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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센터 소개

Introduction of DCB

부산디자인센터는 창의 디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 중심의 디자인
정책에서 벗어나 동남권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관련 인적·물적 정보를 집적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에 대응할 창조적 전문경영체제 정착,
자립과 성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 디자인 프로젝트
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 부산디자인센터 모든 구성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발전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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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DCB Overview

설립형태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센텀시티 내)

규

모

대지 5,410㎡, 연면적 23,435㎡

건물층수

지하3층 지상8층

개원일

2007년 4월 20일

주요시설

체험관, 전시실, 이벤트홀, 회의실, 디자인벤처센터, 장비지원실 등

연혁

DCB History

공공디자인 혁신사업, 디자인관련 교육, 지역특화 디자인 혁신산업, 선진 해외디자인 정보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디자인 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의 품격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1 04월

부산디자인센터 개원4주년

2010

디자인위크 2010 부산 개최 (www.designweek.kr)

11월
09월

2009 09월
05월
2008 11월
09월

김재명 제3대 원장 취임
지식경제부 디자인 거점센터 지정
지식경제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디자인체험관 개관
김재명 제2대 원장 취임

2007 04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개업

2006 12월

부산디자인센터 건물준공(건축10월/전기 통신 12월)

08월

박수철 초대 원장 취임

06월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시행(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04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창립 발기인 총회

2002 10월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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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VISION

DCB V.I.M Vision, Identity, Mission

Design Policy Enforcing Organization

Design Technology

디자인정책 수행기관

디자인기술

집적화

Design Information

디자인정보

Concentration

R&D in Design

디자인 R&D

Identity
지역디자인
진흥기관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Loc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디자인
진흥기관

HDR

Design R&D
Organization

디자인연구
개발기관

Human Resource Development

디자인전문인력

디자인인력 양성기관

Vision
아시아 디자인
진흥 허브
A hub for Asia design
promotion

Building of local design infrastructures

지역디자인인프라정립

Promote

지역디자인
산업의 활성화

DCB V.I.M Implementation Strategies

Support local

Mission

the local
design industry

design
innovations

지역디자인혁신
Supporter

A
Asia, Affective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가치
(anew value)
DCB V.I.M
Implementation strategies
부산디자인센터 V.I.M

실천전략

+

C
Culture, Creativity

A.B.C
A.B.C strategy

B
Best, Business

재미와 즐거움 새로운 발견과 발명
(fun-loving)의 쾌적한 (re-invention)의
도시환경 문화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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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원장

이사회

감사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실

기획경영팀

디자인지원팀

인프라서비스팀

전략사업팀

•예산, 회계, 총무

•디자인진흥 및 지역디자인특화

•시설지원

•전략사업 유치

•대내외 협력

•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장비지원실 운영

•사업전략 연구

•인사관리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교육 및 디자이너 재교육

•정보화

•원스톱기업지원

•체험관 관리운영, 전시기획

•디자인신기술 보육 및 창업
•디자인정보수집 및 제공
•국비, 시비수탁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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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Small Business Support Projects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14개 과제 28개 기업 지원
•상반기 : 6개 과제, 12개 기업 215백만원 지원
•하반기 : 8개 과제, 16개 기업 243백만원 지원

기업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 30개 업체 컨설팅 지원
•2월, 5월 각각 15개 업체, 1개 업체당 5백만원, 150백만원 지원

디자인 1인 창조기업육성 지원사업 : 6개 과제 60백만원 지원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 개최 ’11. 11. 15 ~ 17(3일간)
•75개 업체 참여(매출액 : 18,100천원), 방문인원 : 3,900여 명(어린이 450여 명)

캐릭터 개발 및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위한
웹툰 개발 (REAL SPACE)

(재) 디자인센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홍단' 포장디자인 개발

가정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텐트 제품 디자인 개발

홈쇼핑 유통을 위한 RUNHILL
신상품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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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사업

Design Promotion Project

디자인정보지 발간사업 : 최신 디자인정보 및 각종 지원사업 등 소개
•디자인정보지 2,000부 발간 및 국내·외 배포 예정(’12. 1월)

2011 부산디자인발전 포럼 개최(’11. 12. 5)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추진, 주제 : 부산디자인산업의 발전과 소통

디자인정보지 발간사업 결과물

2011년 부산디자인발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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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수탁사업

Design Consignment Project

지역디자인혁신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최우수과제 선정(5월)
•사업비 증액 580백만원 ⇒ 624백만원(국비), 협약체결 : 6월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개발 지원 : 3개 과제, 해양디자인 국제 세미나 개최(10월),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10월) : 수상작 87점, 830여 명 관람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사업비 증액 350백만원 ⇒ 500백만원)
•상반기 디자인컨설팅 103개 기업 대상 160건 수행
•하반기 46개 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 중

부산시민공원 명칭제정 및 BI 개발사업 : 명칭(3월), BI개발(6월)
2011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 개발사업 :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5월)
•밀리터리 패턴 활용 기능성 방한복(부산의용촌 GNT, 45백만원)
- 밀리터리 문양 3종, 아웃도어 스타일 6종 개발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 CI 개발(10월)
에코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 : 창업 및 취업 마케팅 지원 5명, 교육 40명

부산시민공원 명칭제정 및 BI 개발사업 결과물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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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 개발사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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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디자인역량 강화·지원 확대

사업목표

•경영혁신을 통한 디자인서비스 질 향상
•국책사업 발굴 및 사업유치

주요사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기업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디자인진흥사업

디자인정보지 발간사업
2011 부산디자인발전 포럼(10백만원)

지역디자인 혁신사업(3차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부산시민공원 명칭제정 및 BI 개발사업

수탁사업

2011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 개발사업
부산영상센터 CI 개발사업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에코디자인마케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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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Satisfaction Research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11. 11. 15 ~ 11. 30(16일간)
•조사 기관 | 다솜리서치
•조사 내용 |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디자인 1인 창조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해당년도

참여기업 수

주관기업 수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사업명

2010년

12개 기업

12개 기업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2011년

30개 기업

30개 기업

디자인 1인 창조 기업 육성 지원사업

2010년

-

4개 기업

비고

만족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참여기업)
- 2010년도 총 사업비 : 516,200천원 (시비 309,000천원 + 민자 207,000천원)
- 2011년도 참여기업의 매출액 분석
구분

매출액 증가 비율

참여 기업 총 매출액

평균 34.1% 증가

지원사업 품목 매출액

평균 16.5% 증가

비고

※ 2011년도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액 : 평균 128억 6천 5백만원(50억 미만 54.5%, 10억 미만 27.3%)

- 2011년도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분석
구분

조사항목

만족도

서비스품질 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신뢰성

평균 70.9%

전달품질 만족도

혁신성, 충분성

평균 68.2%

성과품질 만족도

개방성, 신속성, 합리성 등 10개 항목

평균 73.0%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효과

지원사업 효과 3개 항목

평균 70.9%

디자인자문단 의견ㅤ

디자인자문단 관련 3개 항목

평균 73.3%

디자인전문회사 연계 의견

디자인전문회사 관련 2개 항목

평균 70.9%

비고

: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만족(평균 71.2%)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 항목에서 사업의 지속적 이용 의향
항목에서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사업 관련 사전 안내 및 사후 관리가 63.6%로 가장
낮게 분석됨
- 2011년도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디자인개발비의 자부담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81.8%로 나타남.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참여기업)
- 2011년도 총 사업비 : 15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2011년도 참여기업의 매출액 분석
구

분

참여기업 총 매출액

매출액 증가 비율
평균 19.9% 증가

※ 2011년도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액 : 평균47억 5천 7백만원(50억 이상 32.1%, 30억 미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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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2011년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2011년도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분석
구분

조사항목

만족도

서비스품질 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신뢰성

평균 75.4%

전달품질 만족도

혁신성, 충분성

평균 74.5%

성과품질 만족도

개방성, 신속성, 합리성 등 10개 항목

평균 78.1%

디자인컨설팅사업 효과

지원사업 효과 3개 항목

평균 75.9%

디자인자문단 의견ㅤ

디자인자문단 관련 3개 항목

평균 80.7%

디자인전문회사 연계 의견

디자인전문회사 관련 2개 항목

평균 76.9%

비고

: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만족(평균 76.9%)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 항목에서 디자인 개발
예산 반영 항목이 72.4%로 가장 낮게 분석되어 디자인 개발비 지원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음
디자인 1인 창조기업육성 지원사업
- 2010년도 총 사업비 : 90,000천원 (시비 90,000천원)
- 2010년도 1인 창조기업 만족도 조사 분석
구분

조사항목

만족도

서비스품질 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신뢰성

평균 73.3%

전달품질 만족도

충분성

평균 75.0%

성과품질 만족도

개방성, 신속성, 합리성 등 10개 항목

평균 76.0%

지원사업 효과

지원사업 효과 3개 항목

평균 61.7%

디자인 멘토 의견ㅤ

디자인 멘토 3개 항목

평균 68.3%

비고

: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만족(평균 76.9%)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 항목에서 지원서비스의 처리일정
및 절차의 합리성 항목이 55.0%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고 센터의 지원이 기대수준을 충족하다는 항목이
85.0%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지원사업 문제점 및 건의사항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 관련 사전 안내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 디자인개발비의 자부담 비율(기존 40%)이 너무 높아 낮추어 주길 희망
- 기타 의견과 사업 진행 중의 건의사항은 기업부담금 비율을(10~20%) 하향하길 희망, 사업일정 조정, 주관
(디자인)기업 선정, 신제품 제작비 지원 등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 전체적인 사업의 만족도는 높게 나왔지만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디자인 개발 예산이
부족하여 디자인 개발비 지원 희망 기업이 많으며, 기업당 지원되는 사업비(5,000천원)가 부족하여 컨설팅
결과의 완성도가 낮아 향후 실용적인 컨설팅이 되길 희망(디자인 개발지원 연계 운영)
디자인 1인 창조기업육성 지원사업
- 2010년 4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의 성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만족
도의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지원 범위에서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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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
•사업내용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규모 : 14개 과제 내외 지원
•사업기간 : 2011. 1 ~ 12월(연 2회)
•전담기관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목적
‘2011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방법
•기업의 디자인 수요에 대하여 공모 후 제품 및 시각디자인 개발지원·자문
•디자인 전문기업, 수요 기업 매칭방식으로 지원
•과제별 최대 40,000천원(참여기업부담금포함, 과제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및 분야
- 신청일 현재 부산지역에 소재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기존제품의 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 디자인개발사업 착수 후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 부가가치 확보 및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포장디자인 개발
-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올릴 수 있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을 우선으로 지원
- 지역특화산업의 부산시지정 선도기업, 디자인전문회사 가점우대

추진체계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부산디자인센터)
실무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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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주관기업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개요

지원결과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결과 : 14개 과제 28개 기업 지원
•상반기 : 6개 과제, 12개 기업 215백만원 지원
•하반기 : 8개 과제, 16개 기업 243백만원 지원
구분
01

과 제 명
(주)통영산업 해사랑 황토염 간고등어 포장디자인 개발

주관기업

참여기업

보아스 커뮤니케이션

(주)통영산업

02 ‘홍단’
패키지 디자인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김현숙한복연구소

03

호흡기 질환예방을 위한 코세정용 네띠 Kit 개발

㈜리디자인

(주)이퉁

04

홈쇼핑 유통을 위한 RUNHILL 신상품 디자인 개발

케이아이

(주)영운산업

05

추적식 친환경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디자인 제안

디자인 에코

(주)에이비엠그린텍

06

광섬유봉을 이용한 신경치료용 투시장치 센서 디자인

시선플러스㈜

드림레이

07

각도조절이 되는 기능성 무릎재활보조기 제품디자인 개발

(주)리디자인

아미실업

08

유압실린더 버핑기 외형디자인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에스에프에이

09

네오텍 기능성 제품 패키지디자인

아이온디자인

네오텍

10

하지재활훈련장비의 디자인 개발

블레싱에코디자인

광원메디텍

11

가정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텐트 제품디자인 개발

아트핸즈

NF ECO

12

용접기자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포장 및 CI 디자인 개발

니토디자인

(주)일흥

13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선플러스(주)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14

(주)송광사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1종1점) 개발

aXis CMC

(주)송광사

기대효과
•지역 중소기업 업체들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기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윤 극대화
•디자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차별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를 통한 상생관계 유지 동반성장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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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통영산업 해사랑 황토염 간고등어 포장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통영산업 / 대표자 장창익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763-20
051)291-5101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보아스커뮤니케이션 / 대표자 진영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504
051)556-0050
www.boascc.net

www.haesarang.co.kr

과제 개발 범위
수산물 제품 포장 디자인 시장 조사, 분석
(주)통영산업의 황토염 수산물 제품(간고등어, 삼치살, 고등어살) 3종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개발 필요성
(주)통영산업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사용되던 알카리성 “황토염”을 특허 받은 앞선 기술로 제조, 황토염 간고등어, 삼치
살, 고등어살 등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 먹거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주)통영산업 소유의 통영선단
에서 어획하여 생산 가공, 보관, 유통, 연구 개발까지 하는 One Stop System과 특허 받은 기술력, 부산 명품 수산
물 등록 등 막강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단발적인 포장디자인 개발로 인한 브랜드, 제품과의 연계성 부족, 디자인 인
력과 마케팅의 부족으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이미지, 인지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상
승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포장 디자인 시스템의 정립, 개발이 필요하다.

디자인개발방향
One Stop System으로 인한 제품의 우수한 신선도, 황토염을 사용한 몸에 좋은 식품, 맛과 영양과 가격의 만족으로
고객의 식탁을 풍성하게 제공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살려 “Full of Health TY(통영)”이라는 컨셉으로 접근. 신선함과
고객의 신뢰를 나타내는 색상, 디자인에 황토염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개발
을 진행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두 가지 타입의 디자인을 개발.
한 가지는 각 제품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적용, 제품의 특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동일한
디자인에 제품마다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의 품질, 인증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앞면에 인증마크를 배치하였다. 푸른 계열의 색상으로 청정지역에서 잡은 신선한 제품임을 나타내고 주황색
계열의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황토염 제품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포장디자인 시스템을 정립, 이후 개발되는 제
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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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성과

기존 제품

최종 개발 제품

▲ 황토염

간고등어

▲ 황토염

▲ 황토염

고등어살

삼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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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한복연구소 ‘홍단’ 포장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김현숙한복연구소 / 대표자 김현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582-74
051)852-1417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 대표자 박이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67-26 태인빌딩 4층
051)905-1100~1
www.design2004.co.kr

www.hongdan.com

과제 개발 범위
•2011년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김현숙 한복 연구소 홍단 패키지 디자인 8종

디자인개발 필요성
2000년 이후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뒤 얻어갈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소 중 가장 큰 것은 한국적인 것을 선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을만한 것이 적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가장 한국적인 선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까?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의문점의 답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에서 찾게 되었고, 한복이라는 한국만의 의류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경쟁력과 세계적인
장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많은 한복 기업 가운데 ‘홍단’은 개량한복은 물론, 한복을 활용한 현대적 의류를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홍단’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패키지 디자인의
부재였다. 관광객들의 경우 기념품 혹은 선물로 구매하는 사례가 높은데, ‘홍단’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디자인으로써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에 임하게 되었다.

디자인개발방향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요소들을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에 접목시켜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디자인 개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전통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추출한 결과, ‘십장생’이 가장 보편적인 것에 착안. 십장생 중 대표 생물들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하여 관광객들의
눈에 한국적인 美와 세계적 트렌드의 만남을 제안한다.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1) 특징 : ‘홍단’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카림 라시드와 스왈로브스키의 디자인 트렌드를 접목하여 한국적 전통 요소에
현대적 패션 디자인 요소가 결합되어 개발되었다.
2) 장점 : 고가상품의 경우 패키지 박스, 종이가방 등에서도 타인들의 주목률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성향이 높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블랙 & 실버 컬러의 사용이 높은데, 이번 dni의 개발 목적은 블랙 바탕에 보석 느낌의
후가공 처리를 통해 주목률을 높이면서 세련미를 전달함으로써 구매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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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보(대) ◀
이불보(소) ▼

종이가방 ▲

한복상자 ▲
▲ 파우치상자

▲ 보석함

▲ 와이셔츠

상자

상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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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예방을 위한 코 세정용 네티 KIT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이퉁 / 대표자 우성미
부산 북구 만덕3동 763-13 부산이노비즈센터 303호
051)231-7051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리디자인 / 대표자 여태영
부산 사상구 삼락동 342-19 5F 506호
051)304-9060
www.redesign.co.kr

www.etwounginc.com

과제 개발 범위
기능 마케팅 전략 분석, 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 전개 후 정밀 렌더링 이미지, 관련 시방서 배포 및 도면제작, 디자인 Mock-up 1set

디자인개발 필요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3% 소금물로 코를 씻어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카톨릭 의대 부천
성모자애병원 이비인후과 최영철 (崔榮哲) 교수팀은 최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농도를 달리한 소금물(0.65%,
0.9%, 3%, 7%)로 코를 씻어낸 뒤 콧속 섬모의 운동성을 살펴본 결과 3% 소금물에서 코 세척 효과가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최근 그 농도가 가히 치명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황사와 각종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예방효과가 크지 않아 적극적인 코 세정을 병원에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이퉁의 경우 전통도자기 네띠를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세트제품개발이 되지 않아 대중적 보급에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불편하며 부가가치도 떨어져서 kit
형태의 일체형을 디자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개발방향
1. 네띠포트 등 각종 악세사리 보관 방법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다.
2. 하드케이스를 디자인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용의 편리성은 물론 상품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3. 생산성과 개발 비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초기 개발비용을 절감시켜 디자인 개발 이후 즉시 상품
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대중화 시키는 가운데 브랜드 런칭이 될 수 있게 한다.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최근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되어 폭발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BC3000년 경부터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수행 방법 중
신체정화행법(샤뜨까르마)의 하나로 사용되어온 네띠포트는 소금물로 코(비강)를 세척함으로써 안면근육 긴장을
해소하고 코속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광범위한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신체정화기구이다. 전통
도자기 네띠를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세트제품개발이 되지 않아 대중적 보급에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단품형태로 인해 대중적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본 디자인 개발을 통해 3mg의 티백,
희석용기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가방 등과 세트가 되어 대중화가 가능하고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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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유통을 위한 RUNHILL 신상품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영운산업(주) / 대표자 전용택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21
051)313-4447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케이아이(KI) / 대표자 김규덕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센텀IS타워 1013호
051)337-0080
www.kidnb.com

과제 개발 범위
남성용 1개 모델, 여성용 1개 모델이며 신발 밑창 모듈을 공유한 디자인 개발

디자인개발 필요성
•자체브랜드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독자적 상품개발능력 확보
OEM 생산에 주력해온 관계로 자체브랜드 상품기획은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메이저 회사들의 상품기획파트와
긴밀히 협력 개발한 주관기관의 경험을 통한 디자인 개발은 참여기업에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능력을 확보하게 한다.
•특정 마케팅 채널에 적합한 디자인 접근
주관기관의 입장에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의 경우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소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하고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 적용되며 이와 연계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소비자의 트렌드에 민감한 주관기관과 기술적 트렌드에 정통한 참여기업의 협력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 개발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수익의 다각화에 기여
근본적으로 수요처에 좌우되는 OEM 방식 생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지속적인 디자인 및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에 기여한다.

