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수행
디자인 전문 회사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관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

· 한국디자인진흥원 대고객 서비스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정립
· 정부부처, 지자체 등 디자인 특화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국가 디자인 정책 방향 수립과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디자인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인지도 확산과 디자인 추진 및 디자인 관련 정책기관의 입지 확립
· 지역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 수요를 발굴·충족해 국가 이미지 향상 및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사업 내용

추진 목적

디자인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경과 역대 디자인 연구개발 추진 과제 수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
17
33
10
13
23
17
31
23
32
24
34
30
13
29
28
17
24
39
17
13

6
8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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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의뢰기관 사업명

1997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 CIP 개발

1998

문화관광부 관광 음식점 표지 디자인 제작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삼 캐릭터 및 판촉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CIP 개발

한국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 CIP 개발

1999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인증마크 개발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명품 인증마크 개발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치 캐릭터 개발

해양수산부 해상왕 장보고 캐릭터

2000

정보통신부 필라코리아 2002 세계 우표 전시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 개발

양주군청 양주군 CIP 개발

의령군청 의령군 CIP 개발

2001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과학공원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 개발 용역

철원군청 철원군 이미지 통합(CIP) 사업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안전램프 및 부수장비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2003대구하계U대회조직위 2003 대구 하계 U대회 성화봉 및 성화로 디자인 개발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S/W 품질 인증마크 디자인 개발

산업자원부 상장, 위촉장 등 증서 디자인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인증패 디자인 개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 로고 개발

IFLA2006서울대회공동준비위 IFLA 2006 서울대회 로고 개발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상징 캐릭터 개발

KOTRA 한국관 이미지 통일화 사업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CIP 개발

200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물 문화관 전시물 기본계획 용역

기술표준원 2004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서울총회 엠블럼 개발

2004
한국광산업진흥회 LED 조명/신호시스템 시범 구축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관광 문화 자원을 활용한 홍보 전략 및 홍보관 BI 개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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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사업명

200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물 문화관 전시물 실시 설계 용역

경기관광공사 2005 경기 방문의 해 종사자 근무 활동복 디자인 개발

청와대 청와대 인쇄물 디자인 개선 용역

조달청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BI,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CI 개발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05 APEC 정상회의 CI 개발

2005

청와대 청와대 CI 응용편 디자인 개발

한국수력원자력 울진 에너지팜 브랜드 활성화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디자인 개발 및 사인물 개발 용역

한국토지공사 화성 동탄 신도시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

2006
세계도자엑스포 2008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인쇄 홍보물 제작 용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CI 개발 기본 시스템 개발

2007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교과서 디자인 개발(초등학교 3, 4 학년)

기술표준원 국가통합 인증마크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병무청 병무청 사회봉사요원 복제 개발 연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 상품전략 수립 개발

2008

교육과학기술부(한국창의재단) 차세대 과학 교과서 디자인 개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CI 개발 용역

여수박람회조직위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디자인 연구개발 용역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공동디자인 컨설팅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학 중앙연구원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 기획 전시회

2009

나주시청 나주시청 경관 계획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씰 디자인 개발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 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경관 상세 계획수립 및 공공디자인 용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환경친화형 계기함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

2010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G20 정상회의 심벌 개발 용역

대통령실 대통령 기념품 개발 용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BI 개발

청남대추진사업소 청남대 홍보물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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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사업명

2011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영상 제작

한국지역진흥재단 향토 핵심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 디자인 개발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CI 개발 연구 용역

그랜드코리아레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CI 운영 매뉴얼 재정 용역

전라남도청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브랜드 개발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2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 자가부상철도 시범노선 경관 개선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

한방산업진흥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CIP 개발 용역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명변경 및 CI/BI 개발 용역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BI 및 네이밍 연구 용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제품 확인마크 개발

지식경제부 K-Tech@silicon vally 2012 EI 기본디자인 개발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브랜드 체계 개선 용역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관광단지 네이밍 및 BI 개발 용역

20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서비스 에듀넷 UI/UX 디자인 설계 및 사이트 구축

달성군문화재단 달성 100년 백서 편집디자인 용역

평택시청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고양시청 201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용역

울산남구청 울산 남구 고래 상징 캐릭터 개발 용역

2014

울산광역시청 울산 문양디자인 개발 학술 용역

울릉군청 독도체험시설 기반 조성사업(4D 영상관 콘텐츠 구축)

인제군청 천도리 테마거리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NEW CI 개발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신규 브랜드 매뉴얼 수정

