

마을주민과 주변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간 마을 이야기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동네

우리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당지역만의 고유한 공동체 이미지를 창출하여 

주민 모두가 작가로 참여하는 공동체 전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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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만들기 (2014)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2015)

아늑함 속 작은 즐거움이 숨어있는 안전한 그린마을 만들기

•폐공간 활성화   • 안전한 디자인 담장   •커뮤니티공간 제공 및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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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2015~2016)

덕정동 봉우근린송원 인근지역 범죄율 중 20%  

발생지역 (강도, 강간, 폭행 등)

화장실 뒤 후미진 공간 등 건물과 수풀에 가려져  

범죄유발지역으로 전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범죄유발지역 1순위였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 화장실 및 관리시설 신설

LED조명 공원등 설치로 야간이용객의 안전확보

안내사인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

화장실을 철거한 위치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장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주민벼룩시장개최, 청소년 거리상담 등 하드웨어 

개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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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기타 디자인 경영성과

•777레지던스 생활문화센터 운영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소앙 선생기념관 조성

•장욱진미술관 설립 운영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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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성과

기타 디자인 경영성과

도시디자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로드맵 구상

•2016년 경관계획 수립 중(12월 완료예정)

•도시디자인 개선에 시민참여 유도 

    - 경관협정 추진

인프라 협업체계 구축 

섬유패션디자인 명품도시 특화 추진

•연구기관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기그린니트

                     연구센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기업체 : LG패션복합단지, 영원무역신소재센터,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

•학교 : 서정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경동대학교(건축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시청 : 기업지원파트, 디자인파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지속적 업그레이드 추진

•회천, 가석, 백석, 양주역세권지구 등으로 

    인구 50만 이상

   - 2020년 인구 30만 도래로

   - 택지개발지구 디자인 컨설팅 추진

문화, 예술 복합디자인 미래인재 양성

•장욱진미술관과 777레지던스 & 

    생활문화센터 활용

    >>>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양성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공로부문

(주)디자인모올 대표이사

제6대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역임

2010년 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1994 (주)디자인모올 설립

LG전자 디자인센터 선임연구원 재직

뉴욕 데스키 어소시에츠 제품디자이너로 활동

New York Pratt Institute 산업디자인 석사(MID)

미국 Indiana Purdue University 공업디자인학사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입학

㈜디자인모올

대표이사 조 영 길

삼성전자(주) 디자인경영센터 UX센터 센터장

2015  UX센터 센터장

2014  서비스경험디자인그룹, 디자인기획그룹 그룹장

2011  플랫폼 디자인그룹, 디자인기획그룹 그룹장

2011  常務 승진

2005  UDS(Creating New Biz, User Driven Sensing) 

           그룹장 (수석)

2002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2001  삼성전자 연말포장 (대표이사상) 

1997  연세대학교 삼성 M.B.A 수료

1995   New family Communication Device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특선

1994  삼성전자 34기 (최우수사원상)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199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UX센터 센터장 
안 용 일



공로부문

주식회사 퍼시스 대표이사 부회장

2017년  3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납세자의 날)

2016년  11월 30일 산업포장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2008년  4월 30일 국무총리 표창 (근로자의 날)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92년  2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85년  1월 주식회사 퍼시스 입사 

1984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퍼시스

대표이사 이 종 태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교수/대외협력처장

2016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 근정포장

2012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011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국무총리상

2009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가디자인산업발전공로 대통령표창

2005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산업진흥공로 국무총리표창

1998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석사

계명대학교

교수/대외협력처장

백 순 현

근정포장

산업포장



공로부문

자연주의 디자이너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10년간 출강

IF Award등 국내외디자인상 다수 수상

Red Dot Design Award 수상

2016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한민국산업포장 수상

광고대행사오리콤,현대백화점,

패키지디자인 전문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

풀무원주식회사 디자인사장(CDO)등 역임

197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 졸업

자연주의 디자이너

이 영 희

㈜이너스코리아 대표이사

2016   KIDP Good Design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6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Finalist’ 수상 

2016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표창

2016  DFA Award ‘GRAND/GOLD’ 수상

2016  IDEA Design Award Finalist 수상

2016  Red Dot Design Award Concept Design ‘Winner’ 수상

2015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우수발명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015  Red Dot Design Award ‘Best of the Best’ 선정

1996~현재 키위신발디자인 설립/케이아이/이너스코리아 재직

1992~1995  코오롱상사 신발디자인 그룹(ACTIV) 근무

1990~1991  국제상사 수출개발부(REEBOK,NIKE) 근무 

1990  동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이너스 코리아

대표이사 김 규 덕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공로부문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재직

