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정책 과제 도출 및 연구 추진
·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 정책 개발 및 
    다양한 디자인 지식 생산·제공
· 정책 수요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정책 주무부처와 협의해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과제 기획, 연구 추진
· 자체 연구를 통한 디자인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
·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 용역 병행 추진
· 정책 추진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운영
 
중장기 정책 계획 수립 지원
· 법정 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디자인 정책의 근간인 산업디자인 진흥법의 효율적 구동을 위한 법 개정 연구

· 디자인 산업 규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 디자인 정책 도출
· 기존 디자인 진흥 사업의 개선과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의 기획 및 개발

사업 내용

추진 목적

디자인정책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경과

정책 연구과제

1970
디자인분야 ㆍ시각 디자인(인삼 포장 등 6종, 기업(해태) 포장, 포장지 디자인 연구)

포장분야 ㆍ포장모듈 설정(스웨터, 가방), 상품개발(지기 구조 개선, 블리스터 및 스킨 포장  등 56종)

1971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전기 스탠드, T-라디오, 탁상용 시계), 완구제품(무당벌레, 레카트럭, 오니, 잡화제품
    (비누갑 A,B형)), 시각 디자인(의류 포장, 양송이 통조림 포장, 인삼 제품 포장, 기업(해태) 포장), 
    수출공예 잡화 디자인 개선(금속·초경·목칠·죽세·석 공예품)

포장분야
ㆍ물적 유통 개선(펠리트·컨테이너 채택 연구)
ㆍ포장규격 제정 연구(한국전력)

1972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소형 라디오, 클래식 전화기), 완구제품(사자 보안관, 다람쥐형 저금통), 
    시각 디자인(의료용품, 홍삼차 등 6종), 수출공예품 디자인(도자·섬유제품, 벽지 디자인)

포장분야 ㆍ포장 개선 연구(사과 및 고등채소(14종), 전기 및 기계류, 인삼·건사과·경옥고) 

실태조사 ㆍ디자인ㆍ포장 실태조사(강원, 충남 지역), 포장 실태조사(21개 업체)

1973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신랑각시 인형, 한국 호랑이 등 6종), 시각 디자인(지하철ㆍ시내버스 그래픽, 주류
    식품류 포장, 수출공산품 포장), 잡화류 포장 디자인(양말ㆍ와이셔츠, 블라우스 외 의류)

포장분야
ㆍ포장 개발 연구(건조식품), 포장 인쇄 연구(골판지), 완충포장 설계기법 연구,
    포장규격 설정 연구(목재 평펠리트)

실태조사 ㆍ디자인ㆍ포장 실태조사(8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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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1974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카스테레오, 포터블TV 등 5종), 수출잡화 디자인(한식 홈세트, 관광민예품 등 5종)

포장분야

ㆍ중량물 포장 개발 연구(수출용 선풍기ㆍ벽시계), 포장 개발 연구(농산물 및 건어물),
    수출포장 개발 연구(모자이크ㆍ타일ㆍ인삼차ㆍ드링크류), 적정 포장 기준설정 연구(12종)
    회수용 상자 설정 연구 및 과잉 포장 개선 연구

실태조사 ㆍ개발업체 실용화조사

1975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탁상용 전자시계, 완구), 환경 디자인(구미수출의 탑, 중앙고속버스 그래픽, 
    동양제과 트럭 그래픽), 수출잡화 제품 디자인(타일, 관광민예품 등 5종)

포장분야
ㆍ포장 개발 연구(농산물 6종), 포장 개선 연구(제과류), 골판지 제조용 접착제 개선 연구, 
    물적 유통 조사, 한국공업규격(KS) 제정(10건)

실태조사 ㆍ디자이너 현황조사

1976

디자인분야
ㆍ시각 디자인(한국인삼 및 인삼차 포장, 잡화제품 포장), 수출공산품 디자인(관광기념용 스카프, 
    관광민예품 등 5종)

포장분야
ㆍ물적 유통 관리(적정 포장기준 설정, 철도화물 포장 표준화 기초자료 조사), 공업포장 개발 연구
    (농산물ㆍ전자제품), 포장규격 제정(농산물), 한국공업규격(KS) 제정(8건)

