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내용 · 다학제 컨설팅단 Pool을 구축하고 상시 운영해 디자인 활용 기업의 디자인 경영 
   역량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역량 진단 및 컨설팅: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의 디자인 역량진단, 강·약점 등 
   문제점 발굴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전담 컨설턴트를 활용해 개선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Pool 구축 및 운영: 디자인, 기술, 경영으로 구분에 따라 
   검증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및 경력 내용을 심의한 뒤 컨설턴트 Pool에 상시 등록
· 선정 기업의 산업 분야·주생산품목과 컨설턴트의 경력 특성 등 전문분야를 
   검토해 기업-컨설턴트 매칭

디자인 활용 기업의 디자인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후속적인 개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디자인 주도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유망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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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진단

· 상품 진단 및 문제 정의
· 내외부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이해관계자 
   분석 등

개선 컨설팅

· 개선 방안 탐색
· 아이디에이션
· 솔루션 도출
· 보고서 작성 및 제안

디자인혁신유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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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마더케이 육아용품
· 디자인 경영 역량진단 및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분석 및 제안
· 유축기 제품의 국내외 시장조사 분석 및 도입 방안 도출
· 유축기 제품의 기술 인증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도출

모니 유아용품 · 브랜드 및 신규 서비스 전략 수립 컨설팅 수행

바이크마트 전기자전거
· 기존 시장 조사
· 1차 진입 가능한 시장에 투입할 전기자전거 개념 정의
· 디자인 전반에 대한 전략 방향 제안

사업 성과 은퇴 인력 활용한 컨설팅 수행
· 디자인, 경영, 기술 전문가 Pool 607명 구성 중 대기업, 공공기관 퇴직자 등 
   시니어 컨설턴트 326명 포함(2019년)
· LG전자, LG생활건강, 대우위니아 등 MOU 체결을 통해 대기업 퇴직 인력 추천·활용 
· 디자인, 기술, 경영 분야 전문 역량을 활용해 중소 제조기업 맞춤 컨설팅 및 
   은퇴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의 디자인 - 경영 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 자료 및 주력 제품(서비스)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정보 탐색을 통해 디자인,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장조사 및 분석, 개발 전략 수립, 브랜딩, UX/UI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컨설팅 실시
· 기업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진단을 통해 
   기업의 문제 정의 및 개선안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 보고서 제공

지원 기업 리스트

연도 합계 지원기업

2018 15
그립, 네오텍, 모리스, 아토이,  오스템임플란트, 원스타인터네셔널, 지스마트, 클레어, 
그린모빌리티, 에프엠에스, 코멕스, 안온, 대성마리프, 삼양옵틱스, 서린메디케어

2019 20
나인웨어, 듀오백, 로임시스템, 마더케이, 망고슬래브, 모니, 바이크마트, 세미솔루션, 
세비앙, 에스티비인터내셔널, 오난코리아, 제이디자인웍스, 지티에스글로벌, 청운, 
피엔아이컴퍼니, 피케이엘엔에스, 한국컴포짓, 삼쩜일사, 엘오엘, 휴먼퍼스트

2020 65

위드닉스, 세이프웨어, 엘코퍼레이션, 에스퓨얼셀, 리틀캣, 디피솔루션, 에코브, 하울팟, 
애드미러, 아미코스메틱, 웨이브컴퍼니, 이디연, 오롬, 이새에프앤씨, 헤리티지벤처스, 
블루베리, 인벤티스, 피투에스지글로벌, 더그림, 세미솔루션, 엘아이지 넥스원, 코코도르, 
한일프리머스, 휴앤비, 모리스, 케이엠서치엔텍, 피케이엘엔에스, 디유티코리아, 서브원, 
홍성, 아피스, 메가젠임플란트, 웹스, 휴테크산업, 나인웨어, 장은에프앤씨, 월딘, 네이처닉, 
동연디자인, 실버팍스, 한국전자기술, 포스팩토리, 한스텍,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엔오엔, 
삼능기계, 아임, 지일, 뉴코애드윈드, 동심컴퍼니, 큐비스트, 라임, 하이로닉, 이투컬렉션, 
알앤웨어, 보임테크놀러지, 봇컴퍼니, 영인터내셔널, 제리백, 브로스앤컴퍼니, 엘라인, 
오션테그, 다이치, 엠이티, 한국컴포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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