디자인개발방향
•기존의 개발상품을 생체공학 전문가를 통해 성능평가 분석을 의뢰 문제점 파악
•홈쇼핑 채널의 PD와 소비자패널 품평회를 통해 마케팅 관점의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함
•워킹, 토닝화가 단순충격흡수 기능이 아닌 보행자세 교정과 운동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능과 디자인의 우수성
(GOOD DESIGN상 신청예정)으로 차별화 전략에 임함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지속적인 워킹화 시장의 확대를 겨냥한 홈쇼핑 유통목적의 상품
•중산층과 서민층을 소구대상으로 하기 적합한 상품임
•워킹, 기능화 목적의 쿠셔닝 시스템을 가진 스프링구조의 기능성 특허기술 신발
•기존제품의 피팅테스트 결과 스프링 결합구조물 파열현상으로 인해 에어백+스프링구조로 전환
•SOLE의 딱딱한 결점을 스프링 높이는 낮추고 베어풋 밑창설게를 통하여 가볍고 부드럽게 디자인 해결
•쇼핑물 MD의 요청으로 성인남성과 여성을 타겟으로 한 후 아동상품으로 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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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남측 측벽면에 설치가능한 추적식 친환경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디자인 제안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에이비엠그린텍 / 대표자 김병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2002호
051)759-8632

기업명
주 소
전 화

디자인 에코 / 대표자 이돈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414호
051)207-3530

http://abmarch.co.kr/

과제 개발 범위
추적식 태양광 채광시스템 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1종

디자인개발 필요성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경우 성능적인 면에서는 해외 제품과 대동소이하나 설계 및 동작을 우선으로 하여 외관
디자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
•특히 디자인 제안 제품의 경우 주로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주거 공간의 벽체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제품으로 건물의 미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수적임.
•또한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입대체 및 수출을 고려할 시 제품의 우수한 성능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한 디자인 요구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 이용한 디자인 필요
•기존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비효율성 극복한 디자인 적용

디자인개발방향
•대단위 주거 공간의 벽체면에 설치 문제점을 고려한 디자인
•효과적인 벽면적용 방향 제시
•사용자 및 니즈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기존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평이한 디자인 탈피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 제시
•태양에너지(자연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편리하고 쾌적한 디자인
•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디자인
•새로운 가치·문화 창출이 가능한 디자인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태양광조명 기술은 태양에너지를 전기나 열로 변환하지 않고, 자연광 유입이 어려운 실내공간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자연광을 유입시키는 시스템
•크게 조명 및 생육광으로 이용하는 기술로써 광을 모으는 집광기술, 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송하는 전송기술,
전송된 빛을 발산하는 산광(배광)기술로 구분됨
•이 시스템은 렌즈를 통해 집광된 빛을 광섬유를 사용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집광하는 렌즈와
집광된 빛을 전송하는 광섬유로 구성됨.
•집광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추적 장치가 사용되며 태양의 방위각과 경사각을 모두 추적하는 2축 방식과
경사각만을 추적하는 1축 방식이 있으며 광전송거리가 길고 시공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산란광 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연중 운영 가능 일수는 120일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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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봉을 이용한 신경치료용 투시장치 센서 디자인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드림레이 / 대표자 김대연
부산시 남구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산학협력관 405호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시선플러스(주) / 대표자 김 광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506호
051)742-0143
www.seesunplus.com

051)627-9309
www.dreamray.co.kr

과제 개발 범위
손잡이 형 의료기기관련 시장 조사/분석 및 디자인 개발

디자인개발 필요성
•본 사업의 의료기기 제품은 임플란트 수술 시 저선량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치조골 내부의 뼈, 신경, 치아의
형상을 보면서 수술하는 장비로서 국내외 최초로 상품화된 제품이다. 이러한 최초의 기술력에 트렌드에 걸맞은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의료기기의 뒤쳐져 있는 디자인은 제품의 질을 떠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의료시장에
혁신적인 디자인 제안을 통해 보다 진보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한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출시 하기위한 디자인을 진행하다 보면 제품 기술력뿐만 아니라 설계도 진보되게 된다.
이러한 각 부분, 기술, 설계, 디자인의 진보에 의한 제품 출시는 곧 매출 극대화를 꾀한다.
•본 전문 의료기기의 사업 진행은 디자인 전문기업으로서의 노하우와 경력에 일부분이 되며 앞으로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서 더 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이 앞서 서술한 4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의료기기 사업의 지원 사업 중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이는 차후의 거시적인 목표로서 고용 증대로 까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디자인개발방향
•상품분석 : 사용방법은 여성(치위생사)이 손으로 센서를 잡고, 3~4분 연속사용
제품의 특성상 가볍고, 손에 쥘 수 있는 편안한 그립감이 필요함(인체공학적요소)
•첨단, 고가제품에 부합제품이미지

•센서의 중요성 (기능, 원가, 사용목적 집중)

•금형제작감안 원가절감형 디자인

•본체와 색상 matching 중요성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치아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에 치아 내부 여러 가닥인 신경관 내 신경조직에 생긴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전제로
채워주는 치료행위를 한다. 치아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감각으로 신경 조직을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한 치료가 사실상 어렵지만 당사가 개발할 신경치료용 투시장치는 치아 내부를 실시간 보면서 염증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투시장치임으로 편리하고 수술 성공률도 높은 제품이다.
•신경치료용으로 구강내 삽입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센서 직경이 12MM로 광 섬유봉으로서 투시 전용이다. 기존의
생산모델과는 20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고 밀폐형으로서 디지털(Digital)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신규 s/w 개발을
통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한 신규허가를 획득하여 (70가지 시험을 거쳐 검증됨) 검증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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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조절이 되는 기능성 무릎재활 보조기 제품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아미실업 / 대표자 유실근
부산 사하구 장림동 980-61
051)293-6472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리디자인 / 대표자 여태영
부산 사상구 삼락동 342-19 5F 506호
051)304-9060
www.redesign.co.kr

www.a-mi.co.kr

과제 개발 범위
기능 마케팅 전략 분석, 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 전개 후 정밀 렌더링 이미지, 관련 시방서 배포 및 도면제작, 디자인 Mock-up 1종

디자인개발 필요성
재활의학 치료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부응하여 환자 개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재활 보조기구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눈에 띄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면 많은 고통과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장애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신체의
기능이 소실되었을 때, 재활 보조기구는 제 2의 신체가 되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와 인식의
잘못으로 재활 보조기구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몰라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거나, 자신의 신체에 맞는 재활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등 재활 보조기구의 사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를 고려한 무릎보조기의 디자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디자인개발방향
•즐거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특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도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감성을 울리는 껍데기의 디자인을 한다.
•무릎 보조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팔고 공유시키는 과정이고 감성 디자인에서 감성브랜딩으로 전략을
세워 디자인한다.
•기업이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물론 내부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타사제품과의 차별성으로 다양한 조형과 그에 어울리는 재질과 다양한 표면처리, 색감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유도해야 하며, 의외성을 강조하여서 새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줄 것이다.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0도에서 135도까지 자유로운 각도조절이 가능한 각도조절형 무릎보조기는 재활치료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아주 편리하다.
•부드러운 패드소재를 안감으로 사용하여 밀착성과 터치감을 높이고, 내구성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탈부착 및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패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릎관절을 좌우에서 직접 보호 및 지지하여 외부의 충격
이나 뜻하지 않은 외력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기능성 극대화를 위해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합금의 지지프레임을 갖추고, 내충격성의 플라스틱 고정대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질은 무릎보호대의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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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실린더 버핑기 외관 케이스 디자인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SFA / 대표자 김영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09번지
051)325-2900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아이엠커뮤니케이션 / 대표자 성기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9 퍼스트 인 센텀 605호
051)925-0141
www.iamcc.co.kr

www.sjfa.kr

과제 개발 범위
유압 실린더 버핑기 시장 조사 및 분석 외관 케이스 디자인 개발 / 디자인 Mock-up 1종

디자인개발 필요성
유압실린더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기계에 사용되고 있다. 건설장비, 항공기, 자동차, 실험기구
등 현대사회에서 힘을 써야 하는 거의 모든 곳에는 유압실린더를 사용하고 있다. (주)SFA의 기술력으로는 유압실린더
제조기계의 최고기술을 가진 독일업체와 비교해도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하며, 스웨덴 경쟁업체와도 항목별 차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제품인지도 상승으로 기업브랜드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며, 현 제품 판매수익 (판매가격 1.5억 × 연평균 판매대수 (60대) = 90억)을 디자인 개선 후 제품의 가격을
상승(판매가격 2억 (세계최고수준 대비 70%) × 연평균 판매대수 (60대) = 120억)하여 약 25%가량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개발방향
현 버핑 시 Grinding & Polishing 구간에서 공정상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및 진동을 Case를 이용해 치명적 공해의
원천을 차단하고, 산업장비의 특성상 복잡하고 난해한 외관을 Case를 이용해 제품 사용성 극대화 및 시각적 정리효과를
제공한다. 나아가 유압실린더 버핑기뿐만 아니라 (주)SFA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기들을 통일된 Color 적용으로 차별
화된 Product-Identity를 구축하는데 용이한 디자인 가이드 제시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유압 버핑기의 Grinding & Polishing 구간에서 발생하는 공해 및 위험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제품
•환경적 미세분진 및 화제의 위험요소 제거

•소음공해의 감소

•색체를 이용한 산업기기 안전예방 성과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게 작업편의 제공

•(주)SFA만의 Product Identity를 구축
•현재의 투박함을 벗어난 (주)SFA만의 독창적 케이스 디자인 개발
•Shape 개선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주)SFA 제품만의 Color Identity 적용

•디자인 개발로 인한 제품 신뢰도 상승 → 기업브랜드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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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텍 기능성 제품 패키지 디자인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네오텍 / 대표자 장호기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30-5
051)624-3700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아이온디자인 / 대표자 윤장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1호
051)202-3438, 3439
www.iondesign.co.kr

www.neo22.com

과제 개발 범위
인솔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인솔류, 기능성 양말류, 선물세트박스, 보호대류, 포장지 및 쇼핑백 등

디자인개발 필요성
특허 받은 알파륨을 통한 높은 항균성으로 족부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장애를 가진 당뇨환자들의 발 건강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아치형 깔창으로 발의 모든 부분이 깔창에 닿아서 발의 피로회복과 자세교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 수요층이 대부분 5~60대, 특히 당뇨질환이 있는 분께 국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온라인과 함께 판매를
함으로 구매층이 20~70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환경변화, 각종 질병 및 성인병으로
고통이 증가하고 자연과 단절되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짐으로 젊은 세대 구매층으로 확대됨으로 시장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으나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패키지 이미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 회사의 제품인지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네오
텍”의 인지도를 높이고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개발방향
•네오텍은 브랜드인지도가 낮고 광고에 투자부분이 적기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으로 네오텍의 입지를
굳히도록 한다.
- 주 타겟층은 30~40대
- 세련되고 도시적이며 심플한 컨셉
- 고급스럽고 중채도이며 조화로운 색을 주색으로 하고 제품군에 따른 보조색
- 제품특징과 브랜드 이미지 부각이 되는 일관된 디자인
※조사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폭넓은 구매층을 위한 기존의 5~60대에서 연령대를 끌어올림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폭 넓은 구매충을 위한 심플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주상품 외의 모든 제품군 및 종류를 파악을 하고, 다음
향후 개발상품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 및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라인별 관리도 용이하다. 아이템별
명확한 컨셉을 잡아 현재의 상품엔 다른 제품이지만 대부분 같은 설명이 적혀있다. 기능성 인솔 종류에도 각각의
특장점을 찾아 패키지의 반영하여야 구매자의 이해력 향상과 도움으로 구매력을 높일 것이다. 개별적인 지기구조
개발을 해서 현재시장의 대다수는 사각형태의 기본 지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금의 변화만 주어도 타제품
과의 차별을 가져다주고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기능성 인솔이니만큼 건강에 대처하는 소비자들은 가격보단
질이 우선일 것이다. 현재보다 고급재질로 변화를 주어 가격대에 맞는 건강보조상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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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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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재활훈련장비의 디자인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광원메디텍 / 대표자 박상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1-2 2층 4층
051)304-1520

기업명
주 소
전 화

블레싱에코디자인 / 대표자 류관현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421호
051)202-3515

과제 개발 범위
하지 재활의료기기 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디자인 2D, 3D 렌더링, 3D Data

디자인개발 필요성
상반기에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였던 기업디자인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에 의해 주관기업인 블레싱에코디
자인과의 사업수행결과 광원메디텍의 제품군에 대한 디자인분석과 향후 개선하여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립 후,
디자인 컨설팅 사업결과의 사후관리를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관련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실제 생산 제품과 연관시켜 기업활동에 적용시키고자 하여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분석결과 부가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CONBLE LS(하지재활훈련기)에 적용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광원메디텍의 개발
제품으로 기능성 및 기구적인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처인 병원과 환자들에 의한 평가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으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계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고 차가운 느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해외 경쟁제품과의 경쟁에서도 가장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였으나
광원메디텍의 디자인 개발능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사업에서의 지원을 발판삼아 보다 경쟁력 있고
디자인적으로 발전된 제품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디자인개발방향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편안하고 편리한 디자인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고 기업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참여업체의 기술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방향제시
(Mass Product Model, Next Term Model, Conceptual Model)
•Series Design (참여기업의 Identity 제시)
•Market Positioning에 맞는 디자인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Mass Product Model : 참여업체의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절곡, 용접, 소형 사출물을 사용, 사출물의 경우 다른 제품에도 공용할 수 있게 디자인.
•Next Term Model : 참여업체가 근 미래에 제작할 수 있는 제품,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지만, 초기
투자비가 발생하는 디자인 (경영사정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Conceptual Model : 참여업체의 디자인 방향과 성격을 제시하는 제품으로 기능이나 구조 현실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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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최종 개발 제품

Mass Product Model

Next Term Product Model

Concept Produ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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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텐트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NFECO / 대표자 이상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96-1
051)505-1192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아트핸즈 / 대표자 김석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8 인텔리움센텀 407호
051)741-8342~3
www.arthands.co.kr

http://www.nfeco.co.kr

과제 개발 범위
실내산소발생기 및 산소텐트 디자인 개발 / 디자인 Mock-up 2종

디자인개발 필요성
미래의 핵심전략으로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 개발이 중요한 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
해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특히 부의 축적과 더불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급격히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공기청정기와 같은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이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소를 제품으로 응용한 산소 산업이 기존의 응용분야에서 확장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개발하고자하는 산소텐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소를 자연계에 없는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 내는 기계로서, 사람이 내부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피부미용 및 치유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산소텐트는 미래 산업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과 디자인도 함께 요구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산소텐트는 디자인이 미진하여 일반 레저용 텐트이미지를 탈피한 가정용 제품 개발 및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산소 텐트디자인이 필요하다.

디자인개발방향
기업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제품 스타일과 사용성, 이동성, 보관성에 중점을 두며 간편한 작동법과 시각적인 인터
페이스 적용으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산소방출 방지하며 공기가 통하는 적절한 원단의 적용과 안전성을
가미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용 제품에 맞는 형태로 전개한다.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산소텐트 :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율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기존 레저용 텐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가정에 어울릴
수 있는 외형과 구조를 접목하였다. 한 방향에서 펼쳐지는 구조로 보관 및 편의성을 최대화 시켰으며 디자인이 전혀
가미 되지 않는 지퍼방식의 산소주입구를 새로이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소실내기 : 사출물과 판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가정에 맞는 외형으로 개선하였다. NFECO의 산소토출기를 제품에
장착함으로써 빠른 제품 라인업을 구현하였으며, 생산성 및 양산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산소발생 유무를 물과 LED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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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Concen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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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실내기

산소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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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자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및 CI 디자인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주)일흥 / 대표자 김정애
부산시 강서 송정동 1579-2
051)831-0857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니토디자인 / 대표자 이상헌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52-17 삼원빌딩 4층
051)343-3845
www.nito.co.kr

www.ilhung.co.kr

과제 개발 범위
•포장디자인 개발 : 5종
(용접면 렌즈보호판, 전기용접봉 홀더, 자동차광 용접면, 플렉시블 토치바디, 인슐레이터 포장)
•CI 디자인개발 : CI 관리규정집 제작

디자인개발 필요성
•유럽의 우수제품과 경쟁하여도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 또한 우수하나 이에 걸
맞는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또는 저가의 영세 업체의 제품과의 혼동을 가져와 제품 이미지 실추가
우려 된다.
•기존의 CI는 용접의 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기업의 신뢰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관리 규정집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일흥의 우수한 기술력, 사업분야의 특성과 기업의 정체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으로 브랜드밸류 상승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개발방향
•독창적이고 심플한 디자인 개발 - 도전과 혁신의 불꽃을 상징하는 워드마크형의 CI 개발
•기업의 전반적 시각이미지를 통합하고 간편한 활용 - 활용별 그래픽모티브 3종 개발
•신규개발 기업이미지 반영된 일관성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 구조와 방법 개선으로 제품 보호기능 강화와 포장훼손 방지
•포장 재질 개선 및 규격화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사용환경이 고려된 디자인 - 기업 전용색상 활용으로 강한 대비와 명시성 높은 디자인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CI와 연계된 기업 전용 색상규정 - 일흥 고유의 Color Identity 수립
•표준화 규정집 제작을 통한 풍부한 어플리케이션 규정
•통합적인 기업이미지 관리로 브랜드 가치 상승
•해외 시장의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글로벌한 디자인 컨셉의 신규 디자인개발로 제품경쟁력과 수출경쟁력 향상
•기업 내부인력의 애사심 고양과 우수한 인재확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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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기존 CI

기존 제품

최종 개발 제품

변경 CI

변경 제품

43

13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B.I개발 및 포장디자인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마린바이오프로세스 / 대표자 이배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203호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업체명 / 대표자 김 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506
051)742-0143
www.seesunplus.com

051)722-5453
www.mbpc.co.kr

과제 개발 범위
•국내외 애완동물시장 조사 및 애완묘 사료시장분석, ㈜마린바이오프로세스의 애완묘 사료 신제품의 B.I 개발 및
포장디자인

디자인개발 필요성
웰빙과 건강이 화두인 지금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는 새로운 천연신소재의 개발과 확대를 이루어가며 세분화된
건강기능성 소재의 분야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GABA와 콘드로이틴 황산은 현재 국내의 정신건강 및 골격계 관련
기능성 소재로서는 진입상태이며 해외에서는 일반 상용화되어진 기능성 식품이다. 현재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는
해양생물유래의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과 콘드로이틴 황산 소재를 통해 여러 기능성 소재 분야에 진출할 것이다.
그 중 소재의 납품이 아닌 자사 생산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능성 애완묘 사료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연구와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에 비해 취약한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규모 분석 및 포장디자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디자인개발방향
2011년도 부산디자인센터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목표는 지역 중소기업인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의 주요
생산품인 해양생물소재의 유산균발효 다시마추출물인 GABA(Gamma Amino Butric Acid)를 활용한 기능성 애완묘
사료의 브랜드 개발과 1,800억 규모의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선점 브랜드들의 분석과 차별화 전략으로 신규 개발
되어지는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과 포장디자인 개발로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의 우수한
제품력과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확보함.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기존 시장의 선점제품들의 브랜드와 차별화된 브랜드 네임인 “왈츠 추는 냥이”
(1) 항산화 기능, 노 스트레스 기능, 간 기능 개선, 연골 강화기능에서 연상되는 기능성을 포함하는 단어의 추출
(2) 고양이 사료라는 제품의 특징에서 출발하여 고양이를 표현하는 연상단어 추출
(3) 기능과 사료의 효과와 효능을 표현할 수 있는 연상단어 추출
•기능과 성분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이미지화
(1) 각 기능에 대한 대표 이미지를 심벌로 제작 : 춤을 추는 고양이 이미지를 통해 즐거움과 관절(연골)의 건강함,
젊음 등의 메시지를 전달.
(2) 각 기능에 대한 그래피티 형태의 픽토그램 제작 : 기능별 효과에 대한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그래피티 형태의
픽토그램으로 제작하고, B.I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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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광사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관기업

기업명
주 소
전 화

(주)송광사 / 대표자 배승원
부산 사상구 모라동 276-4
051)305-2568

기업명
주 소
전 화
도메인

aXis CMC / 대표자 이영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7호
051)744-5990
http://www.cmcad.co.kr

과제 개발 범위
제품 브랜드 1종 1점 및 브랜드 매뉴얼, 포장디자인 1종 1점, 브랜드 특허출원

디자인개발 필요성
(주)송광사는 현재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독자브랜드를 개발해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M
방식이라고는 하나 디자인 개발실을 두고 있는 증 축적된 생산능력뿐 아니라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송광사만의
컨셉을 갖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제품에 브랜드를 맞추기보다는 향후 개발될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송광사만의 참신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군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 (주)송광사는 독자적인 브랜드 제품의 출시로 갑작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시장진입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늘릴 계획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디자인 개발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적극적인 영업전략 및
각종 전시회와 해외동향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신발 산업에 있어서 성공사례사 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송광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자인개발방향
게코 도마뱀의 뛰어난 발의 흡착력을 송광사가 생산하려고 하는 독자적인 기능성 아웃도어화나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송광사의 기업이념에 대입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또렷한 시각적 컨셉이 되는 게코 도마뱀의 발의 주름을
모티브로 하여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게코의 자연적인 이미지와 활기찬 이미지를 주기 위해 컬러를 지정하였다.