실내디자인 산업계와 학계에서 디자인개발 및 

자문, 심의, 심사, 국제활동, 재능기부, 방송활동, 

협회활동, 후학양성 등의 다양한 활동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골든스케일어워드 3회 수상 외 다수 

Essen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독일 Wiesbaden 조형대학교 실내건축전공 학사&석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김 경 숙

한서대학교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교수

한서디자인융합센터 부센터장

2013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이학박사)

2006~20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08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유공표창

200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졸업

200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과 졸업

한서대학교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교수 송 성 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로부문

포듐 대표이사

2016  대한민국  디자인공로부문 국모총리상 수상

2016  황금콤파스상 최우수 디자인상 수상(이탈리아)

2015  London 100% 디자인 우수 디자인상 수상 (영국)

2015  굿디자인 대상수상

1996  Interbrand (New York)입사

1992  Pratt Institute 시각 디자인 광고디자인과 졸업

1992  Catalina High School 졸업포듐

대표이사 김 경 민

제너시스 비비큐그룹 대표이사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겸임교수 재직중

2015, 2013년 KOSID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수상

1993년부터 나장수브랜딩연구소 운영

디초콜릿커피 카페베네 블랙스미스 토니버거 비비큐올리브카페 등 

다양한 상공간브랜딩

홍익대학교에서 실내설계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제너시스 비비큐그룹

대표이사 나 장 수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공로부문

퀀텀바이 대표이사

2011  현재 (주)퀀텀바이 대표이사

2016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013  IDEA Finalist 

20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2012  Red dot Best of the best 수상

2002~2008 엘지전자

2002  계명대학교졸업 

2000~2002 삼성디자인맴버쉽 9기

퀀텀바이

대표이사 박 지 연

(주)에이엔에프 대표이사

현 (주)에이엔에프 대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등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인천대학교 겸임교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 부회장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부단장(역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도시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공간디자인)

㈜에이엔에프

대표이사 강 도 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공로부문

중국 홍이디자인 이사 겸 수석디자이너

2016  미국 IDEA Award 수상, 독일 Reddot Award 수상, 

           독일 IF Award 수상 외 다수

2016   중국 홍이디자인 이사 겸 수석디자이너

2012~2015  한국 Good Design상 수상

2011, 2014, 2015  한국PIN-UP Award 수상

2011, 2012, 2014, 2015  중국홍싱장 수상 

2010   중국 미디어(美的)그룹 환경사업부 디자인센터 센터장

2008   중국 하이얼(海尔 )그룹 디자인센터 디자인전문가

2003   (주)디자인모올 주임연구원

2003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디자인학 석사 

20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공학학사

중국 홍이디자인 

이사 겸 수석디자이너

전 민 철

모트 대표이사

2017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선정(2회 연속)

2016  제18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장관상) 수상

2016  굿디자인(GD) 선정

2015  굿디자인(GD) 선정

2014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2013  기상청 제안경진대회 우수제안 국민투표 1등 수상

2013  정부3.0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국무 총리상)수상

2011  한양대학교 박사

2008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43회 특선

2008  ‘CREATIO’ 대한민국 최우수 디자인 100선 선정

2007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42회 특선

2005  모트 설립

2006  홍익대학교 석사

1999  서울산업 대학교 학사

모트

대표이사 채 호 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공로부문

보아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2016 한국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문 산업통상부장관표창

2016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상

2015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경지회 대외 협력이사

2015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대외협력이사

2012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최우수상) 부산문화재단 CI

2011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경지회 운영이사

2011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대외협력이사

2010 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이사

2009 부산밥상공동체연탄은행 이사

2002 제4회 부산신발디자인공모전 입선 가작

2001 부산시 교육청 심볼마크 공모 당선 “장려”

2001 부산아시안게임 기념주화 공모 당선 “가작”

2000 부산·울산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위원

2000 KIDP 산업디자이너 등록

보아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진 영 관

빼띠앙뜨 대표이사

2016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문 수상

2010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모범중소기업인부문 수상

2010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문 수상

2009년 모범납세자상 

(사)패션디자이너협회 회장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 이사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김종월 장학회 운영 

강남문화재단 이사 역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이화여대 정책과학 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빼띠앙뜨

대표 김 종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016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발행일   2017. 05. 01

발행인    정용빈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Tel. 031-780-2163 Email. kda@kidp.or.kr

총괄책임  김윤집

실무책임  채윤병

담당   손장민

앱제작  클비시스템

본 전자책자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사업의

일환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 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