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기업 선정 후 원하는 경력의 디자인 인력과 매칭해 경력에 따른 
    최저 기준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유도

디자인 활용이 저조한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인력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

추진 목적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추진 현황 및 경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예산(억원) 4 5 8 6 6 5 5 12.5 51.5

신청 기업(개) 87 181 298 332 302 125 220 418 1,963

신청 인력(명) 51 130 110 129 131 210 534 871 2,166

지원 기업(개) 12 20 44 31 49 44 42 97 339

지원 인력(명)
(12월말 기준)

14 18 42 32 44 42 42 97 331

정규채용(명)
*정규 채용률(%)

8
(57%)

10
(56%)

26
(62%)

21
(66%)

37
(84%)

36
(85%)

39
(93%)

92
(94.8%)

269
(81%)

*정규 채용률(%) = (정규직 채용 수/지원인력 수)*100

지원 인력을 통해 디자인 개발 등 디자인 투자 증대, 지원 기업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신제품 출시, 신규 디자인 인력 고용 창출, 자체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지원 인력 활용한 성과 창출 

사업 성과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지원 기업 우수 사례

디자인 개발 기업명/주요 성과 

유아용 변기(제품) 프리젠트

· 매출 증대: 78백만 원 예정(2020 신규) 
· 수상실적 : 굿디자인, red dot, pin up award 수상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인공지능 LED램프(제품) 엔알네트웍스

· 매출 증대: 85백만 원(2019) ▶ 250백만 원 예정(2020)
· 지재권: 특허 출원 1건, 상표등록 3건, KC인증 6건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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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지원 기업 우수 사례

디자인 개발 기업명/주요 성과 

IOT 에어샤워(제품) 퓨리움

· 매출 증대: 727백만 원(2019) ▶ 2,002백만 원 예정(2020)
· 수상실적: 대한민국 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칫솔살균기(제품) 이디연

· 매출 증대: 330백만 원(2018) ▶ 450백만 원(2019. 11)
· 수출 증대: 28백만 원(2018) ▶ 38백만 원(2019)/미국, 일본
· 자체 제품인 코르크 인클로저 개발 관리 및 디자인 외주 개발 총괄을 통해 비용 절감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러브잇 떡볶이(패키지) 푸드나무

· 수출 증대: 47백만 원(2018) ▶ 442백만 원(2019. 9)/홍콩, 베트남
· 신규 디자인 인력 채용으로 개발 기획 중이었던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및 출시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생태시설 조형물(환경) 어반스케이프

· 매출 증대: 6,013백만 원(2018) ▶ 약 6,500백만 원(2019)
· 수상 실적 우수 인증(충남 9건, 인천 미정)
· 전국 우수 공공 디자인인증제 및 공모전 적극 참여 및 
    디자인 등록·특허 출원(6건 진행 중)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세븐허브 플랫폼(웹) 37포인트

· 매출 증대: 476백만 원(2018) ▶ 3,700백만 원(2019. 09)
· 수출 증대: 100백만 원(2018) ▶ 200백만 원(2019. 09)/미국, 일본
· 글로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상품 등록, 가격, 주문 자동수집 및 
    정산 등 저작권 다수 취득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미니 디퓨저(패키지) 헬스투데이

· 매출 증대: 27,145백만 원(2018) ▶ 28,000백만 원(2019. 09)
· 수출 증대: 2,711백만 원(2018) ▶ 3,450백만 원(2019. 09)/미국, 대만
· 대만 화장품 잡화 편집샵 POYA, COSMED, B&Q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납품
· 지원 인력 정규 전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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