디자인개발제품의 특장점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성 아웃도어화의 시장이 점점 더 세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웰빙
바람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여가시간의 증가로 생겨난 시장이다. 기존의 대기업을 물론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기능성 운동화의 틈새시장을 찾아 매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개발완료된 브랜드 게트라는 뛰어난 흡착력의 발을 가진 게코도마뱀의 특징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웃도어화 제품을 생산하려는 송광사의 바람 및 컨셉의 공통점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게코 도마뱀이라는 살아
있는 생물에서 오는 친환경적 이미지와 기능성 아웃도어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특성을 게코의
발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며 확실한 컨셉과 브랜드의 특징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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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리트 마크

어플리케이션-사인물

코퍼리트 마크 변형활용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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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사업개요
현장방문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애로사항 컨설팅 후 개발 방향 제시
•사업내용 : 디자인자문단 및 디자인전문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애로해결 지원
•사업규모 : 30개 과제 내외 지원
•사업기간 : 2011. 1 ~ 12월(년 2회)
•전담기관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목적
부산지역 10대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및 부산선도기업, 향토기업, 사회적기업들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현장방문 진단을 통한 디자인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를 통해 해결
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방법
•단순 디자인 개선이 아닌 디자인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유도
•개발 위주가 아닌 새로운 고객·시장 가치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
•디자인 단일 컨설팅이 아닌 디자인 중심의 통합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을 제공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
- 부산지역 10대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및 부산선도기업, 향토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방법
- 디자인을 기본으로 마케팅, 유통, 경영전략,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관리 등 기업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분야의 전문가로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한 후 디자인 중심의 융·복합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을 참여기업에 제공
- 기업의 단일 제품이나 단일 서비스의 개선 수준이 아닌 통합적인 비즈니스 혁신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고객 가치와 시장(사업기회) 창출 기회를 얻도록 도움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중요정책 협의)

▶

사업전담기관 부산디자인센터
◀
(디자인지원팀)

자문위원(멘토),
평가위원(선정, 결과)

▲
참여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업체)

48

+

주관기업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컨설팅,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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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개요

지원결과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결과 : 30개 과제 60개 기업 지원
•상반기 : 15개 과제, 30개 기업 75백만원 지원
•하반기 : 15개 과제, 30개 기업 75백만원 지원
1차(상반기)

No

참여기업

주관기업

2차(하반기)

No

참여기업

주관기업

1

㈜파인테크원

프로인커뮤니케이션

1

㈜일흥

니토디자인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니드텍㈜

2

㈜성신신소재

㈜파이온

3

삼현금속

시선디자인

3

㈜힐닉스

아이온디자인

4

한려엔쵸비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4

ORTEC(올텍)

㈜아임커뮤니케이션

5

아미실업

㈜리디자인

5

세라론헬스틱

아이엠 커뮤니케이션

6

㈜에스에프에이

아이엠커뮤니케이션

6

㈜송광사

aXis C.M.C

7

광원에디텍

블레싱에코디자인

7

㈜녹채원

디앤아이 커뮤니케이션

8

미스바

시선플러스㈜

8

㈜마리움

보아스커뮤니케이션

9

㈜브이알코리아

㈜지엑스

9

돈키호테

프로인커뮤니케이션

10

네오텍

아이온디자인

10

㈜마린바이오프로세스

시선플러스㈜

11

대우유니폼

axis CMC

11

㈜들풀생활

효민디앤피

12

㈜솔루윈스

아트핸즈

12

NFECO

아트핸즈

13

부광산업

보아스커뮤니케이션

13

현대엔텍

시선디자인

14

㈜백산프로펠라

효민디앤피

14

㈜비에스 인터내셔날

㈜리디자인

15

㈜에바다수산

㈜아임커뮤니케이션

15

발리교역㈜

케이아이

기대효과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확보로 매출증대 및 디자인 마인드 함양
•우수 결과물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디자인컨설팅의 결과물 양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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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파인테크원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파인테크원
총괄책임자 백정용
연락처 051-527-9155
디자인컨설팅

● ●

기업환경분석

● ●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김동석
연락처 051-202-3515
사업성 분석

● ●

디자인전략 도출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파인테크윈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중장기 사업계획 미비 - 개발제품에 대한 시장개척 계획 필요
- 자금 및 영업, 마케팅 역량 미비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새로운 시장개척에 따른 기업역량 강화, 생산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 제품개발에 따른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필요
- 고객의 정확한 니즈 분석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주)파인테크윈의 조사 분석을 통해 내부/외부적 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으며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이루었음
•경쟁사의 디자인현황 분석과 기업디자인 수준에 대한 진단, 요소별 디자인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디자인 현황을 분
석하고 기업 TF팀과 함께 디자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도출 및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음
•(주)파인테크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주제 선택
•기업조사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디자인컨설팅, 개발 후 3년 이내 기업매출 150억 달성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기업 경영 목표 설정

기대효과
•산소발생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26~33%) 예상
•(주)파인테크윈의 시장점유율 30% 목표
•해외시장개척(1차 중국 및 아시아권, 2차 미국 및 서유럽지역)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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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총괄책임자 박해경
연락처 051-553-4844

주관기업

니드텍주식회사
총괄책임자 김윤경
연락처 051-971-788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외부환경개선

디자인컨설팅 개요
1. 해양자연사박물관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개관이후 17년간 부산의 주요 해양문화공간으로 이용됨
(94년 개관이후 현재 누적관람객 100만명)
- 이후 입지여건 및 시설 노후로 건물의 시각적 유도 접근성 상실과 홍보성 현저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박물관 무료화에 따른 관람자 증가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 현대화에 따른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재정비(건축적, 공간적) 및 홍보(시각적)역할 보강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구조적 보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동선분리계획으로 보행자 동선의 안전성 확보
•명확한 공간구성으로 효율성 증대
•오픈공간을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이 관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함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수행 및 관람자들을
위한 휴식 및 문화,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 증가율 확보
•시각적 유도 접근성을 높여 간접적 홍보기능 확보

기대효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재창출
•타 지역 시민들에 홍보역할 요소제공
•더 많은 국, 내외 관람자들의 방문 및 만족도 향상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이미지

▶ 개선방향 사례연구

51

03

삼현금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삼현금속
총괄책임자 최영규
연락처 051-944-6933

시선디자인
총괄책임자 김성목
연락처 051-244-0940

바디드라이어의 다양한 마케팅 방법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삼현금속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삼현금속은 다이케스팅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전혀 새로운 제품개발 사업에 투자, 연구/개발하여 바디
드라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 5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최초의 신체건조기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
- 제품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품 브랜딩과 마케팅을 위한 전략 마련에 소홀하였다.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국내 최초의 바디드라이어라는 차별점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 필요.
- 새로운 욕실가전이라는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안 필요.
- 개발 완료된 신제품(WinDic)의 브랜드화(BI, Package 등) 방안 필요.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현대의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적절한 제품홍보와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국내최초 개발제품인 바디드라이어가 디자인컨설팅을 통한 국내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국내매출 증대는 물론 이를
토대로한 해외수출 시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매출의 성과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기대효과
•새로운 욕실문화 발전의 선도기업으로 도약.
국내시장 천 진입의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러시아,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브랜드) 이미지

▶ Fresh Dry(매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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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 Dry(벽걸이형)

▶ WINDIC(천정매립형)

▶ 제품이미지(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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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려엔쵸비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한려엔쵸비
총괄책임자 박희춘
연락처 010-2255-0618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박이문
연락처 010-9321-9123

한려엔쵸비의 브랜드디자인 및 패키지디자인 개발방향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한려엔쵸비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한려엔쵸비는 국내 최초 브랜드 멸치를 런칭하여 창업 10년이 지난 지금은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자리매김하여 사업 분야 확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창업 초기의 기업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현재 한려엔쵸비의 90% 이상이 단체급식시장에 국한되어 있음. 이런 유통망의 변화를
꿈꾸며 다양한 시장을 겨냥 (일반마트 및 유통업체, 백화점, 글로벌 유통)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 필요. 한려엔쵸비의 디자인은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통일성 없이 디자인 되어
자사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하여 글로벌세계화를 위한 전문 브랜드로 도약하기에 힘든 실정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한려엔쵸비의 제품군이 정립되어 브랜드 정체성이 확립 종합식품 회사로서의 인지도를 가지며 향후 브랜드개발
및 패키지개발의 디자인컨설팅 이후 패밀리상품으로 구축 완성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감
•소비자들이 한려엔쵸비를 인지함으로 구매율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제품의 가치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한려엔쵸비의 목표인 종합식품 회사로서 글로벌유통경로까지 확보

기대효과
•디자인 중심 비즈니스 혁신 디자인 컨설팅으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제품 생산기업의 수익성 증대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한려엔쵸비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창출을 통해 푸드시스템
분야를 리더하는 1등 기업으로 성장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이미지

▶ 개선방향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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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미실업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아미실업
총괄책임자 강태웅
연락처 051-293-6472
시장대응력

●●

재활기기

●●

정형외과

(주)리디자인
총괄책임자 여태영
연락처 051-304-9060
●●

글로벌

●●

UX

●●

웰니스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아미실업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아미실업은 1965년 6월 설립, 정형외과, 스포츠 및 재활 의료보조기 대표 브랜드인
닥터메드를 생산. ‘닥터메드’라는 브랜드로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낮아
향후 재활분야와 웰니스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개발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분야서비스
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의료기기는 보호 및 치료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고객들의 눈높
이에 맞추어 디자인개발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제품이
만들어졌다. 점차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 중심의 정형외과 제품을 개발하고 기능, 조형, 소재,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두드러지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디자인 컨설팅의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존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켰으며 점차적으로 개선
•재활기기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소비자 행동중심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
•전시회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피드백 되었으며 사용의 편리성과 소비자불만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 마련
•디자인경영 마인드를 고취시켜 제품은 물론 임직원들의 사고를 바꾸어 경영전략에 도움
•재활기기분야를 먼저 국산화를 하고 이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계기 마련, 점차적으로
재활치료기시장과 아이템을 확장
•기존의 의료용 보호대, 보조기 시장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용품 시장에 진출, 매출상승 기대 및 해외시장 공약 계기 마련

기대효과
•디자인 경영으로 기술과 감성, 비즈니스의 융합 등을 통하여 더욱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여겨지면
디자인을 비롯한 R&D분야에 연간 20%정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활공학연구소, 인간공학회 등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한층 끌어 올
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영과 디자인, 기술과 디자인 시장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그 역할이 중요했으며 결국 이러한
사고가 기업과 사람을 변화 시킬 것으로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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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프에이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에스에프에이
총괄책임자 김영근
연락처 010-3315-1043

컨설팅 키워드

유압실린더 버핑기

●●

공해방지

●●

케이스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성기택
연락처 010-2582-6874
●●

자동화 케이싱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에스에프에이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유압실린더 버핑기의 수요가 증가추세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가격/기술경쟁력 보유)
- 유압실린더 버핑구간의 산업공해(분진/소음) 발생
- OEM생산방식으로 인해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음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유압실린더 버핑 구간에서 발생하는 산업공해 감소 및 제거 필요성 대두
- 작업환경과 작업자를 고려한 유압실린더 버핑기 개발 필요성 대두
- 브랜드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확보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미세분진 및 화제의 위험요소 제거
•소음공해의 감소
•색체를 이용한 산업기기 안전예방 성과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게 작업편의 제공
•벤처마킹 대상 제품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동일효과
•새로운 시장 진출
•소모품 및 AS를 통한 경제적 성과 달성이 예상
•디자인의 향상으로 경쟁력의 우위 선점

기대효과
•분진 및 소음이 적은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잔여물의 말끔한 사후처리를 제공을 통한 구조적 편익
•말끔하고 깨끗한 외형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및 업그레이드
•해외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미개척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시장의 시장점유율 증대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이미지

▶ 개선방향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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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메디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광원메디텍
총괄책임자 박상일
연락처 051-304-1520

주관기업

블레싱에코디자인
총괄책임자 류관현
연락처 051-202-3515

디자인 인식 함양, DI(Design Identity) 구축

디자인컨설팅 개요
1. 광원 메디텍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광원메디텍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 광원메디텍이라는 제조사명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전동의료기기 회사로 발전하고자 함
- 제품들이 디자인 한계로 말미암아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제품 디자인의 개선임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감성적인 디자인 필요 (의료기기의 특성상 환자를 주 사용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욱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디자인이 시급)
- 아이덴티티 부족 (대표 전문의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 광원메디텍만이 가진 아이덴티티가 필요)
- 디자인 인력부족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중소기업에서 디자인을 위하여 기존 생산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컨설팅에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제안하였으며, 추후
점진적인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 또한, 참여기업이 갖고 있지 못하는
생산 기술이나 소재를 발굴, 업체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산 기술을 강화
•디자인 인식을 통한 미래제품의 가치를 높여 참여기업의 디자인 필요성 및 인식을 함양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영 및 제품생산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생산설비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하여 디자인이 강화된 제품을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

기대효과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립하며, 현재 상황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개선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 이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소비
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매출의 신장을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 이미지

56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성과

08

미스바(Mizpah)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미스바(Mizpah)
총괄책임자 이기영
연락처 010-2027-1313

주관기업

시선플러스(주)
총괄책임자 이영환
연락처 051-742-0143

기술개발을 통한 R&D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C.I 방향 제언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미스바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15년간 수입유통업무의 경험은 충분하나 신기술 및 소재를 활용한 분야는 도입 시기
- 연구 개발에 투입될 자금의 여력 부족
- 전통을 유지하고 R&D 분야의 사업으로 전환점을 맞는 변환기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단순 수입, 유통업무 외 신소재 및 기술개발로 대외적인 기업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한 시기
- 기업의 재정비 및 제 2창업기로 인식 후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이미지 확립의 필요성 절감
- 현재 C.I에 대한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 및 일관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C.I의 중요성 인지와 전개 방향에 대한 인지도 상승
•기업의 C.I 도입 과정의 진행절차와 도입 후 적용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업이미지 통일화 작업이 단순한 디자인 기술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에 입각한 마케팅 차원의 사업임을 인지
•현 C.I를 부분적으로 규정없이 적용하던 사항을 일체 중단
•기본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무분별한 인쇄용 작업 선별 진행
•일괄 관리되지 못한 서식류 및 회사 사인물 목록 정리 및 선별
•현재 납품용으로 사용 중인 패키지의 C.I 도입 대비해 주문량 조절

기대효과
•체계적인 C.I 도입을 신중히 고려함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경영진의 의지와 C.I 개발의 접합점 확인
•참여기업의 혁신적으로 변화된 이미지 기대
•식육업계의 신선한 변화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샘플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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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알코리아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브이알코리아
총괄책임자 이종현
연락처 010-2262-8510

(주)지엑스
총괄책임자 정재민
연락처 051-418-4134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기에 적합한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브이알코리아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3D 입체 콘텐츠 제작 및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기 개발업체
-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기 개발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상용화가 된다면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음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전문 디자인 인력의 부족
- 시제품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만족 사항 해소
-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기의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디스플레이에서 투사되는 영상을 최적의 각도로 하프미러에 투영하는 투사각 설정
•시제품의 상단에 디스플레이 되는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 기기의 중간 부분으로 설정하는 셋팅하는 디자인적
방향 설정
•핵심 기술을 표현하는 외형 이미지의 수정 방향 설정
•외관 소재의 자연친화적 방향 및 시대적 흐름에 맞게 컨설팅
•외관 축소 및 소재 전환에 따른 재료비 절감
•제품 디자인을 위한 기술적 정의 도출을 통한 비용 절감
•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한 방향 설정으로 디자인 시간 절감
•디자인 멘토와의 협의를 통한 디자인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김

기대효과
•홀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을 통한 광고 시장 확대
•영상 제작업체의 신기술 습득 효과 기대
•디스플레이 장치 업체의 Back Light 분야 기술 향상
•향후 통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적 경제 효과 탄생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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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네오텍
총괄책임자 김혜리
연락처 051-624-3700

아이온디자인
총괄책임자 윤장원
연락처 051-202-3438

사람을 존중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네오텍의 모토와 신뢰도에 부합하는 포장 디자인 개발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네오텍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인체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신소재 물질인 알파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 고령친화용품 및 건강생활용품을
생산하여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음
- 임팩트 부재, 단조롭고 색상에 채도가 떨어짐
- 패키지에 많은 설명이 기재되어 복잡하고 시선이 분산됨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건강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 가치 상승효과 필요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젊은 층으로 바뀌고 있음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최상의 제품에 걸맞는 패키지로 제품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제품의 구매욕구가 늘어나 매출에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기대효과
•어디에 진열해놔도 네오텍 제품임을 알 수 있고 기능적인 전문성을 갖춘 제품으로 신뢰성 있는 기업이미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일성 있는 디자인개발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 브랜드를 확실히 인지시키고 그에 따른 매출증대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개선방향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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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유니폼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대우유니폼
총괄책임자 배순덕
연락처 051-644-1500

aXis C.M.C
총괄책임자 이영용
연락처 051-744-5990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대우유니폼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27년 전통의 유니폼 전문 제조업체로 지역적 한계와 자금적 한계 및 체계적 시스템 부족
- 꾸준한 매출은 보이고 있으나 매출 확대의 한계
- 브랜드의 부재로 홍보 및 경쟁력 뒤쳐짐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으로 브랜드 퍼스널리티 확립
-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컨설팅 확보로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
- 궁극적으로 내수 및 해외 매출 확대 통해 통합적 시너지 효과 기대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업 이미지 정립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재정비
•장기적 브랜드 자산 가치 축적을 위한 법적 배타성의 확보
•타사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 높은 기업 이미지 구축
•내수 시장의 확대 한계에서 탈피 글로벌화 기반 구축에 의한 매출확대 기대
•다양화된 유니폼 개발로 수요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외화 수익 증대

기대효과
•일반 유니폼에서 글로벌화 된 명품 유니폼 이미지 확보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매출 신장 기대
•기능성 원단과 대우만의 기술력, 정립된 기업 아이덴티티로 시장 선점 우위 확보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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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사례연구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성과

12

(주)솔루윈스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솔루윈스
총괄책임자 송기홍
연락처 051-780-9001

