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웨덴 
영디자인어워드

사업 내용 ·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한스웨덴대사관
   파트너: 이케아코리아
· 한국 젊은 디자이너 역량 제고 및 인재 발굴을 위해 2019년 처음 개최 

한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디자인 교류를 확장하고 
국내 젊은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2018. 11. 02  한국디자인진흥원-IKEA 양해각서(MOU) 체결
2018. 12. 14  한국디자인진흥원-주한스웨덴대사관 양해각서(MOU) 체결
2019. 03. 25 ~ 05. 15  제1회 KSYDA 개최
2019. 06. 15  시상식 개최(스웨덴 스톡홀름)
* 대통령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대통령 부인, 스웨덴 왕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케아코리아 대표 등 참석

2020. 05. 29  한국디자인진흥원 - 주한스웨덴대사관 - 이케아 양해각서(MOU) 체결
2020. 08. 03 ~ 09. 25 제2회 KSYDA 개최
2020. 11. 16  시상식 개최(주한스웨덴대사 관저)

추진 현황 및 경과 

추진 목적

2019 제1회 KSYDA 어워드 현장을 찾은 실비아 스웨덴 왕비 2019 제1회 KSYDA 어워드 현장에서 연설 중인 김정숙 여사

2020 제2회 KSYDA 2020 제2회 KSYDA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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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제1회 코리아 +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KSYDA) 수상자 및 작품 개요

수상자 작품 정보

이하영

· 홍익대학교 프로덕트 디자인학과 졸업
· 현재 싱가포르 가브리엘 탄 스튜디오 근무 

작품명: Letter Desk

·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골판지 소재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 편지 모양 책상으로 조립 및 이동이 용이하며, 편지를 열 듯 조립해 사용

강유진

· 독일 오펜바흐 조형대학교 재학 

작품명: The New Handle

· 아시아 식문화에서 그릇을 손에 잡고 식사하는 것에 착안,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릇과 잔을 디자인
· 그릇 5개에 새로운 손잡이를 추가해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노인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

박상희

· 프랑스 베르사이유 국립고등학교 졸업
· 현재 ‘인터하우스’ 근무

작품명: DIY House

· 내가 사는 집을 직접 지을 수 있다는 소박한 꿈과 
    집 짓기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하우스 키트 디자인
· 손 드릴과 수공구로 누구나 쉽게 조립하는 DI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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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코리아 +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KSYDA) 수상자 및 작품 개요(2020)

수상자 작품 정보

전은지

· 현재 위켄드랩 근무

작품명: 프롬 필스 투 카제인(From Peels To Casein)

· 낙농 폐기물에서 추출한 카제인 단백질을 긴 사슬 형태의 폴리머로 바꾼 주재료로      
   매립지나 강물, 바다 등 그 어떤 환경에 버려져도 친환경적으로 분해
· 단백질, 식물성 폐기물에서 추출한 색소, 나무 레진과 식물성 오일 등을 원료로 한 
   100% 친환경 무독성 발수 코팅 등 친환경적 소재 사용
· 높은 강도를 가져 선반 가공, 터닝, 몰딩 등 다양한 가공 가능

심다은 작품명: 실용:01.흙

· 도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 집중하여 버려진 도자기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순환구조 제안
· 모든 도자기를 재료로 사용 가능하여 시장 내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줄일 수 있음

박민초

· 현재 RLDA 근무

작품명: 빛솔마루

· 채광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정방형 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입되는  
   외부공간을 만들고, 중정을 향해 기울어진 지붕을 통해 빛, 바람, 비를 중정으로 유도
· 일반철골구조와 목구조를 합성하는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형태적, 환경적 요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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