실태조사 ㆍ등록디자이너 실태조사, 관광토산품 실태조사

1977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최고경영자 의자, 선물용 탁상시계, 전기 조명기기), 시각 디자인(정부米·
    한국낙농·천미광유 포장, 조일산업 통조림 C.I.P, 등 6종), 수출잡화 디자인(생활도자·산업타일 제품)

포장분야

ㆍ포장시스템 세일즈 연구, 한·일 공동 포장기술 연구, 포장 개발 연구(감 가공방법 및 포장, 농산물
    포장), 포장화물 시험연구(국내 간선도로, 포장화물 낙하높이 설정), 재료 시험연구(골판지 품질 
    분석 및 강화 골판지 개발, 합성수지 포장재 품질), 실태조사 연구(골판지 포장공업, 중화학 제품 
    수출포장), 적정 포장기준 설정(의약품류ㆍ잡화류·전기·전자제품류), 한국공업규격(KS) 제정(8건)

실태조사 ㆍ골판지 포장공업 실태조사

1978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TS보건기, 자동 화재속보기 등 5종), 시각 디자인(경주 조선호텔·국제기능올림픽
    (제24회) C.I.P), 수출잡화 디자인(충남 관광민예품, 관광토산품)

포장분야
ㆍ한·일 공동 포장기술 연구, 포장 개발 연구(플랜트 수출 포장, 강화 골판지 개발),
    포장규격 제정(특산물 포장 , 담배 제품, 한국공업규격(KS)(10건)), 포장규격 표준화(군수품)

실태조사
ㆍ국내외 디자인·포장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 조사, 해외 우수디자인 제품현황 조사,
    산업디자인 교과목 조사

1979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TS보건기, 학교교구 등 5종), 시각 디자인(고려용접봉 포장, 농산물 포장),
    관광민예품 개발(강원도 관광민예품, 한국미술 5천년전 기념품)

포장분야
ㆍ보관수명 측정연구, 포장기법 연구(방청), 포장 개발 연구(농산물), 
    포장규격 표준화(군수품, 포장 치수), 한국공업규격(KS) 제정(10건)

실태조사 ㆍ제품디자인 실태 및 디자이너 활동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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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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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1980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인체측정기, 오디오 시스템 등 6종), 시각 디자인(농산물 레이블, 홍삼 포장, 포스터),
    수출잡화 디자인(주류용기, 강원도 토산품, 이너리스용기), 수출용 섬유 패턴 디자인
    (여성복지·커튼), 한국 전통문양 자료수집 연구

포장분야

ㆍ보관수명 측정연구(해태제과 5개 품목), 포장규격 제원화 연구(식품 100종), 포장 개선 연구
    (방청 및 중량물 2종 17점), 한국공업규격(KS) 제정(4개 품목), 포장규격 표준화(군수품 1,852종,
    포장치수(64개 품목))

실태조사
ㆍ제품디자인 실태 및 디자이너 활동현황 조사, 디자인 교과과정 조사, 수출상품 산업디자인 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1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오디오 시스템, 스테이플러), 시각 디자인(한약재 및 녹용ㆍ용접봉 등 5종 포장,
    기타 시각 디자인), 수출용 섬유 패턴 디자인(스카프ㆍ여성복지),
    수출잡화 디자인(천정보드, 아파트 난간)

포장분야
ㆍ보관수명 측정연구(3종), 포장규격 제원화 연구(공산품 80종), 포장 개발 연구(농산물 4종),
    포장규격 표준화(군수품 2,000종, 포장치수(62종)), 한국공업규격(KS) 제정(9건)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2

디자인분야
ㆍ올림픽 상품 디자인(공예품(13종), 일반상품(사무용품, 가정용품 등 4종)),
    제품 디자인(유모차, 발명자 및 표준화 트로피), 시각 디자인(포스터, 농산물 포장)

포장분야
ㆍ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증감요인 분석연구(2종), 보관수명 측정연구(9종),
    포장규격 제원화 연구(올림픽 상품 및 제약 90종), 포장 개선 연구(감귤, 청과물(3종))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공예품 실태조사, 국내 외인상품 기호도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3

디자인분야
ㆍ올림픽 상품 디자인(공예품(13종), 일반상품(사무용품, 가정용품 등 4종)), 
    제품 디자인(연탄가스 경보시계), 시각 디자인(명칭 포장, 포스터, 기타 디자인)

