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내용 · 정책 연구 및 정보 인프라: 스타일 산업 관련 정책 개발
   (주요국 정책 및 글로벌 트렌드 조사 등), 사례조사, 산학연 협의회 운영
· 유망 기업 성장 지원: 스타일테크* 관련 다양한 분야 기업(패션·뷰티·IT)이 
   집적한 혁신 성장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시장 테스트 및 프로모션 지원: 유망기업 프로토타입 제작, 
   데모데이(투자유치대회) 지원

*스타일테크
  패션, 뷰티 등 스타일 분야에 4차 산업혁명 테크(AI, Sensor, IoT, Cloud, AR·VR, 
  Blockchain, Robot, 신소재)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기술, 상품, 서비스) 분야
 ·패션: 의류, 신발, 가방, 안경, 주얼리, 시계 등 패션 관련 가치사슬 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뷰티: 화장품, 미용기기 등 뷰티 관련 가치사슬 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 역량 있는 스타일테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산업 플레이어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 스타일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서비스디자인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

2019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기 23개사 선정 및 지원

2019. 03 스타일 산업 정책 컨퍼런스 개최

2019. 07 스타일테크 혁신성장공간(StyleTech DKworks) 개소

2019. 12. 12 / 12. 18  스타일테크 데모데이 2019 개최

2019. 12 / 2020. 01  이화여대 / 이랜드리테일 업무협약 체결

2020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2기 17개사 선정 및 지원

2020. 11. 17 스타일테크 데모데이 2020 개최

2019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중 총 6개사 46.9억원 투자 유치

2020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중 총 12개사 54.7억원 투자유치
* 1기 오피스 추가 지원기업(8개사), 1기 홍보 추가 지원기업(4개사), 2기 프로그램 지원기업(17개사) 대상 

스타일테크 
신생태계구축사업

추진 목적

추진 현황 및 경과

사업 성과

인력 및 조직 / 재무 현황

2019

2019. 6월말 기준 2020. 1월말 기준 전체 증감률

전체 종사자 수 177명 240명 36%

매출액 4,330백 만원 24,445백 만원 465%

2020

2019. 12월말 기준 2020. 11월말 기준 전체 증감률

전체 종사자 수 115명 299명 260%

매출액 100.6백 만원 415.5백 만원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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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구분
국내 산업재산권 해외

산업재산권
합계(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2019
현재 보유 18 3 22 1 44

출원 진행중 30 1 16 2 49

2020
현재 보유 24 4 26 1 55

출원 진행중 10 1 22 4 37

* 2019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1기 23개사 대상 조사, 2020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2기 17개사, 1기 공유오피스 지속 지원기업 8개사 대상 조사

동반성장모델 발굴

구분 참여기업 협력 대기업 주요 내용

2020

클로넷
코퍼레이션

이랜드리테일

클로넷코퍼레이션 X 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 상품을 클로넷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와 연결하여 라이브 영상 송출 및 
브랜드(후아유) 오프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보고플레이 아모레퍼시픽

보고플레이 X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제품 ‘보고플레이’ 
VOGO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 판매

메이크미업 삼양사

메이크미업 X 삼양사

메이크미업 서비스 ‘나만의 화장대’에 
삼양사 어바웃미 화장품 공급

턴백 이랜드리테일

턴백 X 이랜드리테일

비대면 명품 가방 매입 전문 플랫폼 '턴백'
이랜드리테일 지분 투자 확정

콜라보
그라운드

더마힐엠지에프,
에끌라두,
소키와칸

콜라보그라운드 X 더마힐엠지에프,
에끌라두, 소키와칸

뷰티분야 중견기업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규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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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시설 지원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구성으로 인프라 시설 지원

공유오피스 : 입주기업 업무공간
사진 스튜디오 :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촬영 장비 지원
미팅룸/라운지 : 외부 협력기업, 투자자 등 미팅 활용
UX스튜디오 : 서비스·제품 사용자 체험 전시관 운영

유망 기업 성장 지원

스타일테크 기업이 필요한 산업 분야별 유망 기업 초청 세미나 및 직무 분야별 전문가 세션을 통해 유망기업의 
전문 역량 강화

시장 테스트·프로모션 지원

스타일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 구축 및 운영

KIDP 50YEARS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PART  
사업으로 보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2021



스타일테크 개소식 (2019. 7. 19.) 스타일테크 개소식 (2019. 7. 19.)

스타일테크 개소식 (2019. 7. 19.)

스타일테크 산업 정책 컨퍼런스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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