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내용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디자인 전략수립 및 상품기획에 필요한 
체계화된 디자인 지식정보 적시 제공
· 최신 트렌드와 디자인 전략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 국내 최대 디자인전문 사이트 designdb.com 운영

디자인 정보 포털사이트 디자인DB(designdb.com)를 통한 
온라인 디자인 정보 제공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문화 확산에 기여

· 미래 산업의 고감성 제품 개발을 위한 통합적, 전문적인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개발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혁신역량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 정보를 제공 
· 국내외 리포터들이 각국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기업에 도움 제공
·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정보 서비스 허브
   (2020년 기준 회원 38만여 명, 연평균 페이지 뷰 150만 건)

designdb.com

추진 목적

추진 현황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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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우수한 디자인 자원과 미래 기간산업과의 융합을 지원하고, 국가 디자인·
인문·기술 지식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자인 주도의 융합시대를 선도하려 한다. 
이에 지원 주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정부 디자인 사업의 성과와 국내 공공디자인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된 국가 디자인 자원을
수집·관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 유통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 디자인 플랫폼

고객 서비스 시스템디자인전략정보
빅데이터 추론엔진 AI

국가디자인 자원관리
Block-chain System

Service BM Model
디자인 지원 플랫폼

디자인제조혁신
플랫폼

마케팅
지원 시스템
(프리미엄 디자인브랜드 육성)

Color
Material
Finishing

제조서비스
디자인플랫폼

mskb.ko-mss.com

styletech.kidp.or.kr

디지털디자인
GtoB 지원 플랫폼

D-Tech 신산업
벨류체인 지원시스템

기술동향

경쟁시장

경쟁기업

투자연계
클라우드

Designdb.com 

모델링기업

금형제조기업

회로설계기업

기구설계기업

생산, 조립기업

검인증 및 특허등록

Chemical 기업

디자이너 POOL

생산라인 
정보

GD 상품홍보 

글로벌명품유통
(e-Commerce)

미디어 마케팅 지원

부품정보

장비정보

엔지니어 POOL

디자인기업

디자인기업 경영지원

디자이너 경력관리

디자인기업 ERP지원

맞춤형 생산지원 
Value Chain 
시스템

전문가 DB

글로벌디자인
권리행사 대행

디자인 분쟁조정

디자인
인적자원 

관리

디자인
비즈니스 관리
Block Chain 

시스템

디자인개발
Process관리
Block Chain 

시스템

인문사회 분석

산업동향 분석

고객동향 분석

경쟁국가
정책분석

환경 및 이벤트

지역문화

세대, 계층, 트렌드

Style Tech
생태계

Living Tech
생태계

Bio/Health Tech
생태계

주력산업 융합
생태계

Design Data 
Crawling 시스템

디자인 아이디어 보호

디자인 아이디어 거래

권리보호지원시스템

디자인대가관리
dsninfo.or.kr

dp.kidp.or.kr

한국디자이너
명성관리

한국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관리

drights.kidp.or.kr

디자인 아이디어
AI 지원시스템

Generative Design
AI 지원시스템

BtoB Design
지원시스템

대상시장 고객분석 시스템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매칭

제조서비스융합 BM 컨소시엄

맞춤형시장 Prototyping 지원

혁
신
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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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연도 주요 실적

1998 ~ 1999

1단계 디자인 정보화사업(MIDAS Project, 산업디자인 정보 기반 및 DB 구축)

· 디자인 DB 구축(작품/인명 DB, 전통문양 DB 등)
· 디자인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민원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 디자인 정보 포털사이트 디자인DB(designdb.com) 오픈
· 디자인 멀티미디어 DB 구축
· 기초 연구자료 DB 구축(연구조사, 통계 등)
· 디자인 개발 DB 구축(전통문양, 텍스타일, 디자이너, 공모전 등)
· 제1회 조선일보 인터넷 대상 디자인 부문 대상 및 인기상 수상

2000 ~ 2005

디자인 정보 센터 구축

· 글로벌디자인 이미지(해외) DB 구축, 디지털 색채 팔레트 구축
· 디자인 전문 인력 DB 구축
· 해외 디자인 리포터 신설(7개국)
· designdb 잡지 웹진 구축
· Good Design 상품 VR 사이트 서비스
· 제2회 조선일보 인터넷 대상 기관 부문 우수사이트 수상(2000년)

2006 ~ 2009

2단계 디자인 정보화 사업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터페이스로 사이트 리뉴얼
· 영문 디자인 정보 포털사이트 글로벌 디자인DB(global.designdb.com) 오픈
· 국내 디자인 리포터 신설(10명)
· 해외 디자인 리포터 확대 운영(13개국 15명)
· 디자인 트렌드 정보 신설 및 구축
· 코리아디지털디자인국제공모전2009 개최
· 2006 WEB AWARD KOREA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웹사이트 수상
· 2007 WEB AWARD KOREA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및 인기상 수상

2010 ~ 2017

디자인 정보 센터 운영

· 2010 코리아디지털디자인국제공모전 개최
· 디자인 웹진 서비스 실시
·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획득

2018 ~ 2020

·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획득
· 디자인 이슈 리포트 서비스 실시
·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문웹사이트 리뉴얼
· 2020 designdb 전면 개편
· 2020 AI 챗봇 디톡스(d.talks) 런칭
· 2020 웹어워드코리아 콘텐츠 이노베이션대상 수상
· designdb 회원 약 38만여 명, 연평균 페이지뷰 15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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