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세안 지역 정책 입안자, 기업, 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디자인 교육, 디자인 세미나, 워크숍 등)
·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발족 및 운영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도로 2011년 설립된 조직으로 초기에 한국 포함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디자인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후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기관이 합류해 2020년 총 7개국 9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공유

 (참여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말레이시아 디자인 카운슬, 인도네시아 통상부 수출제품개발과, 필리핀 무역전시
진흥센터, 필리핀디자인센터, 태국창조경제원, 태국 상무부 수출진흥국, 베트남무역진흥청, 싱가포르디자인카운슬)

· 신흥 경제 성장국과의 디자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국 디자인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한국 디자인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마련

2010 ~ 2013  현지 교육, 정보 교류, 네트워킹 중심으로 사업 추진

2014  필리핀 Manila FAME, 베트남 엑스포 등 
한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사업 개편

2018. 10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한-베디자인센터 개소 

2020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연례회의)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요에 따른 협력 추진(한-베디자인센터 지속 운영 등)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연혁 
2011  한국 성남/서울 개최(4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2012  한국 제주 개최(5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20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개최(5개국)
2014  태국 치앙마이 개최(5개국)
2015  필리핀 마닐라 개최(5개국)
2016  베트남 하노이 개최(5개국 및 인도네시아 참관)
2017  한국 성남/서울 개최(5개국 및 인도네시아 참관)
2018 ~ 20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개최
(6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2020  한국 성남(온라인) 개최
(7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업 내용

추진 목적

추진 현황 및 경과

해외디자인나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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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1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2 제2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5 제5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8 제8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3 제3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6 제6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9 제9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4 제4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2017 제7회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사업 성과 ·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 및 상설 소통 창구 마련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 발족 및 연례회의 정례화)
· 2018년 10월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한-베디자인센터 구축,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비즈니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거점 마련
· 협력 국가 확대 지속: 2020년 총 7개국 9개 기관 협력 중

2010년 한국(한국디자인진흥원) 주도로 사업 시작, 말레이시아, 베트남 참여,  
2011년 필리핀 합류, 2012년 태국 합류, 2018년 인도네시아 합류, 2020년 
싱가포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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