포장분야
ㆍ방청 포장재의 물성 분석연구, 보관수명 측정연구(식품 4종), 
    포장규격 제원화 연구(올림픽 상품 및 목공예품 102종)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국내 외인상품 기호도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해외 포장 관련 업체 실태조사

1984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올림픽 상품, 석유난로 안전망, 컬러 TV(26인치), 가스보일러),
    시각디자인(장치, 포장, 포스터 등 5종)

포장분야
ㆍ포장규격 제원화 연구(올림픽 상품 및 중화학 공업제품 51종), 농산물 프리패키징 연구(5개 품목),
    골판지 인쇄 개선 연구(1종 3점), 포장 개발 연구(36개 업체)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국내 외인상품 기호도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5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올림픽 상품, 가구(와이어 매쉬), 무선 호출기 등 12종),
    시각 디자인(쌀·완구 포장, 농원간장 레이블 및 포장, 포스터, 기타 디자인)

포장분야
ㆍ포장 개발 연구(36개 업체(63종)), 포장 개선 연구(제과류),  수출포장 개선 연구
    (아세아 태평양 지역 수공예품 1,136건), 실태조사 연구(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 포장산업)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포장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KIDP 50YEARS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PART  
사업으로 보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2021



정책 연구과제

1986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올림픽 상품, 낚시릴, 수질측정기, 실로폰 등 13종), 
    시각 디자인(기업 심벌 및 로고 타입, 포스터, 기타 디자인), 올림픽 기념품 현황과 디자인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인의 색채 기호도 조사연구

포장분야
ㆍ포장 개발 연구(72개 업체(122종)), 포장 개선 연구(조미료, 농산물(7종 32점),
    수출포장 개선 연구(아세아 태평양 지역 수공예품), 실태조사 연구(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 물적 유통)

실태조사
ㆍ올림픽 대비 해외기념품 현황조사, 한국인의 색채 기호도 조사, 물적 유통 실태조사,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 실태조사

1987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올림픽 상품, 일반 공산품), 시각 디자인(기업 심벌 및 로고 타입, 포스터, 기타 디자인),
    대일 무역 역조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한·일 디자인 실태조사 및 분석),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역사, 재료, 기법을 중심으로)

포장분야
ㆍ포장 개발 지원(14종), 포장 개선 연구(농산물 14종), 포장 교육제도 개선 연구, 
    보관수명 측정연구(P.V.D.C 도포필름), 실태조사 연구(포장산업)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8

디자인분야

ㆍ제품 디자인(로어록, 전자맥진기 등 9종), 시각 디자인(기업 심벌 및 로고 타입, 포스터, 
    기타 디자인),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기법 및 도구를 중심으로), 
    대일 무역 역조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한·일 디자인 실태조사 및 분석)

포장분야
ㆍ포장 기법 및 개발 연구(24개 업체 51종), 포장 규격 및 개선 연구(농산물 85종),
    실태조사 연구(포장산업), 포장규격 표준화(10개 품목)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9

디자인분야

ㆍ수출유망상품의 미래 디자인 방향설정 연구(전자 및 전기제품, 생활용품), 
    독창적 신모델 개발 연구(다용도 조인트 시스템, 다목적 렌치류), 세계 일류 유명상품 조사분석
    (브랜드 이미지, 미래 디자인 방향), 시각 디자인(도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픽토그램 개발 연구),
    대일 무역 역조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한·일 디자인 실태조사 및 분석),
    전통 공예기법의 산업화를 위한 조사연구

포장분야
ㆍ포장재료·기술 및 물류 관리 연구(적정포장 설계기법 연구, 포장재료 연구, 물적 유통관리 연구),
    포장 개발 연구(5건)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실태조사, 포장산업 실태조사, CAD 실태조사

1990 디자인 조사연구

ㆍ독창적 신모델 개발 연구
ㆍ수출 유망 상품 미래디자인 방향 설정 연구
ㆍ상품 색채 선호도 조사 연구

1991 디자인 조사연구 ㆍ산업디자인 개발 연구

1992 디자인 조사연구 ㆍ한국 색채·형·문양 특성에 관한 연구

1993 디자인 조사연구

ㆍ한·일 공동연구(색채·형·문양 특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품차별화)
ㆍ디자인 개발(일체형 자전거, 가정용 공기청정기, 안경테 등 12종)
ㆍ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시스템 개발 연구
ㆍ포장폐기물 감량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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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1997
디자인 조사연구 ㆍ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실태조사 ㆍ디자인 센서스,  한국 상품의 디자인 선호요인 및 경쟁력 조사, 디자인 관련 상품 수출입 실태조사