주관기업

아트핸즈
총괄책임자 김석칠
연락처 051-741-8342

제품의 카테고리 분류 및 솔루윈스 브랜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구축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솔루윈스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ODM개발 방식으로 인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 및 제품 기능이 모두 달라짐
-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디자인
- 국외 타사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의 디자인
- 브랜드 네임의 연결성 부족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를 통한 제품 시리즈물 제작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고가의 제품인만큼 케이스 외관에 완충장치를 보강하여 이동 및 휴대시 제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
•생산•물류상의 비용 절감 디자인 시도
•외장 케이스 자체 제작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기대

기대효과
•디자인 컨설팅 결과를 (주)솔루윈스의 경쟁력 재고방안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사제품의 우수성에 맞는 제품의
이미지 창출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뢰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며,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매출 증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수출증대 등을 이루고자 함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신뢰를 주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됨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샘플 디자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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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산업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부광산업
총괄책임자 한복섭
연락처 010-8425-2564
B2B 기업

● ●

기업아이덴티티 확립

보아스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진영관
연락처 051-556-0050
● ●

CI 도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부광산업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부광산업의 아이덴티티 구축으로 기업이미지 확립 필요
- 기존 거래처에 국한된 판매 해소방안, 시장개척 계획 필요
- 제품군에 따른 체계적 디자인프로세스 정립 필요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기업이미지 개발을 위한 디자인컨설팅
- 고객사와 고객의 니즈 분석으로 적극적 마케팅 필요
- 새로운 시장개척에 따른 기업역량 강화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업의 디자인컨설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좋은 기업이미지 구축과 그에 따른 기업 인지도 상승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가능
•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노력 배가
•정부지원사업 참여(디자인컨설팅)로 디자인 개발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
•합금 대체 제품 개발에 따른 브랜드개발로 기업이익 창출

기대효과
•치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기대(연 14%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기존의 고객사 외 중, 소형 병원 거래 목표)
•해외시장개척(중동 외 해외시장 개척)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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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디자인 사례연구

● ●

디자인마케팅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 성과

14

(주)백산프로펠라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백산프로펠라
총괄책임자 이덕우
연락처 051-311-4167

효민디앤피
총괄책임자 이주영
연락처 051-807-5100

심플하고 명확한 제품이미지 부각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백산프로펠라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유일의 알루미늄 프로펠라 생산업체로 품질부문은 좋은 호평을 얻고 있음
- 경영부문은 국내·국외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임
- 해외 수출부문은 유럽, 아시아 등의 새로운 진출 활로를 개척할 예정임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해외•국내 바이어쪽에서 패키지디자인이 좋지 않아 바꾸었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옴
- 패키지디자인으로 인한 매출부문 영향을 고려, 디자인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함
- 기존 패키지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레이아웃, 제품촬영, 제품부각 등의 문제점 있음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패키지부문의 사진촬영부분이 미흡함 → 촬영의 중요성 제시 → 제품의 명확한 부각으로 이어짐
•패키지부문의 혼잡스러운 레이아웃 → 깔끔하고 심플한 레이아웃 사례 등 제시
•정리된 패키지디자인으로 수출, 내수 등으로 판매된다면 백산프로펠라 자체 브랜드도 좋은 이미지로 전달되어
매출도 상승하거니와 프로펠러 부문의 TOP 브랜드로도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

기대효과
국내외 바이어 측에서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며 매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새로운 디자인
요구를 계속 해왔었고 제품 특성에 맞는 새 디자인이 정립되면 매출과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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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바다수산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에바다수산
총괄책임자 윤성준
연락처 051-255-2301

컨설팅 키워드

(주)아임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김윤호
연락처 051-441-9811

CI, BI, 패키지 디자인 개발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에바다수산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부산 공동어시장과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기대
- 에바다수산의 고유 브랜드 결여 : 통합경영으로 높은 퀄리티 상품 공급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없어 에바다
수산의 아이덴티티 결여상태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으로 경쟁우위선점이 필요한 시점
- 에바다수산의 전문화, 브랜드화 필요(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 도모)
- 에바다 수산 디자인 전략 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컨셉과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필요가 있음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소비자 구매성향의 변화분석에 따른 상품의 다양화 및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및 기업 인지도 향상
•마케팅 효율의 극대화
•매출증대로 부산 수산업의 대표주자
•2012년 100억을 목표로 2013년부터 매년 20% 상승 예상

기대효과
1)국내 :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업 브랜드화 선두주자로써 타 기업의 모범사례는 물론 국내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해외 : 본 작업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수산업의 해외 마케팅역량 강화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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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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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흥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일흥
총괄책임자 김정애
연락처 010-831-0857
용접기기

● ●

디자인마케팅

● ●

니토디자인
총괄책임자 이상헌
연락처 051-343-3845
브랜드 통합

● ●

기업아이덴티티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일흥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전시회 참가와 각종 인증/수상으로 기술력 및 글로벌 경쟁력 인정
- 자체적인 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이 어려워 디자인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 저하
- 우수한 기술력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디자인과 기업브랜드 통합으로 기업이미지 재고 필요
- 기업의 포장, 시각 홍보물, 제품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디자인으로 정체성 혼란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디자인이 결합으로 용접기기 관련 선도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확립
- 전문디자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제품군에 따른 아디덴티티 통합 디자인으로 홍보효과 및 제품 가치상승
- 해외 우수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개발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계획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포장 구조 및 제작 방법 개선
•기업 고유컬러를 적용하여 센싱모듈과 컨트롤링 모듈이 장착된 토치 제품디자인 개발 진행 중
•포장, 카탈록, 제품 등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줄일 수 있음
•포장의 규격화와 부피의 최적화를 통해 운반과정의 부피를 최소화하여 유통비 절감
•제품, 포장의 컬러 및 디자인 통합으로 강한 제품군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의 연계구매 기대

기대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관련 선도 기업으로써의 입지 굳힘
•국내의 용접기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시장 판매 주도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증대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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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신소재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성신신소재
총괄책임자 이경도
연락처 010-4616-8109
조직개편 컨설팅

●●

CI컨설팅

●●

소재BI컨설팅디자인

(주)파이온
총괄책임자 심경호
연락처 051-757-5373
●●

브랜드컨설팅

●●

마케팅전략안 마련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성신신소재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자사 Brand인 TAW&TOE를 출시했으나, 색상, 외형 등의 디자인의 방향성이 부족
- 약국이라는 제한된 시장으로 인해 신발매장 및 유통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유효적절한 디자인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부재, 정확한 진단 및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해외에서 브랜드 및 신규생산 제품 출시를 위한, 제품개발의 문제점을 진단 / 진단평가 시스템화 제품통합
브랜딩개발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성신그룹 CI / BI 의 정확한 진단 평가 및 전략적 디자인 및 전략 마케팅 필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인지도를 향상을 위한 기업의 이미지 컨설팅 필요
•디자인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이 절실(제품디자인, 카탈로그, 홍보매체)
- 고기능성과 디자인이 결합한 제품 건강기능성 제품 출시 시급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보다 체계화 되어 있는 즉 정확한 시장을 겨냥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CI/BI/제품패키지/카탈로그/홍보매체 정립,
즉 글로벌기업으로서의 한층 발돋움 하고 관련업계에서 선구자적인 기업으로 입지조건 확립
•불필요한 디자인으로 인한 금형비용 및 원자재 소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생산량 증대 및 효율성)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구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 선정으로 해외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음(나라별로 선호하는 색상 / 디자인 등을 제품에 적용 매출증대 기여)

기대효과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 진단으로 디자인 전략안 마련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로 소득증대 및 이미지 제고의 기회 마련
•브랜드의 전략방향 설정을 통한 수익창출 기대
•현재 시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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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닉스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힐닉스
총괄책임자 박정도

컨설팅 키워드

아이온디자인
총괄책임자 윤장원
연락처 051-202-3438

사용자 중심의 척추보조기로 힐닉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성 확장

디자인컨설팅 개요
1. 힐닉스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재활의료기기 전문회사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활발한 경영으로 시장성 확보에 힘쓰고 있음
- 국내·외시장 동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추세이지만 그에 맞는 차별성 있는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제품들과의 경쟁력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성장하는 시장동향과 선진업체들의 유입
- 시장성 확장 및 외국 선진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제품 디자인 경영 필요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일관성 있는 제품 라인 형성으로 기업이미지 상승
•사용자 중심의 제품 확보로 인한 기업 신뢰도 상승
•생산의 유연성 확보로 인한 이익 창출
•브랜드 이미지 및 시장성 확장으로 인한 이익 상승

기대효과
•기존 제품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접근하여 타제품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로인한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업체로 자리매김
•일관성 있는 제품라인 형성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기업 신뢰도 상승
•유연한 생산력과 포용력으로 시장성 확보와 기업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샘플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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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EC(올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ORTEC(올텍)
총괄책임자 노성환
연락처 051-305-0895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아임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김윤호
연락처 051-441-9811

패키지 디자인 개발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올텍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 의료기기, 의.수족 및 보조기 제조전문업체로 내수시장의 40% 이상의 점유율 유지
-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고령진화산업 시장 증대
-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패키지 디자인이 결여되어, 타업체와의 차별성이 없고, 기업이미지 확립이
결여된 상태. 그로 인해, 해외수출판로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고령친화용품 시장의 지속적 확대, 성장 기대
- 정확한 컨설팅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반영된 통합 패키지 디자인 방향 설정 필요
- 패키지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구체적 방안 필요
- 패키지 디자인 개선 후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제품들과의 경쟁력 확보 기대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정확한 컨설팅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반영된 통합 패키지 디자인 방향 설정 확립
•패키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제품 퀄리티를 뒷받침하는 패키지 디자인컨설팅으로 명품 기업이미지 구축
•매출 증대로 국내 고령친화용품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2012년 50억을 목표로 2013년부터 매년 30% 상승 예상

기대효과
•체계화된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제품의 전문성 제고
•고급화된 패키지 디자인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 수출증대 기대
•국내를 대표하는 고령친화용품 업계의 선두주자로써 타 기업의 모범사례는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고령친화용품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기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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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론헬스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세라론헬스텍
총괄책임자 황정현
연락처 010-3413-3345

컨설팅 키워드

패키지디자인

● ●

브랜드

● ●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안재현
연락처 051-746-3762

헬스케어

● ●

제품 및 용품

● ●

포장, 용기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세라론헬스텍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세라론 제품군은 의료용품 등 총 200여 가지의 제품생산, 제품에 경쟁력 있으나 패키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없음
- OEM형태의 제작 및 납품 형태 장기적 관점의 브랜드 구축 필요성 대두
•국내외 품질경쟁력의 우위에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선두전략 필요성 대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구축을 위해 기업 아이덴티티 정립이 필요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세라론 제품군의 디자인 통일성 결여
- 세라론헬스텍의 패키지디자인을 통한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 대두
•패키지의 다양한 소재 통일화 필요(종이, 플라스틱), 표기 및 정보전달 방식의 통일성 수립 요구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브랜드와 패키지디자인과의 연계개발방향 수립
•고객중심의 패키지디자인 표기방안 수립
•온·오프라인 패키지디자인 라인업을 구축
•패키지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 및 시간 축소
•패키지에 관한 고객의 니즈의 분석을 통한 매출증대를 기대
•패키지를 통한 브랜드로 인한 비용대비 효과의 극대화

기대효과
•고객의 신뢰도 및 인지도 증대로 인한 수익증대
•패키지와 관련된 내외부 활동의 체계 구축
•패키지디자인의 Look & Feel 가이드라인 구축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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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광사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송광사
총괄책임자 배승원
연락처 051-305-2568

주관기업

aXis CMC
총괄책임자 김송이
연락처 011-584-3623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송광사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축적된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켜줄 브랜드 부재
- 기존 생산방식인 OEM방식에서는 발전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움
- 꾸준한 매출은 보이고 있으나 매출 확대 한계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으로 브랜드 퍼스널리티 확립
-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컨설팅 확보로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
- 궁극적으로 내수 및 해외 매출 확대 통해 통합적 시너지 효과 기대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업 이미지 정립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재정비
•장기적 브랜드 자산 가치 축적을 위한 법적 배타성의 확보
•타사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 높은 기업 이미지 구축
•내수 시장의 확대 한계에서 탈피 글로벌화 기반 구축에 의한 매출확대 기대
•고품격 기능성화 개발로 수요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외화 수익 증대

기대효과
•업그레이드된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존 고객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정립으로 해외시장 직접 접촉, 국외 바이어를 통한 매출확대와 이익증대
•OEM방식을 탈피하여 자사 제품을 직접 시장에 알리게 됨으로써 자체 제품시장 확보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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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채원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녹채원
총괄책임자 김아름
연락처 010-4059-3005

주관기업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박이문
연락처 010-9321-9123

녹채원의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방향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녹채원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녹채원은 부산 /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식품 제조, 캐터링 서비스, 식자재 유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기업으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브랜드 파워와 브랜드 인지도의 성장은 미미한 실정이며, ‘청정원’ 브랜드의
아류작으로 인식되는 입장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현재 Main Target과 잠재 고객층의 Needs 중 위협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하면 전국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유통망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Target에게 임팩트 있는 디자인으로 어필하고,
자사만의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면 주력 상품(즉석가공식품) 시장에서 압도적 1위 브랜드로 진입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이에 디자인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마케팅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녹채원의 제품군이 정리되어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상위 레벨로 진입
•신제품 출시 시 별도의 디자인 개발 비용 절감
•타겟 맞춤형 디자인을 통해 목적 타겟의 구매율 증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별도 프로모션 비용 절감
•새로운 유통채널 개발을 위한 비용 절감

기대효과
•위험요소 감소 측면(‘맛’, ‘디자인’, ‘고객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위험요소 감소)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파워의 동시 상승 효과
•마켓 쉐어 점유율 증가
•소비자 만족도 지수의 증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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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리움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마리움
총괄책임자 이정훈
연락처 010-8594-4417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 ●

브랜드자산

보아스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진영관
연락처 051-556-0050
● ●

프로모션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마리움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브랜드 개발 후 기업 CI가 개발되어 그에 따른 기업아이덴티티 구축 필요
- 기존 거래처에 국한된 판매 해소방안, 시장개척 계획 필요
-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 활용방안 마련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고객 접점 중심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활동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브랜드 개발
- 디자인 가치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인식 유지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업의 디자인마케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브랜드자산의 구성요소 확보
•소비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가능
•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노력 배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디자인컨설팅)로 디자인 개발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
•기존의 판매시장을 유지한 채 표적시장의 진출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기대효과
•유어낚시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세(연 2.6%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기존의 고객사 외 대형마트의 거래 목표)
•브랜드 자산가치 확보 해외시장 개척(중국시장 개척 등)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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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 ●

고객과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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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돈키호테
총괄책임자 박경택
연락처 051-261-1900

컨설팅 키워드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김동석
연락처 051-243-0441

1차 시장(조립 블록 류)에서의 인지도 구축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돈키호테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단기적 이윤추구 등으로 인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현재 돈키호테는 생산하고 있는 완구제품의 디자인권리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약한 상태임
- 다양한 제품의 특성이 없어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마저 자사의 디자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함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최근 기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무형자산으로서 그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디자인경영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구 제조와 판매에 집중되어 있는 돈키호테의 경영방식에 대한
전문 디자인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요하며 자본부족 등의 경영측면에서의 문제점 또한 심층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함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최종 타깃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제시
•친환경 재질 사용 소재 개발 제품
•중장기 사업계획 구축
•시장개척 계획 수립
•자금 및 영업 관계 역량 강화

기대효과
•고객니즈파악을 위한 디자인 개발 컨셉 파악
•디자인개발전략 수립 지도
•매출액 향상
•디자인 전문 인력수 증가
•기획 충실도 증가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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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총괄책임자 박현덕
연락처 010-3842-5626

시선플러스(주)
총괄책임자 이영환
연락처 051-742-0143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의 기능을 표현하는 브랜드의 개발 방향 제안과 제품의 포지셔닝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마린바이오프로세스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해조류 천연발효기술 선도 기업으로써 해조류 발효균주(발효미생물) 개발과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연구에 초점을 둔 Marin Bio Technology 전문기업
- 현재 생산 중인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인 GABA는 식품 소재로 다양한 활용도 보유
- 20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디자인권은 전무한 상황으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절감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소재납품 중심의 사업방향에서 자사 개발제품의 출시로 인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개발 필요
- 기업의 재정비 및 제 2창업기로 인식 후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이미지 확립의 필요성 절감
- B2B 사업에서 B2C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소비자 조사와 시장분석의 중요성 인식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경쟁 제품군과의 장단점을 파악, 차별화 전략 모색
•네이밍에서 디자인까지의 일괄적인 제작흐름을 제안
•사업성에 대한 분석과 시장규모 파악 및 제품 출시에 따른 제언
•브랜드 전략의 일관성으로 대 소비자 인식 제고
•타겟을 향한 제품의 장점을 정확히 소구함으로써 충성도 확보 및 재구매 유도

기대효과
•애완동물 사료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브랜드의 성장 기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경영진의 의지와 B.I 개발의 접합점 확인
•참여기업의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 효과
•지역 해양생물관련업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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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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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풀생활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들풀생활
총괄책임자 최정숙
연락처 051-513-2688

주관기업

효민디앤피
총괄책임자 한수흥
연락처 051-807-5100

전통문양을 의류 등에 접목 - 현대화시킴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들풀생활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그린녹색성장산업이 지향하는 ECO-Friendly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며 수작업 생산 공정에서 전 자동화 System작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환경과 사람에게 유익한 친환경 천연염색 상품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음
-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와 수작업으로 인한 작업시간이 많은 점이 극복 과제이다.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주) 들풀생활은 천연염색공정으로 환경친화적인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염색 패턴인 문양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
- 문양 디자인부분에 전통문양을 적용했을 시, 어떤 문양이 적합할지 컨설팅 받고자 함
- 또한 체계적인 디자인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함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문양부문의 복잡한 패턴으로 형태의 불명확성과 미적부분에서 미흡함 → 단순, 명료한 패턴과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색상의 조화 등으로 형태의 판별이 쉽도록 하며 미적부분이 강조된 사례 제시
•염색뿐만이 아니라 천을 붙여 형체화시킨 사례도 제시
•정리되고 새로운 문양디자인으로 제품화하여 수출, 내수 등으로 판매된다면 들풀생활 브랜드도 좋은 이미지로
고객에게 인지되어 매출 상승과 천연염색 부문의 선두주자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

기대효과
•전통의 문양과 현대적 멋스러움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의 美를 느낄 수 있어 매출 상승과
함께 들풀생활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판단
•또한 전 자동화 System작업으로 전환되면 대량생산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 판단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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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에프에코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주)엔에프에코
총괄책임자 이상곤
연락처 051-505-1192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아트핸즈
총괄책임자 김석칠
연락처 051-741-8342

제품의 고급화 전략으로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주)엔에프에코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당사는 산소공급시스템 국내 최고 솔루션 업체이다. 지속적인 기술의 개발로 더욱 저렴해진 가격에 대용량
산소발생기 공급이 가능, 제품의 A/S가 용이하다.
-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단순하고 실내 설치되는 부품들의 디자인이 투박해서 고객들 또한 디자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디자인
- 모든 제품에서 NFECO만의 제품임을 알 수 있는 PI(Product Identity) 부족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사용 목적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전개
-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과 사용법을 위한 방향 제시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능적 디자인 적용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가격에 맞는 고급 디자인 적용, 소비자 신뢰도 확보
•미래 신규 산업 분야(크루즈 선박 실내기기) 진출을 위한 초기 디자인안 마련, 미래 신규제품 디자인 방안 마련
•소비자의 구매 욕구 자극, 제품 신규 수요 확대, 재구매 및 제품 소개로 매출 증대
•지역 부품업체 협력으로 동반 성장, 우수한 지역 인력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NFECO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보
•가정용 산소시장의 대중화를 위한 디자인의 적용으로 판매의 증대 예상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판매 우위 선점
•신제품 개발 시 스타일, 컬러, 브랜드 등 빠른 차기제품 개발 가능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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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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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텍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현대엔텍
총괄책임자 김 윤
연락처 051-338-4980

컨설팅 키워드

주관기업

시선디자인
총괄책임자 김성목
연락처 051-244-0940

제품의 고급화 전략으로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디자인컨설팅 개요
1. 현대엔텍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중소업체
- 전기온풍기(코다쯔)가 주생산품이었으나, 3월 한방약초를 첨가한 천연세제(주방.세탁)를 개발, 오는 8월부터
양산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제품포장용기 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음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천연한방 세제의 차별점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 필요.
- 신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안 필요.
- 제품의 친환경적 성격과 장점을 극대화시킬 브랜드화(BI, Package 등) 방안 필요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존 시장에 없는 차별화된 제품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제품의 포장용기 및 브랜드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고객
신뢰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총체적 브랜드 이미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번 디자인컨설팅을 통한 국내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국내매출 증대는 물론 이를 토대로한 해외수출 시장에 적용
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매출의 성과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기대효과
•한방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품목에 응용함으서 더욱 큰 시장진입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
•국내 세제시장의 성공적 안착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러시아, 미국, 호주, 일본 등의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샘플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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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에스인터내셔날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주)비에스인터내셔날
총괄책임자 백호균
연락처 010-9808-0691

주관기업

(주)리디자인
총괄책임자 여태영
연락처 051-304-9060

제품의 애로를 해결하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디자인 중심의 창의적 경영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비에스인터내셔날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주)BS인터내셔날의 임직원은 서로의 발전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경영해 나간다. 그러나
틈새시장 진입을 위한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와 HT 산업 형성과 발전방안에 적합한 디자인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제품 개발, 첨단 기술 집약형 제품 개발에 민첩하게 대응, 저비용 투자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국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품의 외장은 디자인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하고,
내구성이 강한 구조가 요구된다. 의료기기의 세련된 모습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실용적이며 최소금
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자인 및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품 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다.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기존의 핵심기술인 비만과 뷰티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양에도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방안의 중요성을 어필하였고 아울러 운동과 영양의 균형미 있는 건강관리 비즈니스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혁신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디자인 경영기법을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였고 조형은 물론 경영전략이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공감하게 되었다.
제조원가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가치에 비중을 두고, 아울러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대효과
•기존 고주파 치료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및 디자인을 혁신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 수행 중 개발된 디자인으로 원천기술 및 관련 기술, 분석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 기술 등 유사 연구를
적용 가능하다.
•기존 고주파 전기 자극 치료기 시장 대체 효과가 있으며, 각종 국제전시회에 출품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늘려나간다.
또한 만성질환에 고통 받는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과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타 적용분야(재활의학 분야)에 응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된다.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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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 전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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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교역(주) 디자인컨설팅

참여기업

컨설팅 키워드

발리교역(주)
총괄책임자 김정근
연락처 010-5535-8130

주관기업

케이아이(KI)
총괄책임자 김규덕
연락처 051-337-0080

예방 및 치료목적의 의료화, 건강 및 미용목적의 웰빙화

디자인컨설팅 개요
1. 발리교역(주)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설립한 이래 국내주요브랜드(FILA, PROSPECS, SPRIS)의 order를 10년 동안 해오면서 2007년 중국
한성혜업 유한공사와 2009년 제2공장을 설립하여 확장이전을 하였고 2010년에는 기술혁신(INNO-BIZ), 품질경영
(ISO9001)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기업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국내 OEM생산 업체들은 여러 외부 및 내부 환경의 문제로 신발생산 원가상승의 부담으로 바이어와의 거래를
힘들어 하고 있음. 그에 따른 돌파구로 자체 기능상품개발 또는 유통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2. 디자인컨설팅 추진배경
- OEM뿐만 아니라 ODM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신발원가 상승의 빠른 속도를 극복하기가 힘겨운 현실에서
최신의 가공기기와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발제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정한 현실임. 하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인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함

디자인컨설팅 성과(기술적, 경제적)
•OEM, ODM 목적의 제조기반에서 노력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고 KFDA
의료기기 제조업, 친환경 상품기술을 통해 친환경 의료용 웰빙화 브랜드 개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음
•OEM, ODM의 경우 빠른 자금회전을 통해 자금 운용하는데는 효과적이나 원가상승 요인으로 부가가치의 한계를
확인하게 됨. 이로 인해 OBM을 통한 친환경 의료용 웰빙화 브랜드 상품개발로 자금회전은 느리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비중을 브랜드, 유통사업으로 점진적 확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기대효과
•디자인 컨설팅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친환경 의료용 웰빙화 상품 및
BRAND 방향을 찾을 수 있음
•웰빙 트렌드와 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의 KNOW HOW를 BRAND
개발을 통해 친환경 의료용 웰빙화 브랜드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매출 증대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음

제품(브랜드) 이미지

▶ 기존 제품(브랜드) 이미지

▶ 디자인 선행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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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사업
사업개요
2011년도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가진 디자인
1인 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사업내용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인 1인 기업의 육성·지원
•사업규모 : 6개 내외(과제당 15,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3 ~ 10월
•주관기관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목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인 1인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방법
•디자인 1인 예비창업자, 코리아디자인멥버십 수료자 등의 신청자 중 6개 과제 선정 지원
•시제품 제작비(과제별 사업비 최대 15,000천원) 및 지식재산권 등록비, 멘토,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자)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1인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공예·패션 포함)
•지원과제 : 6개 내외
•지원규모 : 과제당 2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방법 : 2회 분할 지급(1차 : 60%, 2차 : 40%)
•지원내용
-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 멘토를 이용한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디자인 1인 창조기업 공간 무상 제공
- 우수 사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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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사업 개요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1인

기대효과
•디자인 1인 창조기업의 중요성 인식
- 우수 디자인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적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 육성 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인을 제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으로 향후 디자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반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 1인 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의 장을 통해 향후 상호 협업관계의 시너
지 효과 창출 계기 마련
•디자인 1인 창조기업의 성과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반영하여 제품의 다양성 및 독창성
등으로 이윤의 극대화 유도

추진체계
전담기관
(부산디자인센터)

주관기업
(디자인 1인 창조기업)

평가위원회(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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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욕장 문화 브랜드 개발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매이딘스튜디오
대표
제조외/팬시용품외
전화
kimhyunshik@nate.com
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

김현식
010-8524-6756
617-31-79482

개발 목표
•청소년 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 개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제품 및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품 시뮬레이션 개발
•브랜드 적용으로 변화된 해운대 해수욕장 시뮬레이션
•브랜드 런칭 이후 활용 가능한 홍보전략과 광고물 제작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컨셉스토리 제작

실적 및 성과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과 청소년단체 제품 납품
•부산시 및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활용 가능한 캠페인 문화 브랜드 제작
•기업 및 단체의 프로모션을 통한 청소년 제품 브랜드 활용
•공익적인 성격을 띈 문화 브랜드 사례 제시

향후 계획
•공공기관 및 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해수욕장 주변에서 판매
•디자인마켓을 통한 브랜드와 제품 홍보 및 판매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에 브랜드 제공
•브랜드 런칭을 위한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 목표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활용가능한 브랜드 런칭
•상품 판매와 디자인 아이디어 제공 및 컨설팅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팬시용품과 전자제품, 패션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적용 가능
•해운대 해수욕장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해수욕장에서 브랜드 적용 및 판매 가능
•브랜드 적용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 공간 창출 가능
•변화된 환경과 문화로 인해 해수욕장 사건ㆍ사고 감소
•청소년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 변화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
•지역 브랜드 창출을 통한 지역 디자인 및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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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개발 및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위한 웹툰 개발 (REAL SPACE)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Studio H
대표
제조 / 팬시용품
전화
sirzest@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

송원학
010-4851-8485
617-31-79497

개발 목표
•캐릭터 개발 목표
-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으로 빼어난 디자인을 할 것
- 대중이 캐릭터에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공할 것
- 각 캐릭터에 사연을 부여할 것
•웹툰 개발 목표
- 캐릭터에 부여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 독자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재미를 제공할 것, 총 30회 분량을 제작
- 이미지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여 독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 웹툰 내의 이미지 자체가 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독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만화’와 다음의 ‘만화 속 세상’에서 연재, 서적으로 출간한다.
•캐릭터 상품 개발 목표
- 캐릭터의 강점을 살린 상품을 제작, 시각적으로 빼어난 상품을 제작한다
- 실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든다.

실적 및 성과
•ISBN 등록을 통한 출판 및 발행, 홍보용 엽서 판매 - 수익창출
•청소년 인문 매거진 ‘INDIGO+ing’ 속 캐릭터 사용 계약 확정

향후 계획
•웹툰 업데이트를 통한 고정 독자 확보, 영문 번역을 통한 해외 진출 모색
•캐릭터 상품 제작 및 판매, 애니메이션 제작
•모바일 상품(아이콘), 온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미지 제작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적용분야 : 각종 캐릭터 상품, 웹툰, 서적, 애니메이션, 모바일 상품(아이콘), 온라인 상품(이미지)
•기대효과
- 웹툰을 통한 원고료 창출, 서적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 각종 캐릭터 팬시 상품을 통한 수익 창출, 모바일, 온라인 상품을 통한 수익 창출
- 대중에게 좋은 삶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자연친화적 내용을 통한 행태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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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tter World Campaign T-Shirt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캠페인 티셔츠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e.coll(이꼴)
대표
제조/의류
전화
e_coll@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

정나윤
010-5535-7295
617-31-79522

개발 목표
•일러스트 디자인 개발
- WWF에서 제시한 자료를 베이스로 ‘구입하지 말아야 할 야생동물기념품’을 주제로
캠페인 티셔츠의 일러스트 개발
•천연염료를 이용한 실크스크린 기법 채득
•티셔츠 원단제작 및 디자인
- 20~30대의 타켓층을 위한 핏이 가미된 티셔츠 라인
- 소량생산이지만 고급스러운 퀄리티의 제품을 제작해줄 공장과의 협상

실적 및 성과
•디자인 마켓 상품 판매
•바라보다 아트 커뮤니티 이꼴 브랜드 광고홍보
•영화의 전당 기념품 상품으로 제안 의뢰(미확정)

향후 계획
•개인 사이트로 상품 홍보 및 판매
•시즌마다의 다양한 일러스트 디자인 개발
•다양한 컬러를 위해 천연염색기술 개발•채득
•기업과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캠페인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의 참여와 희소성 제품으로 제품과 디자인 자체를
간직하고 모으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기대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패션 사업
(eco bag)과 완구류(봉제인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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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tamp(소비자와 점주를 위한 지혜로운 쇼핑문화)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IF I were you
대표
서비스
전화
kimnadan1@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

개발 목표
•아이폰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구동을 위한 웹기반 제작
•등록 후 지역상가와 컨택을 통한 어플 홍보 및 보급화
•부산을 축으로 이어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의 보급화

실적 및 성과
•사용자테스트를 통한 일부 상가 적용

향후 계획
•앱스토어 등록
•마케팅 및 가계를 통한 홍보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적용분야
- 모든 상업분야
- 스탬프구조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
•기대효과
- 부산 모바일스탬프의 이슈화
- 지역상과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를 통한 밀접화
- 컨택을 통한 소량의 수수료로 지속적 연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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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이 더 스마트 해지는 악세서리 디자인 - 스마트 폰 방수 케이스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루 디자인
대표
서비스/디자인
전화
sesv7@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호

유호진
010-9935-4405
617-31-81047

개발 목표
•사용자들이 방수케이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해운대 구청이나 스폰서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 형성 및 유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난감의 용도로 개발한다.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록한다.
•국내외 판매, 유통망을 구축한다.
•대기업의 전략 디자인 마케팅팀으로 편성된다.

실적 및 성과
•없음

향후 계획
•해운대 구청 및 스폰서 기업과의 협력으로 동일컨셉의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해운대 주변의 편의점, 기념품 숍, 물놀이 용품, 스포츠 매장에 입점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적용분야 : 수상 레포츠 상품, 겨울철 스키장 패션 액세서리
•비슷한 컨셉의 다른 제품 개발로 대기업 및 스폰서 기업의 홍보 마케팅 전략제품으로 사용
할 수 있음

90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사업 성과

성과물 사진

91

06

가정용 드라이어 거치대

업체명
업종/형태
메일
주소

파우다디자인
대표
제조/플라스틱
전화
vivid-k@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호

김창섭
051-758-4739
617-12-06218

개발 목표
•모든 종류의 드라이어가 결합 가능한 디자인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구조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실적 및 성과
•특허 출원 : 10-2011-0104695 (2011년 10월 13일 출원)

향후 계획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수출
•마트 제안 및 판촉용품으로 마케팅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적용 가능한 타겟층
- 편수 장애가 있는 장애우
-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 머리 말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긴머리의 여성 혹은 남성
-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
•국내 제조/생산으로 고용창출 효과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센터의 지원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디자인제조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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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마켓 운영
사업개요
디자인 1인 및 소규모 기업의 디자인제품 마켓 제공
•사업내용 : 지역 소규모 기업 디자이너가 생산한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인상품 마켓
개설을 통한 활성화 유도
•사업규모 : 연 1회(3일간)
•사업기간 : 2011. 7 ~ 11월
•전담기관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목적
•2011년도 디자인마켓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산지역 소규모 디자인 업체의 시장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 추진방법
•소규모 디자인 기업 대상 공개 모집 후 3일장으로 개최
•디자인 체험 콘텐츠 동시 운영 및 우수디자인 제품 상설전시

참여대상 및 분야
•참여대상
- 디자인을 통해 성공한 제품
- 디자인전문기업 자체 개발 상품
- 부산시 디자인 선도기업 제품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성과물(2011신규포함)
- 1인 창조기업 결과물 / 부산브랜드관광상품개발 결과물
- 지역디자이너 / 공예가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 기타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등
•참여분야 : 디자인 전 분야

규모 및 지원내용
•참여규모 : 디자인 관련 80여 개 업체 참여(3일간)
•지원내용
- 디자인마켓 개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 디자인마켓에 대한 홍보 등

94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부산디자인마켓 개요

사업 진행 일정
•’11. 09 : 사업계획 수립, 1인 창조기업 및 소규모 기업의 디자인마켓 홍보
•’11. 10 :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80여 개 기업)
•’11. 11 : 참여 업체 모집, 부산디자인마켓 개최 - 11.15 ~ 11.17(3일간)
•’11. 1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기대효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중요성 인식
- 우수 디자인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선도적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으로써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 육성 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인을 제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으로 향후 디자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반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의 장을 통해 향후 상호 협업관계의
시너지 효과 창출 계기 마련
- 지역 내 우수 기업 상품 홍보 효과 및 기업경쟁력 강화
•디자인 전문기업의 성과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반영하여 제품의 다양성 및 독창성 등
으로 이윤의 극대화 유도
•디자인체험을 통한 시민의 문화체험요구 수용
- 디자인센터 활용률 제고 및 고객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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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마켓 결과
추진일정 : 2011. 11. 15(화)~11. 17(목) 3일간 운영
구분
업체모집

내용

일정

참여업체 모집 및 안내

2011.11.4.

도우미 모집

2011.11.12

홍보포스터, 배너 게재 개시

2011.11.7부터

도우미 교육

2011.11.14

참여업체 간담회

2011.11.14 14:00

현장준비

2011.11.14~ 11.15

* 도우미 활용

제품반입

2011.11. 14

* 도우미 활용

개최(오픈)

2011.11. 15

운영

2011.11. 15~ 11.17

철수 및 주변정리

2011.11. 17~18

개최준비

운 영

철 수

비고

* 판매 및 운영 교육

* 판매 및 운영 교육
* 업체 구역 배정 확인
* 지원장비 등

* 제품 철수 및 주변정리, 주변보수 등

추진결과
•참여업체 : 곰탱이 리본 등 75개 업체 참여
•매출금액 : 18,100천원
•방문인원 : 3,900여 명(어린이 450여명)
- 1일차 : 1,500여 명, 2일차 : 1,300여 명, 3일차 : 1,100여명
- 대림유치원 등 4개 유치원 450여 명 방문
•예산집행결과
- 집행금액 : 18,389,380원(사업비 : 17,709,380, 시책추진 : 680,000)
※ ’11년 집행잔액 12,290,620원은 ’12년 예산으로 편성
•언론보도사항
- 부산일보·한국일보 등 9개 신문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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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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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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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지 발간(9호)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산·학·연·관·민에 국내외의 다양한 최신 디자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고품격 디자인문화 견인
•사업기간 : 2011. 9 ~ 2012. 1월(연 1회)
•제작부수 : 제9호 정보지 2,000부
•전담기관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목적
•디자인정보지 발간을 통해 산·학·연·관·민에 다양한 디자인 정보 제공
•디자인 의식 확산 및 고취
•지역 디자인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센터홍보

사업 추진방법
•지역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지 콘텐츠 수요 조사
•국내외 다양한 최신 디자인 정보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 등 소개
•관련 전문 디자이너, 전문기업, 우수 인재 발굴사례 등 소개

사업 추진일정
•’11.09 : 디자인정보지 9호 발간 계획 수립
•’11.10 : 디자인정보지 9호 조달의뢰 및 용역사 계약
•’11.11~12 : 디자인정보지 9호 제작 진행
•’12.01 : 디자인정보지 9호 발간, 발송
•’12.01 : 디자인정보지 9호 발간 결과보고

정보지 주요 컨텐츠
•테마 : 스마트디자인(SMART DESIGN)
‘SMART’는 ‘ECO’와 함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글로벌 메카 트렌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선진 기업들은 IT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마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와 노
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2011년 국내에서도 아이폰과 갤
럭시폰 출시로 본격적인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열림에
따라 산업과 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달라
진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 간 스
마트 기술과 디자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2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디자인정보지 발간 개요

디자인정보지 컨텐츠
구분

테마

001

Special Issue
(해외원고)

002

Special Issue
(해외원고)

003

SMART COMMUNICATION
(분야전문가)

004

SMART
(분야전문가)

005

SMARTPRODUCT
(분야전문가)

006

SMART ENVIRONMENTAL
(분야전문가)

007

SERVICE DESIGN
(분야전문가)

008

FASHION DESIGN
(지역전문가)

009

010

OTHER
(선택사항)
SMARTINDUSTRY
(지역전문가의 대담)

내용
SMART DESIGN / 미래 디자인트렌드의 전망
부제 : 미래디자인트렌드의 전망
필자 : 루카 트로이시(이태리 익스페리엔시아 수석디자이너)
후대를 생각하는 SMART DESIGN
부제 : 인간과 후대를 생각하는 창조적인 로봇디자인
필자 : 다카하시토모타카
I LOVE SMART/SMART COMMUNICATION
부제 : 스마트 소비자를 위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자 : 이민훈(삼성경제연구소전략경영실수석연구원)
SMART+UX
부제 : 스마트세상에 부각되는 키워드 사용자경험(UX)
필자 : 고태호 (NHN 네이버 UX디자인 연구원재직)
SMART TODAY AND TOMORROW
부제 : 스마트제품의 현황과 미래
필자 : 한국스마트산업협회 전략기획부 팀장 권훈
SMART CITY / SMART LIFE
부제 :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주거의 변화와 미래
필자 : 박성희(LG하우시스디자인센터장/상무)
SMART+SERVICE DESIGN / 스마트! 서비스디자인과의 융합
부제 : 융합의 시대! 스마트디자인
필자 : 정선희(울산과학기술대학교수)
SMART+FASHION / 첨단기술과신발의결합
부제 : Smart Fashion/첨단기능 기술과 신발의 조화
필자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천종기 팀장
SMART IN SMART LIFE
부제 : 최신 앱 개발동향 및 트렌드
필자 : 박동규 교수(창원대학교)
SMART BUSAN
부제 : 스마트산업과 부산의 대응 전략
필자 : 김준수 팀장
2011년 세계의 디자인상수상작품소개