1998 디자인 조사연구
ㆍ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ㆍ한국 전통문화요소의 시각적 상징화에 관한 연구

1999
디자인 조사연구

ㆍ디자인산업 정책관련 집단의 디자인 의식조사
ㆍ국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위한 브랜딩 전략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ㆍ제조업 디자인투자 실태조사

2000

디자인 조사연구
ㆍ디자인 혁신을 위한 창의적 집단 발상기술 연구
ㆍ한국 문화 이미지의 세계화 연구

실태조사

ㆍ산업디자인 통계편람
ㆍ디자인 전문학원의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ㆍ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디자인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개발실태 조사

2001 디자인 조사연구

ㆍ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ㆍ디자인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소러스 개발
ㆍ디자인 경영사례 연구

2002

디자인 조사연구

ㆍ제품 표면처리 디자인기술 콘텐츠 DB구축 및 활용 연구
ㆍ가전제품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 연구
ㆍ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ㆍ제품 표면처리 디자인 기술 콘텐츠 D/B 구축 및 활용 연구
ㆍCar mobile navigation system 디자인 전략 연구
ㆍ디자인벤처 비즈니스의 디자인혁신 기술 및 경영전략 연구

실태조사

ㆍ한국 상품의 디자인 선호요인 및 경쟁력 조사
ㆍ디자인 관련 상품 수출입 실태조사
ㆍ디자인 벤처기업 다자인분야 인력 현황 및 실태조사

2003
디자인 조사연구

ㆍ국가 디자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자인 전문화 비즈니스 전략연구
ㆍ지역적 친환경적 훗스케이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및 DB화

실태조사 ㆍ디자인 신산업분야 현황조사

2004
디자인 조사연구

· 디자인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모형 개발 연구
· 가전제품 디자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 연구
· 디자인 기술체계 및 육성방향 연구
· 기획 예산 조직에서 주무부처 정책 개발 지원
· 1 ~ 3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 연도별 디자인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

실태조사
· 제조업 디자인 투자실태조사
· 국내기업 브랜드 경영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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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2005
디자인 조사연구

·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페스티발을 통한 디자인 문화교류 연구
· 디자인 정책 연구파트 신설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06

디자인 조사연구

디자인 정책 개발팀으로 확대
· 국가 디자인 정책 포트폴리오
· 디자인진흥기관의 역할모델 개발
· 지자체 디자인 행정 매뉴얼
· 우수 디자인의 사업화 추진 방안
· 국가 환경 디자인 활성화 방안
· 국가 브랜드 주도 기업 선정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한국 디자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현황 연구
· 디자인 활용 기업 패널 구축 운영
· 디자인 인식 및 국내 디자인 해외 경쟁력 현황 조사 등 19개 과제

실태조사

·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 디자인 활용 기업패널 조사
· 디자인 인식 및 해외경쟁력 현황조사

2007
디자인 조사연구

· 중국 모조품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
· 해외 최신 트렌드 및 정책동향 분석
· 산업수요에 부응한 디자인교육 개선방안 연구
· 전문 인력 확충
· 디자인 정책 대토론회(Korea Design Forum 2007)
· 해외 최신 트렌드 및 정책 동향 분석  (Design Issue, Global Design Outlook)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07

2008 전문 인력 확충

· 제4차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산업 육성 방안
· 국가디자인 경쟁력 측정모델 수립 및 조사
· ‘디자인 경영 10포인트’ 발간
· 해외 최신 트렌드 및 정책 동향 분석(designdb+)

2009
디자인 조사연구

정책개발실과 전략정보실로 분리 확대 (정책 연구와 조사분석 업무 분리)
· 21세기 디자인 산업 비전 및 전략
·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기획 연구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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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2010 디자인분야

· 2011 디자인 산업 육성전략
· 디자인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
· 디자인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대응 방안
· 디자인 컨설팅 프레임 구축
· 디자인 전략 2020
· 국내 디자인 DNA 발굴

2012 디자인 조사연구
· 융합을 통한 생활산업 고도화방안 연구
· 정형외과 외래진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연구

2013
디자인 조사연구

· 제5차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4
디자인 조사연구

· 생활산업 고도화 정책 구 용역
· 디자인·생활산업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정책 연구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5
디자인 조사연구