011

Good Design

수상 : REDDot(독일)/IF(독일)세계 3대 디자인상
내용 : 한국수상작품으로 중심으로 하는 수상작품소개
디자인에 의한 지속가능한 성장

012

New Design

부제 : 2011년 디자인위크 대구 행사 취재
내용 : 2011년 디자인위크의 진행리뷰형의 취재
해체주의 건축미학의 기념비 부산 영화의 전당

013

Hot Creative

부제 : 해체주의 건축미학의 걸작‘영화의 전당’
필자 : 전금융팀장
스마트디자인 회사 탐방

014

Design Comm

부제 : SMART DESIGN 세계의 선두기업
대상 :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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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마

내용
북유럽환경디자인 탐방자료
부제 : 해외 선진 환경디자인 탐방에 관한 소개 및 탐방기

015

Design travel
해외디자인탐방기

필자 : 내부취재기자
일본디자인회사심층 탐방자료
부제 : 한일디자인회사의 협약
내용 : 일본 디자인회사와 부산 디자인회사의 CEO의 대담

016

Design Education

017

Feature

세계의 선진디자인 교육기관 안내 및 소개
부제 : 세계의 디자인교육기관에 대한 소개
스마트출판과 스마트 관련 책 소재
부제 : 새로운가능성을 여는 책의 혁신과 변화
부울경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및 활약상

018

Young Creator

부제 : 해양디자인공모전 작품소개 등
내용 : 부울경 젊은 크리에이터의 수상작품소개 및 간략리뷰

Creative Company

020

DCB Project

부산디자인센터의 기업지원사업, 디자인진흥사업, 수탁사업의 성과 소개

DCB Culture

부산디자인의문화/전시/행사 간략리뷰

DCB Festival

2. 2011년 문화/전시/행사의 리뷰와 소개에 관한 내용

021

부제 : 부울경 산업디자인회사의 크리에이티브 열전

1. 지역 디자인문화의 정착과 확대/기여에 관한 내용

022

DCB News

023

DCB Vision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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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산업디자인회사의 크리에이티브

019

부산디자인센터뉴스정리
- 2011년의 부산디자인센터의 뉴스 총정리
2012년 디자인센터의 비전과 계획
- 2012년디자인센터의 비전제시와 계획에 관한 글ㅤ
부산디자인센터의 로고 /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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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지 9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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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디자인포럼
사업개요
•사업내용 : 지역 디자인산업의 진흥과 디자인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향 모색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월 (연 1회)
•주 관 :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후 원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센터 발전을 위한 산·한·민·관 의사소통의 장 마련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에 대한 의식 확산 및 고취
•지역 디자인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추진방법
•지역디자인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론주제 선정
•디자인 전문가 및 종사자, 전문기업, 기관 관계자 등 의사소통의 장 구축
•디자인단체 및 학회, 대학이 참여하는 부산디자인포럼 개최

사업 추진일정
•’11.09 : 운영위원회 구성
•’11.10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발제자 및 패널 선정
•’11.11 : 행사세부운영 추진
•’11.12 : 2011 부산디자인포럼 개최 및 결과 보고

기대효과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 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계획 발굴 및 반영
•산·학·민·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센터 발전방향 모색

행사개요
•행 사 명 : 2011 부산디자인발전포럼
•개최일시 : 2011. 12. 5.(월) 14:00
•개최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
•주
제 : 부산디자인산업의 발전과 소통
•발 제 자 : 김종욱 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
•토 론 자 : 박정태 좌장(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이사)
김광일 교수(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윤장원 이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경
지회장), 고성호 이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경남지회장), 홍찬효 교사(부산디자
인고등학교, 공예가), 이희대 실장(부산디자인센터 정책조정실), 김영찬 단장 (부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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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1

국민의례

사회자

14:01~14:11

부산디자인상 시상

디자인경영인상 등

14:11~14:30

내빈소개

사회자

14:30~14:34

개회사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14:34~14:38

축 사

박석동 시의원

14:38~14:42

축 사

유상욱 회장

14:42~15:12

디자인적용우수기업사례발표

트리샤 김경영 디자인연구소장

15:12~15:42

부산디자인산업 발전방안

김종욱 연구위원

15:42~17:00

종합토론

다같이(발제자, 토론자 포함)

17:00~17:10

폐회사 및 폐회

사회자

개최결과
•참석자 : 249명
- 디자인 전문가 및 디자인관련기업 대표 68명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167명
- 기관 관계자 : 14명
•종합토론 및 주요내용
- 디자인산업이 부산시 10대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업계는 인력난, 디자인
전공자는 취업난을 겪고 있음. 부산발전연구원과 디자인센터가 모색방안을 제시해 주길 요청
- 부산시의 디자인산업 관리조직 위상 상향 조정 또는 디자인전문과의 신설 및
부산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 신설이 필요하므로 디자인계의 노력이 요구됨
- 디자인산업계와 공공기관 대상 디자인교육프로그램 정기적 운영 필요
- 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광역시, 디자인단체총연합회의 공동협의체 신설 필요
- 센터가 지역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 사업 정보의 허브 역할 필요
- 센터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개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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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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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인쇄물

세미나 북

포럼 초대장

포럼 배너

포럼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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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럼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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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자인혁신사업
사업의 일반 개요
•사업명 : 디자인기반구축사업(지역디자인혁신사업 3차년도)
•과제명 : 해양과학 생물디자인 육성을 위한 해양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위탁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탁자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사업기간 : 2011. 3. 1 ~ 2012. 2. 29.(총 사업기간 : 2009. 10. ~ 2012. 2)

사업의 추진방법
•주관기관을 부산디자인센터로 하고, 지역디자인혁신센터(동서대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진주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경성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공동추진
•세부연구과제를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사)한국해양디자인협회 및 관련
산학관연민 협력 수행

사업목표 및 범위
•동남권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기반 구축

비전

해양 중심 도시의 디자인기반 구축

목표

동남권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기반 구축

기업지원

연구개발

정보제공

•해양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선행개발디자인 사업 연계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향 연구
•친수공간 공공 제품 디자인
연구개발
•해양관광제품 디자인 연구개발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해양디자인선진사례 정보수집
•해양기반 UD 프로모션,
어드바이저

네트워킹
•해양+디자인 이종산업 교류회
•유관기관 협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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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해양디자인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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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 내용
•사업내용 : 해양디자인 연구개발, 기업지원, 정보제공, 네트워킹, 인력양성을 통한 동남권 해양
디자인기반 구축
해양 브랜드상품 디자인 연구개발
•선행개발 디자인 상품화(시제품 제작), 모바일 앱 시범개발, 지재권 등록
•연계 전시, 연계 컨설팅
연구개발

해양 레저장비 디자인 연구개발
•선행개발 디자인 기술 이전
- 샘플 제작, 전시 및 홍보, 기술 이전 1건
해양 친수공간 UD 연구개발
•친수공간 이동 경로, 장애인유영구역 현장 어드바이저
•해양관광용 Accessibility Map 작성을 위한 기반조사

기업지원
정보제공
네트워킹
인력양성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3개 과제
해양디자인 DB 웹사이트 운영
해양디자인 DB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필요 시 MOU 체결
해양디자인 국제컨퍼런스 2011 개최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사업 진행 일정
• ’11. 05 : 2차년도 주관기관 중 최우수과제 선정
(4개 기관 : 부산RDC, 광주RDC, 대구경북RDC, KIDP 중부지원)
• ’11. 06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 체결
• ’11. 07 : 참여기관(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과 협약 체결
• ’11. 08 :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공고
• ’11. 09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과제 접수 및 선정(3개 과제)
• ’11. 09 :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회
• ’11. 10 :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전시 및 시상식
• ’11. 10 : 2011 해양디자인 국제세미나
• ’11. 11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주관기업 실태조사
• ’11. 12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과제 중간평가
• ’11. 12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활용기업 실태조사
• ’11. 12 : 해양레저산업과 디자인산업 연계 활성화 세미나
• ’12. 01 :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추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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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 연구개발
1.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동서대학교)
•사업명 : 해양관광 상품 디자인 연구개발
•사업목적 : 해양 관련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기반업체 육성
•결과물 : 해양 관련 상품 및 상품선행조사 보고서, 해양도시 대표적
상품 개발, 해양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 기반의 해양
축제, 해양레저, 휴양산업 연계 응용상품 개발 등
2.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사업명 : 해양레저장비 디자인 연구개발
•사업목적 : 해양레포츠장비 디자인 선행개발을 통한 디자인기술 축척
및 시장 창출
•결과물 : 해양 레포츠 장비 디자인 선행 개발(수상헬맷, 프로텍터,
구명조끼, 웨이크보드), 스포츠 장비 트렌드 및 기술 정보 축적
3.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사업명 : 친수공간 공공제품 디자인 연구개발
•사업목적 : 해수욕장의 불편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UD관점 제품 개발
•결과물 : 비치파라솔 활용 소지품 수납함 디자인, 해변용 쓰레기
수거 장비 디자인
■ 기업지원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사업기간 : 2011. 10 ~ 2012. 1
•사업목적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개발 사례 창출을 통한 해양디자인 개발 저변 확대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 개발 기업의 디자인개발 수요 해결
- 동남권 디자인기업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기술 축적
•기대효과
-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개발 저변 확대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일정
- ’11. 09 : 과제접수(5개 과제) 및 선정(3개 과제)
- ’11. 10 : 협약
- ’11. 11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주관기업 실태조사
- ’11. 12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디자인개발사업 과제 중간평가 및 활용기업 실태조사
- ’12. 01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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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과제번호

개발과제명

01

친환경 서퍼(바디)보드 개발

02

이동성을 강조한 패밀리형 세일링요트 제품디자인

03

18ft 레저용 삼동선(Trimaran) 디자인 개발

주관기업

활용기업

T·O R&D Labs

서광기공

아트핸즈

금하네이벌텍

(주)수가이앤씨

아이요트

•중간평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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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서퍼(바디)보드 개발

주관기업

T.O R&D Labs
총괄책임자 김태호
연락처 010-8528-4923

활용기업

서광기공
총괄책임자 진순자

개발개요
•개발목표 : 해양문화육성과 한국의 해양레포츠 기술력 선점, 수입대처효과, 디자인기술력에
대응할 수 있는 서퍼(바디)보드 개발
•특징 : 파도를 즐기고 싶어하는 서퍼 초보를 위한 보드로 파노가 높지 않은 조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가 가능하며 부력재의 우수성으로 해수의 깊이에 따라 보조 안전도구로
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국내현황 : 해양레저 문화로의 정착을 위한 국내제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해양레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함.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해양레저장비가
발전해 오고 있음

기대효과
- 단기간 개발 및 양산의 효과적인 제품의 선정
- 기술 개발, 보급, 확산과 저변확대, 제품경쟁력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 친환경적 요소 적용을 통한 신기술 창조

제품(브랜드) 이미지(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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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동성을 강조한 패밀리형 세일링요트 제품디자인

주관기업

아트핸즈
총괄책임자 김석칠
연락처 010-5584-3964

활용기업

금하네이벌텍
총괄책임자 양향권
연락처 010-8256-5557

개발개요
•개발목표 : 국내 가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특징 : 이동성을 강조한 국내보급형 요트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40피트급 요트(수억원대)가 상용화되기는 이르며, 해상계류보다
육상계류가 가능한 요트 개발 필요(20ft 내외)

기대효과
- 가족대상 요트 확산
- 접근성과 사용성이 좋은 디자인
- 차량운반이 용이해 주말 요트 문화 확산
- 해외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 가능

제품(브랜드) 이미지(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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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8ft레저용 삼동선(Trimaran) 디자인 개발

주관기업

(주)수가이앤씨
총괄책임자 장경이
연락처 051-744-4771

활용기업

아이요트
총괄책임자 심민철

개발개요
•개발목표 : 국내 요트문화의 활성화와 유럽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제시장 진출
•개요 및 특징 : 우수한 효율, 안전성 및 생존 성능이 우수, 우수한 항해능력, 다양한 레저
활동 가능, 우수한 경제성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로 소형 요트나 보트를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입요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음
•국내 : 레저 및 경기용, 장거리 항해용 등 다양한 종류로 개발 판매, 삼동선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문화 발달, 협회 및 연합 발달, 국제규모의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경제적인
삼동선 개발 추세

기대효과
- 국내요트시장 개척 및 저변확대
- 해양레저문화 형성 및 발달예상
- 해양레저산업 부품업체의 동반성장 및 인프라 구축
- 기술 및 가격경쟁력으로 국외시장개척

제품(브랜드) 이미지(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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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해양디자인 DB 웹사이트 운영
•사업목적 : 정보제공을 통한 해양디자인 저변 확대, 네트워크 형성
•웹사이트 주소 :
- 국문 : mdb.dcb.or.kr, 영문 : mdbeng.dcb.or.kr
•해양디자인 DB 웹사이트

해양디자인정보

사업성과물

MDB News

MDB Information

해양디자인DB

■ 인력양성
1. 해양디자인 국제세미나 2011
•주제 : 동남권 해양디자인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일시 : 2011. 10. 28.(금) 13:30~16:00
•장소 : 벡스코 컨벤션홀 2층(203~204호)
•프로그램
일정

주제

13:30~14:00 - Yacht design and production : opportunities in the equilibrium

연사
Luca Troisi
(Experientia/이탈리아)

14:50~15:20 - 동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오용식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5:20~15:50 - 국민레저형 딩기요트디자인 개발

서양호 대표(연합 SB 주식회사)

- 종합토론
15:50~16:20

토론자 : 연사 3명, 대불대학교 최출헌 교수,
현대요트 디자인연구소장 양봉렬

좌장 : 이한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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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요내용
연사 1 : 루카 트로이시 익스페리엔시아 수석 디자이너 “해양디자인 연구”
- 한국의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갈등, 디테일, 접근 방법을 중심
으로 알아본다.
- 요트산업에 있어 디자인과 생산은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마케터, 디자이너, 엔지니어 순서로 디
자인과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요트산업에서 중요한 것
은 마케터, 디자이너, 엔지니어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
을 이루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협력하여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
이며 수익성 있는 제품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요트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고객에게 지속적인 로열티를 제공하고, 기술
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3차원 비쥬얼 시뮬레이터 또는 visual configuration을 통해 고객
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심과 판매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사 2 : 오용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동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 국내 해양레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요트산업에 있어 법적분류 기준이 미비한 부
분이 많다.
-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형 선박이며, 레저용 선박을 만
드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 등의 기술 절반 이하의 수준임. 부산에는 레
저보트를 만들 수 있는 관련 회사가 총 250여 개가 있으며, 관련 사업부분에 있어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영세제조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속적인 R&D, 제품개발,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발전 시
킨다면, 해양레저장비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레저사업의 비젼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양레저장비산업
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기술적인 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연사 3 : 서양호 연합SB 주식회사 대표 “국민 레저형 딩기요트
디자인 개발”
- 인퓨전 공법을 이용한 복합신소재개념으로 제작한 딩기요트는 세
일링 요트를 대상으로 하고 졸업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격과 형태인 한국형 요트이다.
- 부품의 국산화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우리가 대부분을 개발하고
일부만 수입할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시장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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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기요트 국내시장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출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격이 적
절하고, 유지보수가 쉽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특별한 전략을 수립해 우선적으로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 타 국가들의 선진기
술을 배워 한국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토론
- 최출헌 교수 :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과 해양레저장비산업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급격한 모
델 체인지보다는, 컬러를 바꾸는 등을 통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바다
라는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 산업과 마찬
가지로 전시, 해양레저산업, 선박디자인도 기존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컨셉과 디자
인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루카 트로이시께 요트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의 역할 분담과 side window가 우리의 실정에 필요한지 질문하고 싶다.
- 루카 트로이시 : 팀 안에서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초기
부터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제품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생태계적인 배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의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디자인 언어를
개발하고, 한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 양봉렬 소장(현대요트) : 부족한 인프라 시설과 요트문화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관련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한국시장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디자인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오용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그
렇게 발언하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오용식 교수(한국해양대학교) : 부산,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디자인 메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처음엔 국내 개발에 치우치겠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더 확장된 동아시아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동아시아디자인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123

2. 해양레저산업과 디자인산업 연계 활성화 세미나
•주제 :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
•일시 : 2011년 12월 15일 10:30 ~ 14:30
•장소 : 롯데호텔 벨뷰룸(42층)
•참석자 : 약 41명(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 10명, 디자인기업 : 6명, 유관기관 : 12명,
해양 관련 협회 13명)
•프로그램
구분

발표분야
해양레저장비 요소기술

발표

소속

오상웅

대우인터내셔널

해양레저장비 운용환경 및 공간

조형장

메종건축사사무소

해양디자인 사례

신승우

해양디자인협회

해양레저장비

임장곤

중소조선연구원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성과 공유

강태호

부산디자인센터

좌장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김영욱

부산광역시

김우창

경남도

해양 관련 기관

공현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 관련 협회

강보배

한국해양산업협회

해양레저활성화

박기철

대한요트협회

해양레저장비산업과의 융합

임장곤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디자인

김영숙

한국해양디자인협회

지방자치단체

토론

성명

•토론 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한국해양디자인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지자체 설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관리가 쉬워야 함. 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장비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보급하면 제품판매에 도움이 될 것임
- 시민이 친숙한 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야구등대, 월드컵 등대 등 조형등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디자인센터와 함께 등대기념품 등의 제작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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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목적
- 해양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저변 확대
- 해양산업 및 해양디자인 경쟁력 강화
- 해양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학·연·민·관 교류 기반 조성
•개최배경
- 해양디자인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
- 해양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양디자인 전문 디자이너 발굴
- 해양산업과 디자인산업의 국제 산·학·연·민·관 교류 기반 조성
•행사개요
- 대회명 : 제2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 주최/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해양산업협회
- 후원 :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해양디자인
협회, 부산일보사,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은행, BN그룹, 한국
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2011. 10. 27(목) 12:00, 벡스코 컨벤션홀 2층
- 전시기간 및 장소 : 2011. 10. 27(목)~28(금), 벡스코 컨벤션홀 2층
•추진일정
2011년

7~9

8~9

9. 9~9.22

공모전 공고

사전등록

작품접수

9. 28

10. 27

심사위원회

시상식 및

개최

개막행사

10. 27~28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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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사업명
산업단지(부산·울산·경남)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사업기간
2011년 6월 1일 ~ 2012년 5월 31일 (12개월)

사업비
500,000천원 (국비)

사업목적
•산업단지 근접형 기업디자인 애로진단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디자인혁신 유도
•디자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디자인 경영마인드 인식향상을 통해 시장 확대 및 신시장
창출 기회 마련
•지역디자인 수요시장의 확대 계기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내용
•디자인 수요기업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디자인컨설팅 대상 선정, 디자인자문단과 연계한
디자인컨설팅 진행
•디자인컨설팅 전문가를 이용한 사례중심 전문교육 실시
•사업권역(동남권 :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DB 구축
•산업단지 디자인 체험전 개최 및 디자인 컨설팅 사례집 발간 등

운영체계 및 역할
•부산디자인센터 : 디자인지원단 관리 및 총괄운영
•디자인 지원단 : 디자인 수요 기업 및 기업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기업의 디자인 문제점
진단, 단계별 디자인 개선방안 제시
•디자인 자문위원 :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한 인력풀로서
필요 시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기업진단 및 기술지도 자문

주요 사업결과
•5월 디자인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6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업협약
•8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사무소 개소
•10월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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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현황
단지명