· 디자인 전문기업 성장 전략 연구
· 제조업 혁신 디자인 지원 방안 연구
· 스타트업 기업의 디자인 지원 방안 연구
· 디자인 산업 진흥 정부 출연 사업 성과 분석
· 디자인 전략 계획(DSP) 수립 및 활용 방안 연구
· 그린패키징 디자인 국내외 동향 및 대응 방안
· 국가 디자인 산업 정책의 수요기반 강화 방안 연구
· 디자인 산업Z분야 인력 수급 갭 모형개발 연구
· 생활산업 업종별 통계DB 구축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가구생활용품 및 업계 실태조사

2016
디자인 조사연구

·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 메이커 운동 확산화 위한 규제 환경 개선 방안 연구
· 스마트홈 산업 환경 및 관련 기술 동향
· 스마트홈 2030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우수디자인·생활소비재 수출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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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과제

2017

디자인 조사연구

· 디자인 주도 메이커 활성화 실행 방안 연구
· 디자인 혁신기업 (완성제조기업) 육성 전략 연구
·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 Design Thinkers 육성 연구
· 다부처 연계 정책 서비스모델 연구
· 우수 디자인 생활 소비재 수출 지원을 위한 통계 분석
· 중견기업 디자인정책 수요 조사
· 디자인 전공 졸업자의 진로와 경력, 경로 연구
·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 사례
· 스타트업 디자인 인력 수급 실태조사
· 스마트헬스 2020
· 스마트모빌리티 2030
· 퓨처 비전코드 2030
· 스마트홈 디자인으로 바라본 스마트홈 고도화
· 미래 직무중심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NCS 체계 개편 및 활성화 연구
·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방안 연구(디자인산업)

실태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생활소비재산업통계조사
· 디자인산업 인력수급 실태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 디자인산업 인력현황 조사 분석
·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 실태조사
· 디자인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 현황

2018 디자인 조사연구

· 디자인 혁신기업 지원 관련 실증적 근거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
· 디자인 산업 정책 고객 개념 및 성장 전략 연구
· 디자인 산업 혁신 전략 정책모델 연구
· 디자인 주도의 국내외 혁신 성장 사례 연구
· 2018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 활용수요 조사 연구
·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역량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연구
· 국가산업단지 연계형 디자인 혁신센터 운영 연구
· 디자인 주도 제조업 혁신 관련 제조 전문 기업 조사 연구

역
량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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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사업 성과

디자인 산업 정책 토론회(2019. 10. 30)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간담회(2019. 11. 19)

세미나

구분 주제 비고

2019. 01. 04 디자인 주도 제조 전문 서비스 혁신 방안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2019. 03. 26 일자리위원회 디자인 안건 상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

2019. 04. 10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디자인 활용 기업 간담회

2019. 05. 08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2) 디자인 전문기업 간담회

2019. 06. 21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3) 디자인 활용 기업 간담회

2019. 07. 15 2019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디자인포럼 세미나

2019. 07. 19 일자리 위원회 디자인 안건 상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2) 전문가 의견 청취

2019. 10. 30 2019 지역디자인 산업정책 토론회 정책 세미나

2019. 12. 16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 정책 세미나

2019. 11. 22 ~ 12. 03 일본 디자인 산업 동향 조사 전문가 인터뷰 대면 인터뷰 

2020. 02. 06 국가디자인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운영 (2) 전문가 의견 청취

2020. 03. 08
수평적 의사소통 및 신입직원 대상 조직운영 및 기관비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청년이사회(12명) 구성

내부 의견 청취

2020. 05. 19
대한민국 디자인 공공기관장 협의회 개최를 통해
한국디자인진흥원-5개 지역 디자인진흥원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2)

유관기관 간담회

2020. 06 ~ 09 디자인정책 제안보고서 공모전(작은정책연구) 추진 〮 시상 (3) 공모전

2020. 06 ~ 12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5) 전문가 의견 청취

2020. 11. 19 DKfestival 2020 혁신포럼(한국디자인진흥원 비전2050 선포식) 포럼

2020. 12. 11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10개소) 혁신네트워크 발족 유관기관 간담회

2020 디자인비전2050 CELL조직 운영 활성화 (12) 내부 의견 청취

KIDP 50YEARS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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