업체명

업종

세부업종

컨설팅 분야

컨설팅 세부 분야

김해

원정프라테크

화분받침

화분 침, 화분

제품

제품디자인

녹산

㈜태양기전

기계

선박엔진컨트롤장비

제품

제품디자인

의료용품

무릎치료기기

제품

제품디자인

무지개 네오메드 존 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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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일운동구

운동기구

트램플린

제품

제품디자인

김해

경성정밀

금형제조

플라스틱사출금형제작

제품

제품디자인

녹산

오리온산업㈜

제조, 도매

타일시멘트, 타일본드

시각

포장디자인

센텀

KNK미디어

영상제작

영상물

시각

BI디자인

녹산

제이에스엠텍

제조

멀티탭

제품

제품디자인

신평

아즈텍

섬유제조

모직물

시각

CI디자인

장림

청우제강

제조업

와이어로프

시각

CI디자인

기타

신영무역

농산품

약단밤 수입판매

시각

BI디자인

기타

신영무역

농산품

약단밤 수입판매

시각

포장디자인

화전

㈜성창기계

산업기계

CCL,CGL 기계라인

홍보물

사인물디자인

녹산

씨에프(CF)

조리식품제조

핫소스, 바베큐소스시즈닝

시각

포장디자인

사상

㈜내쇼날시스템

제조도매

각종 용접기, 에어프라즈마 외

시각

브랜드디자인

부산과학

(주)거광유브이씨

천장재

디자인천장재

제품

제품디자인

녹산

동남정공

선박플랜트

조선기자재 및 선박구성부분

홍보물

카탈로그

사상

오양식품

식품제조

선식, 차류

시각

CI디자인

화전

SD테크

제조업

자동차부품, 벨브

홍보물

홈페이지/카탈로그

센텀

㈜에넥스트

공공시설물

조합놀이대/파고라/벤치

홍보물

카탈로그

녹산

㈜부흥

제작/시공

비철전문

홍보물

홍보영상

녹산

리노공업

제조업

반도체 검사

홍보물

홈페이지

신평

경은산업㈜

섬유제조

인테리어 타일

제품

제품디자인

사상

㈜에이앤케이

신발제조

발가락신발

시각

양산

㈜화성금속

원자력, 중공업 등 납품

특수볼트, 너트

홍보물

CI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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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업체명

업종

세부업종

컨설팅 분야

컨설팅 세부 분야

녹산

㈜동화뉴텍

제조업

산업용 공기압축기

홍보물

카탈로그

녹산

혜성엔터프라이즈

제조업

어업용 낚싯줄

홍보물

카탈로그

신평

기성전선㈜

제조

전선

포장

포장디자인

녹산

태양공업사

Aluminum 표면처리

양국산화피막처리

CI

CI디자인

녹산

㈜로커스

제조

홍보물

카탈로그

센텀

파우다디자인

애견용품 제조

애완동물 용품

제품

제품디자인

녹산

대광변압기

제조업

변압기

홍보물

사인물

센텀

㈜나드소프트

보안s/w 공급

보안s/w

제품

UI디자인

녹산

정우이앤지㈜

초저온 시스템 엔지니어링

초저온,진공단열배관 등

홍보물

카탈로그

센텀

parkESM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

홍보물

카탈로그

부산과학

㈜엔나노텍

촉매 및 폐촉매 재활용

Tio2, MoO3, Fe2O3, MgO

홍보물

카탈로그

상평

(주)유창실크

제조

실크, 넥타이, 한복지

시각

CI

상평

동남실크

제조

실크, 넥타이, 한복지

시각

CI

상평

㈜세림정공

제조

중장비, 자동차, 농기계 부품

시각

CI, 홍보물

상평

T&G용진

제조

농기계 부품

홍보물

카달로그

기타

문산머쉬영농조합법인

농업

새송이버섯

시각, 홍보물

브, 피팅

포장디자인,
BI디자인, 홍보물

창원

칸 워크홀딩㈜

제조업

CHUCK & JIG

홍보물

카탈로그

김해

휴롬엘에스㈜

다기능 원액기, 녹즙기

원액기, 녹즙기

브랜드

C.I 리뉴얼

창원

건영테크(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중장비 부품

시각

시각디자인

창원

kHAN 워크홀딩(주)

정밀기계,

정밀기계부품 및

방산정밀부품 제조업

방산정밀부품 제조업

시각

시각디자인

창원

허밍바이오ㅤㅤㅤㅤ

미포국가

A.K Biotech

생물학적재재

오메가-3 추출 및 제조

시각

BI

일반산업

㈜금성메탈

제조, 도매

기계부품가공

홍보물

홈페이지

제조

윤활류, 그리스, 부동액

시각

포장

고압가스

산소, 질소, 알곤외 고압가스

시각

CI, 카다록

온산국가공업 대성석유화학㈜
온산국가공업

한국 가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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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화성금속

업체현황
근로자수 : 36명
설립년도 : 1988
사업장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275번지

대표자명 : 원일봉
산업단지명 : 소주공단
주요사업 : 원자력, 중공업 등 납품
주요품목 : 특수 볼트 & 너트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세부분야

□ 시각디자인

홍보물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 CI(기업아이덴티티)

인쇄물

□ 기존제품 개선방향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포장디자인

□ 영상물

□ 기타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카달로그 제작에 따른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 구성이 필요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주)화성금속 고유색상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표현함
- 시선이 분산되는 기존 카탈로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요 생산품의 이미지를 보다 강조함으
로써 집중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통일감을 유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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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태양기전

업체현황
근로자수 : 28명
설립년도 : 1996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79-13

대표자명 : 박석배
산업단지명 : 지사과학단지
주요사업 : 선박엔진제어장비
주요품목 : 선박엔진제어장비, 로봇제어장비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제품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세부분야

기존제품 개선방향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시각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기타

□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포장디자인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Name Plate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 제작 여건 및 인력이 부족함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LOW와 HIGH의 폰트 두께 조절을 통해 TMC의 로고타입과 통일성을 유지
- 기업의 주색과 동일한 컬러로 기호의 가독성을 높임
- 라인의 두께를 그래픽화하여 고·저를 표현해 가독성을 높임(TYPE_A)
- 기준점을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며 방향성을 강조(TYPE_B)
- 명확한 기준점을 표기하여 정확성을 높임(TYPE_C)

성과
- 현재 제품 출시 전, 국외 박람회에 소개되어 해외 바이어로부터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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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앤케이

업체현황
근로자수 : 5명
설립년도 : 2008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2

대표자명 : 전혜영
산업단지명 :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사업 : 신발제조, 판매
주요품목 : 발가락 신발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세부분야

시각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기존제품 개선방향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포장디자인

□ 기타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제품의 특징을 고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CI 및 BI가 필요하나 전문 인력의 부재로 도움이 필요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프로스펙스, 아디다스처럼 연계성 있는 BI를 개발해야 하며 본사에 맞는 규정을 확립해 동일한 곳에 적용
- 에이앤케이 A는 기존 BI이며, BI 상호간의 연계성이 없어 정체성이 떨어짐
는 제품에 너무 작게 적용되어 시인성(대상물의 모양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이 떨어지며
는 소비자들이 F.T.T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음
- 에이앤케이 B는 CI의 로고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기존 발모양과 서로 다른
컬러를 활용해 W 와 R을 구분한 예시임, 에이앤케이의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Water의 W,
Road의 R로 BI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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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넥스트

업체현황
근로자수 : 13명
설립년도 : 2002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대표자명 : 신복순
산업단지명 : 센텀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 : 공공시설물
주요품목 : 종합놀이대/파고라/벤치 외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세부분야

□ 시각디자인

홍보물디자인 □ 기타

□ 신규제품 개발방향

□ CI(기업아이덴티티)

인쇄물

□ 기존제품 개선방향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포장디자인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카달로그 디자인이 취약함

개선방향
▶ 개선 전

▶ 선행사례 연구
표지

내지

- 대표이미지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기업 아이덴티티 정립
- Layout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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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커스

업체현황
근로자수 : 43명
설립년도 : 1999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99-4

대표자명 : 김일근
산업단지명 : 녹산 국가산업단지
주요사업 : 제조
주요품목 : 밸브, 피팅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세부분야

□ 시각디자인

홍보물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기존제품 개선방향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포장디자인

□ 기타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홍보영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 부재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영상의 시작, 마무리 단계를 동일한 형태(기법, 컬러 등)를 적용해 영상의 통일성을 높임
- 영상의 전체 길이는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며 세부 시나리오 역시 변동 가능
- 촬영 시 삼각대를 활용하여 카메라의 떨림을 최소화하며 과도한 카메라의 움직임(패닝, 줌 인, 아웃)은 지양
- 인물 촬영 시 로우 앵글과 화면에 사람 전체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 강조해야 될 부분만 클로즈업을 사용(과도한 클로즈업 사용은 눈의 피로감이 높임)
- 충분한 계획을 세워 시청자에게 촬영의도 전달 필요
- 영상 전체에 동일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적용, 통일감 부여. 시나리오 별 컬러변경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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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쇼날시스템(주)

업체현황
근로자수 : 13명
설립년도 : 1997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17-14

대표자명 : 김영호
산업단지명 : 사상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 : 제조, 도매
주요품목 : 각종 용접기, 에어프라즈마 외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세부분야

시각디자인
□ CI(기업아이덴티티)

□ 기존제품 개선방향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홍보물디자인 □ 기타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포장디자인

□ 인쇄물
□ 홈페이지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BI의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어 형태와 위치가 다르게 적용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각기 다른 모양의 BI를 통일하여 동일한 기업임을 알 수 있게 함
- 복제품 방지를 위해 BI의 규격화 필요
- 규격화 된 BI의 표기 규정 필요
- 정해진 표기 방법에 맞게 적용하여 동일한 기업임을 알 수 있게 함
- 새로운 모양의 제품을 개발하였을 때 BI 표기 규정도 함께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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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전선 주식회사

업체현황
근로자수 : 41명
설립년도 : 1972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31번지

대표자명 : 김정빈
산업단지명 : 신평장림산업단지
주요사업 : 제조
주요품목 : 전선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세부분야

시각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기존제품 개선방향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포장디자인

□ 기타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전문가 소견이 부족하여,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함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동일한 크기이지만 원통 심지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단계 형성 가능, 박스 포장 시 적재의 용이성
등으로 원통 모양의 디자인 제안
- 2차 비닐 포장 시 불투명 비닐을 사용하여 비닐에 기업 및 제품정보를 제공하며 기업 아이덴티티를
인식시킴
- 1차, 2차 포장 시 자사의 컬러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기업 아이덴티티를 인식시킴
- 사용 후 남아있는 전선의 풀림 방지를 위한 기능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A)
- 본 이미지는 예시로 본사에 맞는 포장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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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산업(주)

업체현황
근로자수 : 85명
설립년도 : 1994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50-5

대표자명 : 최경환
산업단지명 :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 : 섬유재 및 인테리어 타일
주요품목 : 섬유 및 인테리어 타일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제품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세부분야

기존제품 개선방향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시각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기타

□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포장디자인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디자인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디자인개발에 대해 애로사항 발생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A

B

C

D

- 옐로우 색상을 기본 바탕색으로 하는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호텔 방의 아늑함을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연출(A-호텔)
- 전체적으로 그린 색상을 사용하여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 공간 연출(B-고급 레스토랑)
-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밝고 따뜻한 느낌의 옐로우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간 연출(C-예식장)
- 모노톤의 색상에 포인트 색상을 적용하여 산뜻한 이미지 연출(D-고급주택)

성과
- 한패션 디자인개발사업 연계로 제품 개발 중

- 국제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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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광유브이씨

업체현황
근로자수 : 10명
설립년도 : 2009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046-1

대표자명 : 최성희
산업단지명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 : 천장재 제조
주요품목 : 디자인 천장재, 디자인 욕실용 천장재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제품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세부분야

기존제품 개선방향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 시각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CI(기업아이덴티티)

□ 인쇄물

□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홈페이지

□ 포장디자인

□ 영상물

□ 기타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최신 트렌드에 기초한 제품디자인 개발 필요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딱딱하고 정적인 분위기의 주차장을 자연물 패턴의 천장재를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부합하는 분위기로
전환(A)
- 다소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의 주차장입구에 산뜻한 색상의 패턴을 적용하여 주차장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B)
- 컨셉 패턴 및 색상 선택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며, 천장재의 배치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
- 장소에 적절한 패턴 적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이미지를 제공함

성과
- 현재 디자인개발 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중
-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 주최 우수기업 표창 수여

138

부산디자인센터 2011 기업지원활동 보고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성과

10

KNK MEDIA

업체현황
근로자수 : 5명
설립년도 : 2009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8
인텔리움센텀

대표자명 : 김현식
산업단지명 : 센텀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 : 영상촬영 및 제작
주요품목 : 웨딩영상, 온라인 광고영상

신청내용
진단요청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제품 개발방향
세부분야

시각디자인
□ CI(기업아이덴티티)

□ 기존제품 개선방향
□ 제품컬러, 소재, 후가공

BI(브랜드아이덴티티)
□ 포장디자인

□ 홍보물디자인 □ 기타
□ 인쇄물
□ 홈페이지
□ 영상물

□ 신청품목의 트렌드 및 사례 조사

애로사항
자체 브랜드 “wipic”의 BI개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음

개선방향
▶ 개선 전

▶ 개선 후

- KNK MEDIA가 디자인북스에 BI개발 의뢰
-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해 wipic의 폰트를 고딕체로 변경을 제안했으나 베이비 영상 사업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디자인회사가 처음 제안한 서체 유지
- 웨딩 사업의 특징인 함께, 새 출발, 비상 등의 의미를 나비로 표현
- 나비 날개를 투명도로 조절하여 풍부한 컬러를 표현
- 웨딩 브랜드 개발 시 향후 개발할 베이비 영상 브랜드와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 WI의 브랜드 첫머리 글자를 활용
- 2011년 로고 트렌드(Comma / 투명도와 컬러 조합으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형태)

성과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영역 확대(베이비 영상)
- WIPIC 브랜드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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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부산지역 섬유ㆍ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시급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 부산지역 섬유·패션 업체의 기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지역 경제 파급력이 뛰어난 과제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개발

▶ 사업규모

: 1개 과제 선정 지원

▶ 사업기간

: 2011. 2 ~ 12

▶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사업목적
•섬유패션 업체의 기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지원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방법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위ㆍ수탁 협약체결, 사업추진
•주관기관 선정·평가 후 사업 성과품 개발
•사업종료 후 기업의 사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대상 및 분야
•부산지역 소재 주관기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섬유패션 관련 사업 중에서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섬유제조, 염색가공, 봉제, 패션디자인, 패션소재 관련업체 등
•지원내역
- 예산규모 : 50,000천원(전액시비 : 민간자본보조)
45,000천원(기술개발지원자금), 5,000천원(평가관리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현금의 50%까지 지원
주관기업 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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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체계 유형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 간)

부산시 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총사업비의 50%까지

총사업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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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주관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주관기업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참여
- 부산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추진체계 및 관리
•사업관리
▶ 관리기준

- 사업관리는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용함 (제 2009-18호, 지식경제부고시, 2009. 2. 2)
•추진체계
- 부산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인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 신규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부산광역시
전담기구
(재)부산디자인센터

평가위원회
주관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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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패턴을 활용한 Outdoor 개발

주관기업

부산의용촌GNT
총괄책임자 장동철

개발기간

’
11. 6. 1 ~ 12. 31(7개월)

위탁기관

신라대학교 디지털패션센터

개발사업비(천원)

부산시 지원 45,000
민간부담
54,636 현금
33,482 현물

키워드

Military 패턴

● ●

Outdoor

● ●

기능성

개발 목표
•세련된 Military 패턴·디자인 개발
•방·투습성 기능 향상, 입체패턴을 적용한 착용/활동성 향상
•Military 패턴을 활용한 고기능성 아웃도어(방풍/방한/보드복) 개발
•2011년 벤처국방마트 전시회 / 2011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참여

개발내용 및 결과
•Military 패턴 4건 및 디자인 6건 개발
•Military 패턴을 활용한 기능성 방풍복 1건, 고기능성 방한복 2종 4건, 보드복 1건 개발
•2011년 벤처국방마트 전시회 참가(육군본부 주관) /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참가
•2011년 부산디자인마켓 전시회 참가
•다양한 전시회 참여로 인한 『Barrian』 브랜드 홍보 및 업체 이미지 향상

기대효과
•국내·외 Military Outdoor 시장의 다양화 효과
•Military 패턴을 활용한 Outdoor 시장 진출
※ 특화된 Military Mania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다양한 Needs 충족
•세련된 Military 패턴 개발로 인한 방풍복/방한복/보드복 매출 증대
•업체의 우수한 봉제기술력 홍보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 증대

적용분야
•국내·외 Military look 시장 진출 : Military mania층 및 동호회 특화 적용
•국내·외 Outdoor 시장 진출 : 다양하고 세련된 Military styl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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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Outdoor 최종 디자인

방풍복 전면

방풍복 후면

방한복Ⅰ 전면

방한복Ⅰ 후면

방한복Ⅱ 전면

방한복Ⅱ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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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Outdoor 최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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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Ⅲ 전면

방한복Ⅲ 후면

방한복Ⅳ 전면

방한복Ⅳ 후면

보드복 전면

보드복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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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Outdoor 결과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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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BI 개발사업
사업의 일반 개요
•사 업 명 : 부산시민공원 명칭 제정 및 BI 개발 연구 용역
•위 탁 자 : 부산광역시
•수 탁 자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사업기간 : 2009. 12. 18 ~ 2011. 08. 31.
•위

치 : 부산진구 양정·연지·범전동 일원 (舊. Camp Hialeah)

•사업규모 : 528,278㎡(공원조성 470,758, 우회도로 57,520)
•추진방향 : 세계적 수준의 도심 속의 공원에 걸맞은 명칭 및 BI 개발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진구 범전·연지동 일부에 위치한 (구)하야리아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Camp Hialeah)가 2006년 8월에 폐쇄되고, 2010년 1월에 부대 부지가 부산광역시에 반환
됨에 따라 약 53만㎡(16만평) 부지에 부산을 상징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을 조성
•공원의 목표는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공원ㆍ미래를 향한 공원ㆍ모두를 위한 공원ㆍ문화가 있는
공원ㆍ도심재생성을 촉진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원의 주제는 기억ㆍ문화ㆍ즐거움
ㆍ자연ㆍ참여라는 새로운 도심의 이미지를 창출
•공원이 들어설 구 캠프 하야리아는 조선시대 동래의 서면(西面)에 속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
•일제강점기에는 유흥오락을 위한 경마장이 만들어지고, 일본군 군수품 보급기지 및 서면임시
군속교육훈련소로 사용. 광복 후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주한미군 보급기지인 캠프하야리야가 위치
•2010년 부지가 완전 반환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이방인들의 땅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의 땅
•이러한 부산시민공원(가칭)을 세계적이고 부산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상징성과 참신성을
갖는 부산시민공원(가칭) 명칭 제정 및 BI(Brand Identity) 개발

사업의 기본방향
•역사·문화·환경친화·경제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공원의 명칭 및 BI 방향 제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System 제시
•시민적 관심제고 및 의견반영, 마케팅효과 거양을 위해 명칭 및 BI개발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 명칭 및 BI 안 개발 후 시민선호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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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기관
구분

기관명

비고

위탁기관

부산광역시

협약에 의해 출연

수탁기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협약에 의해 사업관리 및 집행

수행업체

(주)매스씨앤지

디자인개발, 사업수행

사업 수행 절차
>

수행업체
선정

>

개발계약
체결

>

개발수행

>

명칭보고

최종납품

<

최종보고

<

BI확정

<

디자인 보고

<

명칭확정

>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의 범위
•하야리아부대 부지반환에 따라 5대 테마공원(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조성 계획에
따른 명칭 및 BI 개발
•공원조성에 따라 부산을 상징하는 세계적 공원으로서 위상에 어울리고 부산다운 매력을 갖는
명칭(네이밍)의 개발
•공원의 BI(Brand Identity) 개발
•공원명칭 및 BI 개발 세부항목
구분

항목

공원명칭

네이밍

세계적이고, 참신성과 부산의 상징성을 갖는 명칭

슬로건

공원의 기능과 특징을 살린 슬로건

기본요소
(Basic
system)

심볼마크

응용요소
(Application
system)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서체)

한글, 영어, 한자타입, 숫자, 기호 등

전용색상

주색, 보조색, 활용규정, 금지규정 등

시그니처
BI

비고

심볼·명칭 조합(좌우, 상하 등)

서식류 및 사무용품류

명함, 봉투류, 메모지, 방문증, 주차증 등

깃발류사

(공원)기, 패넌트, 거리 설치용 배너류 등

의류
사인류

근무복, 체육복, 모자, 어깨띠 등
폴사인, 종합안내판, 주차장, 안내사인, 시설물유도사인,
시설안내사인, 현수막, 현판, 간판 등

차량류

버스, 승합차, 승용차 그래픽 디자인 등

념품 등

방문 기념품, 시상품 및 응용아이템

기타

공원 내·외부에 필요한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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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일정
• ’09. 10. 30 : 부산광역시-부산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09. 11. 04 : 추진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계약체결 의뢰
• ’09. 11. 12 :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에 입찰 공고 게시
• ’09. 11. 24 : 제안서 접수
• ’09. 12. 04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09. 12. 0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매스씨앤지
• ’09. 12. 18 : 용역사 계약 체결
• ’09. 12. 18 : 착수보고회 개최
• ’10. 01. 18 : 공원명칭 명칭제정 1차 보고
• ’10. 02. 05 : 공원명칭 명칭제정 1차 보고
• ’10. 02. 11 : 시 간부 목요창의 회의 선호도 조사
• ’10. 02. 17 : 시민선호도 조사
• ’10. 03. 19 : 디자인센터 자문회의 개최
• ’10. 04. 06 : 명칭선정위원회 개최
• ’10. 12. 20 : 명칭선정위원회 개최
• ’11. 01. 20 : 명칭선정소위원회 개최
• ’11. 02. 05 : 명칭선정소위원회 추출한 명칭 5안 선호도 조사
• ’11. 03. 11 : 명칭선정위원회 개최
• ’11. 04. 19 : BI 개발 소위원회 개최
• ’11. 05. 26 : 2차 BI 개발 소위원회 개최
• ’11. 06. 21 : 공원 명칭선정위원회
• ’11. 08. 05 : 부산시민공원 BI개발 자문회의
• ’11. 08. 25 : 「부산시민공원 명칭제정 및 BI개발 사업」 최종보고회
• ’11. 08. 31 : 납품(매뉴얼 및 CD 각 50권)
• ’11. 09. 14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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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과정
•선호도 조사
구분

부산시민공원

부산대공원

너울공원

부산공원

부산가온공원

기타·무응답

합계

984명

352명

358명

293명

155명

31명

2,173명

(45.36%)

(16.2%)

(16.5%)

(13.5%)

(7.1%)

(1.4%)

(100%)

470명

480명

408명

459명

250명

106명

2,173명

(21.6%)

(22.1%)

(18.8%)

(21.1%)

(11.5%)

(4.9%)

(100%)

1,454명

832명

766명

752명

405명

137명

4,346명

(66.9%)

(38.3%)

(35.3%)

(34.6%)

(18.6%)

(6.3%)

(200%)

1순위

2순위

1+2순위

•BI개발(안)
친환경 이미지

설계컨셉 반영

한글 자음

•명칭 선정 및 BI개발 회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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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BI 개발사업 최종 결과물
•베이직 시스템(Basic System)

새로운 부산시민공원의 심볼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원 안에 시민
과 숲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배치하였다. 각 형태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부산시민공원만이 가진 컨셉을 표현
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이면서 시민이 만든 시민의 공원이라는 이
미지를 담았다. 컬러는 블루와 그린, 엘로우 컬러를 사용하였다.
블루는 부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해양을, 그린은 부산의 대표
적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부산시민공원을, 엘로우는 이 모두를
아우르며 공원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시민을 각각 상징한다.

전용색상

그래픽모티브

아이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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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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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시스템(Application System)
명함

사원증

우산

방문증

시계

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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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센터 CI 개발 사업
사업의 일반 개요
•사 업 명 :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위수탁 사업
•위 탁 자 :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수 탁 자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사업기간 : 2011. 3. 10 ~ 2011. 10. 31(연장기간 포함)
•사업내용 :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사업의 추진배경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인 부산영상센터 건립
•부산광역시(영상문화산업과)의 사업 수탁

사업의 추진목적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인 부산영상
센터의 기능과 정체성(특색)이 잘 반영된 통합 이미지를 개발 보급하여 대내외에 부산영상센
터 이미지 확립 및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디자인전문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사업의 추진방향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지역 디자인 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CI 개발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와 부산디자인센터가 협약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급,부
산디자인센터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부산영상센터의 정체성 및 비전의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CI 개발의 컨셉 도출하여 완
성도 높은 결과물 제작
•동업종 CI 개발 사례가 있는 국내의 CI 개발 디자인 전문기업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부산영상센터 CI
개발
•사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사업 수행 기관
구분

기관명

위탁기관

부산광역시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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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담당 부서
영상문화산업과
디자인지원팀

비 고
협약에 의해 사업비 출연 및 TFT 구성 운영
협약에 의해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TFT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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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
운영

>

용역업체
선정 통보

최종보고회 및
사업결과보고

<

자문위원회
운영

<

중간보고회

<

CI개발

<

용역계약
체결

>

위·수탁
협약 체결

사업 수행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주요정책수립/사업비출연
자문위원회
CI 개발 전반적인
자문 및 조정

부산디자인센터(전담기관)
사업계획수립/사업운영

평가위원회
CI 개발 용역업체 선정

주관기업
CI 개발/사업진행 및 결과 보고

과업의 범위
구분

항목
슬로건
심볼마크

개발내용
부산영상센터의 목표와 이념, 정체성을 잘 살린 슬로건
“부산영상센터”
와 “두레라움”을 통합이미지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심볼마크
정식명칭(한글, 영문, 한자)

기본요소
(Basic system)

로고타입

“부산영상센터”,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두레라움” 명칭을 활용한 다양한
로고타입 개발

전용서체

TYPE FACE 등

전용칼라

주색, 보조색 등

시그니처
보조그래픽 요소

심볼·로고타입 조합(한글, 영문, 한자, 좌우, 상하 등)
심볼과 연계한 도형, 디자인, 모티브 등

서식류

명함, 봉투, 메모지, 공문서식, 언론보도지 등

깃발류

깃발, 배너, 패넌트 등

의류

근무복, 체육복, 모자, 어깨띠 등
폴사인, 종합안내판, 주차장, 안내사인, 부서사인, 시설물유도사인,

응용요소

사인류

(Application
system)

시설안내사인, 유도사인, 현수막, 현판 등
(조감도를 활용한 건물외벽에 현판, 사인물의 부착위치 선정 포함)

차량류

버스, 승합차, 승용차 도색 디자인 등

기념품

방문기념품, 시상품 및 응용 아이템

증서류

표창장, 임명장, 임용장, 위촉장 등

패찰류

신분증, 명찰, 명패, 뱃지, 행사용 명찰(스탭), 주차증 등

포장류

쇼핑백(대, 중, 소), 포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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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일정
• ’11. 03. 10 : 부산광역시-부산디자인센터 위 수탁 협약 체결
• ’11. 03. 16 : 추진계획수립
• ’11. 03. 22 : 제안요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계약체결 의뢰
• ’11. 04. 07 :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에 입찰 공고 게시
• ’11. 04. 19 : 제안서 접수
• ’11. 04. 22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1. 05. 02 : 계약체결(프로인커뮤니케이션,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 ’11. 05. 02 : 착수계 제출
• ’11. 05. 09 : 자문위원회 구성
• ’11. 05. 11 : 착수보고회 개최
• ’11. 05. 17 : 개발대상 공식명칭 변경(부산영상센터→영화의전당)
• ’11. 06. 09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1. 06. 22 :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11. 07. 01 : 3차 중간보고회 개최
• ’11. 07. 07 : 4차 중간보고회 개최
• ’11. 07. 26 : 협약기간 연장(’11.7.31.→ ’11.8.31.)
• ’11. 07. 29 : 부산시에 중간결과물 제출
• ’11. 08. 05 : 5차 중간보고회 개최
• ’11. 08. 08 : 계약기간 연장(조달청 통보, ’11.7.31.→ ’11.8.19.)
• ’11. 08. 10 : 최종보고회 개최
• ’11. 08. 19 : 납품(완료계 제출)
• ’11. 08. 26 : 저작권 관련 이의발생
• ’11. 08. 31 : 검사기간 연장
• ’11. 09. 01 : 위수탁 기간연장
• ’11. 09. 14 : 권리문제 검토 요청(김찬덕 변리사)
• ’11. 09. 29 : 위수탁 기간연장(’11.9.30. → ’11.10.31.)
• ’11. 10. 20 : 권리문제 검토 감정서 수령 및 이의 당사자와의 업무협의로 권리문제 해결
• ’11. 10. 25 : 납품 검수
• ’11. 10. 26 :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완료계 제출
• ’11. 11. 01 : 영화의 전당 성과품 납품(매뉴얼 및 CD 각 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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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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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센터 CI 개발사업 최종 결과물
•베이직 시스템(Basic System)

시그니춰 국문영문혼용

슬로건 국문영문혼용

두레라움 국문영문혼용

‘영화의 전당’의 독특한 건축물 형상을 꿈과 감동의 물결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물결은 시대를 관
통하는 큰 흐름을 의미하며,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움직이는 대상이다. 이는 영화
의 전당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의미를 그래픽모티브에 담았다. 영화의 전당을 바라보고 있
는 태평양의 파도가 굽이치는 듯한 역동적인 모양의 그래픽모티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꿈과 감동을
다이나믹하게 전달한다.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물결은 영상산업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함
이며 활기차고 즐거운 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물결이 해체되는 듯하다가 다시 만나는 모
양에서 다양한 가치가 모이고 재확산 되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그래픽 모티브의 강렬한 컬러대비
를 통해서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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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시스템(Application System)
명함

사원증

방문증

판촉물

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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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사업의 일반 개요
•사 업 명 :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위 탁 자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수 탁 자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사업기간 : 2011. 6 ~ 12월
•사업내용 : 부산 수산브랜드(고등어)를 활용한 관광상품 시범개발(에코컵 2,000개, 에코가방
500개)

추진배경 및 목적
•부산 수산브랜드(고등어) 인지도 확산을 위해 2010년 센터에서 기 개발한 그래픽을 활용,
관광상품 시범제작

추진방법
•시장조사, 제작방식 검토 후 전문업체 제조의뢰

사업 수행 절차
위·수탁협약
체결

>

시장조사

>

제작방식
검토

사업 진행 일정
•’11. 06 : 부산광역시 보조금 신청
•’11. 07 : 보조금 교부
•’11. 08 : 시장조사
•’11. 10 : 제작방식 검토
•’11. 12 : 업체 선정 및 상품제작
•’12. 01 : 최종보고 및 부산시 수산진흥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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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제작

>

최종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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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물
•브랜드 마크-기본형

브랜드 마크는 부산의 연근해 수산물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며 BI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마크 디자인은 다
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더 나은 새로움을 창조해왔던 창조도시-부산의 다양
성과 역동성을 가변적 조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조합과 해체가 유기적인
가변적 브랜드 마크를 통해서 응용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로고타입 가로형
로고타입은 브랜드 마크와 함께 부산 연근해 수산물 브랜드의 공식 표기이자, 주 상징 요소이다.

국문

영문

•응용형

텀블러

에코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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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 업 명 : 에코디자인 융합 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프로젝트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동아대학교 에코디자인사업단
•참여기관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사업기간 : 2010. 8. 1 ~ 2013. 4. 30
•사 업 비 : 1차년도 60,000천원, 2차년도 20,000천원
•추진방향 : 디자인 및 생활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에코 디자인 관련 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추진 방향
•부산지역 에코디자인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 디자인산업 :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을 위한 부산시 의지 반영
- 섬유패션산업 : 노동집약 산업에서 지식집약 산업으로 전환
- 고령친화산업 : 의료중심에서 생활중심의 디자인산업으로의 전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레저용품 개발 및 용품시장 개척
•부산지역 혁신전략 특성화를 위한 에코디자인 산업 필요성 확대
•의료관광, 해양레저산업 등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 간의 융합 도모
•블루오션의 패키지형 네트워크 산업으로 지역산업들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디자인, 생활소재 고령친화, 레저산업 및 관련 제조, 유통, 서비스업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육성

에코디자인산업의 중심도시

부산
에코 디자인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 + 섬유패션 + 헬스케어 +
친환경소재 업체간 협력을 통한
에코디자인제품 공동개발

에코디자인
사업단

전문적인 개인창업 지원
에코디자인 분야 신규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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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을 통한
국내외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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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최종 목표 및 내용 (부산디자인센터)
세부사업

사업목표

실적목표
(정량화)

사업내용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성과지표

10회

에코디자인 트렌드 보고서 발간

관련기업에
대한

마케팅

마케팅지원

•해외리서치

5건

•국내외 친환경 제품 트렌드 조사

5종

•트렌드 보고서 발간 (ISBN 등록)

1,000부

•트렌드 확산 산학 연계협약

4건

•트렌드 설명회

5회

•수혜인원

800명

•수혜기업

5개

설명회 만족도 : 60% 이상
보고서 판매수익 : 3,000천원
보고서 활용제품 개발 : 5건

국제 에코디자인 세미나
•세미나 개최

1회

세미나 수익금 : 3,000만원

•세미나 교재 개발

1건

만족도 : 60% 이상

200명

•참여인원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교육

2회

창업 5건, 일자리 창출 3건

사업추진체계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코디자인 사업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네크워크
사업팀

산학협의회

제품개발
사업팀

브랜드 및
제품개발위원회

마케팅
사업팀

마케팅
관리위원회

기업지원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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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기관명

고유기능

역할
(세부 사업명)

동아대학교
에코디자인 사업단

산학협력

(재)부산디자인센터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구분

주관

참여인력(명)

기관유형

총괄 책임자

사업
책임자 외 9명

대학

강태호

팀장

책임자 외 5명

기업지원
기관

•제품개발
•기업지원

김영일

부회장

책임자 외 2인

기업지원
기관

스포용품
•제품개발
제조 및 판매

김영창

부사장

책임자 외 5인

기업

직위

•네트워킹
•마케팅

박은주

창업지원

•기업지원
•마케팅

기업지원

기관

참여
기관

(주)학산

책임자
성명

에코디자인마케팅지원사업 1차년도
•1차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4. 30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40,000천원, 국비 20,000천원)
- 사업내용 및 정량적 목표
기관명

사업내용

실적목표(정량화)
계획

실적

에코디자인 트렌드 보고서 발간

1건

1건(1,000부)

•해외리서치

5건

5건

•국내외 친환경제품 트렌드 조사

5종

5종

•트렌드보고서발간(ISBN등록)

1,000부

1,000부

•트렌드 확산 산학 연계협약
(재)부산

4건

4건

•트렌드 설명회

디자인

5회

5회(205명 대상)

•수혜인원

센터

800명

1,000명

•수혜기업

5개

5개

•세미나 개최

1회

1회

•세미나 교재 개발

1건

1건

200명

385명

국제 에코디자인 세미나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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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및 주요내용
기관명

기업지원
및
마케팅

당해연도 성과지표

성과내용

에코디자인 트렌드 보고서 발간

2011. 3. 27. 발간, 1,000부

•설명회 만족도 : 60%

•만족도 60%

•보고서 판매수익 300만원

•수익 달성

•보고서 활용제품 개발 : 5건

•제품개발 완료

국제 에코디자인 세미나

2011. 3. 28. 개최, 385명 참석

•참가비 수익금 : 300만원

•수익 달성

•만족도 : 60%이상

•만족도 71%

달성율

100%

100%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 행 사 명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 개최일자 : 2011. 3. 28(월) 14:00~18:00
- 개최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
- 참 석 자 : 디자인관련기업 실무자 및 소비자 385명
- 주 최 :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동아대학교 에코디자인사업단
- 주 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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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4:00

등록

개회행사
14:00~14:05
14:05~14:10
14:10~14:15

환영사
축 사
격려사

14:15~14:45

기조연설

- 현장등록
- 프로그램 북 배부
김재명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김준동 국장(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박은주 교수(동아대학교 에코디자인사업단장)
Sustainability and Designer's Responsibility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그린디자인 전공)

제 1 강연
14:45~15:10

에코산업

15:10~15:35

에코디자인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사회적 가치와 에코산업의 기회
Lori McElroy (SUST. sustainability in Architecture - U.K)
올바른 소재와 프로세스 선택을 통한 지속가능 디자인
김선아 디렉터(대구경북디자인센터 - 머터리얼커넥션 소재혁신팀)

제 2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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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15

에코산업

16:15~16:40

에코건축

16:40~17:05

에코디자인

17:05~17:20

폐회

에코 디자인의 동맥과 정맥(지역이기주의)
Toshiro Sato (CEO of Kankyo Design Kikoh Inc. - Japan)
저탄소 건물을 위한 에너지 피드백 시스템과 디자인의 역할
김재민 박사(스코틀랜드 스트레스클라이드 대학)
에너지 절약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낸 아파트 관리비 리디자인 사례
최미경 소장(서비스디자인연구소 SD.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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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마케팅지원사업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5. 1. ~ 2012. 2. 28.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00천원, 국비 10,000천원)
- 사업내용 및 정량적 목표
기관명

실적목표(정량화)

사업내용

(재)부산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디자인센터

계획

실적

창업 5건, 취업 3건

창업 6건, 취업 4건

•사업성과 및 주요내용
기관명

당해연도 성과지표

성과내용

달성율

창업 6건, 취업 4건
마케팅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127%

•에코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창업지원 재료비 지원
- 대상 : 2011 1인 창조기업 창업자 6명
- 지원금액
항목

상호명

대표자명

단위 : 천원

개발품명

지원금액

1

파우다 디자인

김창섭

가정용 드라이 거치대

1,600

2

If I were you

김나단

온라인 스템프

1,600

3

매이딘 스튜디오

김현식

해수욕장 문화 브랜드 개발

1,600

4

루 디자인

유호진

악세사리 디자인

1,600

5

e-coll

정나윤

캠패인 티셔츠

2,000

6

스튜디오 에이치

송원학

웹툰 개발

1,600

합계

비고

시제품 3점 제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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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창업지원 교육
•행 사 명 : 에코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 2011. 11. 7.(월) ~ 11. 11.(금)
•개최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실 A
•참 석 자 : 창업 및 취업준비자 40명
•주 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프로그램 구성
일자

교육시간

시수

11월 7일(월)

14:00~17:00

3

ECO Design is Our Life

11월 8일(화)

14:00~17:00

3

실속 있는 창업절차 및 지원제도

11월 9일(수)

14:00~17:00

3

우수 창업 사례와 마케팅 응용전략

11월 10일(목)

14:00~17:00

3

에코 디자인 사례

류관현 대표

11월 11일(금)

14:00~17:00

3

Green Marketing

권창오 교수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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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제

강사
홍동식 교수
유점석 센터장
서근하 선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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