공주시청 공주시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구축 및 CI,BI,마스코트 개발

2015

경주시청 봉황중심상가 에너지 절약형 간판 디자인 및 디자인 설계 용역

화천군청 꽃, 빛, 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

논산시청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스터플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규 CI 개발

국무조정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CI 개발 용역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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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사업명

20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전시회 한국관 KOREA CI 개발 용역

2016

화성시청 생물 다양성 전시전 기획 및 디자인 용역

구미시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밀양 기념사업 추진 용역

의성군청 의성 IC 주변경관 조성 사업

시흥시청 공간 특성별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군산박대향토사업단 군산박대향토사업단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2017

완도군청 완도군 전용서체 개발 용역

고령군청 이야기가 있는 생활가로 조성사업

경주시청 박혁거세 탄생설화 조형물 기본(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합천군청 합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논산시청 논산시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

2018

울산동구청 방어진항 글로벌문화거리, 방어진 역사거리 건축물 입면디자인 개선 사업

울산동구청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 개선 사업

강원도청 강원도 캐릭터 개발

사천시청 사천바다케이블카 캐릭터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경주시청 신라건국 박혁거세 조형물 디자인 형상화

2019

무안군청 무안군 다국어 홍보영상물 제작 연구 용역

군포시청 군포시 상징물 변경 개발 연구 용역

고창군청 고창군 통합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연구 용역

2020

양산시청 양산시 서창고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울주군청 언양 도시재생뉴딜사업 

열린전시관 조성사업

커뮤니티 조성사업

보생환경 개선산업

우리동네 만들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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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과학공원
2001 대전엑스포과학공원 

CIP 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2005 포항시 

이미지통일화(CIP) 개발

통합인증마크
2007 국가통합 인증마크

서울특별시 SH공사
2010 서울특별시 SH공사 

CI 및 BI 개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2011 산청세계전통
의약엑스포 EI개발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4 대구광역시 수성구 

CI 개발

경상북도개발공사
2006 경상북도 개발공사 

BI개발

IFEZ
2008 인천경제

자유구역청(IFEZ) BI연구

IFEZ
2010 순천대표음식 
BI 및 매뉴얼 개발 

인천도시개발공사
2011 인천도시개발공사 

CI개발 연구

APEC
2005 APEC 정상회의 

CI 개발

경상북도개발공사
2006 경상북도 개발공사 

CI개발

강원혁신도시
2009 강원 혁신도시 

명칭 및 CI개발

강원혁신도시
201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EI 개발 

경상북도 김천시
2005 김천시 

도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제주세계도시총회
2007 UCLG 제주세계

도시총회 상징마크 개발

KIAT
2009 한국산업

기술진흥원(KIAT) CI 개발

대구
2011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육성방안제시 및 BI디자인개발

지역을 디자인으로 산업화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디자인을 통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
· 관광문화상품의 질을 높이며 지방 중소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중소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디자인 정책, CI/BI 및 캐릭터, 공공환경, 공공/서비스 등 

1997년 부터 총 490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
서울 58, 경기(인천) 86, 대구(경북) 99, 부산(경남) 66, 대전(충청) 67, 광주(전라) 69, 제주 7, 강원 37, 기타 1

사업 성과 (지역)

CI 개발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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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캐릭터 
2000 공룡 캐릭터 

상품디자인

전라남도
2009 전라남도 천일염 용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강원도 철원군
2001 철원군 

두루미 캐릭터 개발

전라남도 진도
2009 진도홍주

군수품질인증제품 루비콘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02 제주시 캐릭터 

돌이와 멩이 캐릭터 개발

경상북도 영덕군
2007 영덕황금은어 

캐릭터 개발

청도반시
2005 청도반시 

공동브랜드 개발

충청남도 공주시
2007 공주시 

도시브랜드개발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9 강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남원추어탕
2006 남원추어탕 브랜드 

디자인개발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8 강화군 

도시브랜드디자인

경기도 양주시
2009 양주

도시브랜드 개발 

강원도 강릉시 
2007 강릉시 도시브랜드 및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연구

전라남도 구례군
2008 구례군 농,특산물 

공공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부산광역시
2011 부산 사상구 

브랜드슬로건&캐릭터 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2007 영주시 공동브랜드

'선비숨결'포장재디자인개발

경상남도 산청군
2008 산청군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전라남도 영암·해남
201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

캐릭터·패키지 개발

KIDP 50YEARS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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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신도시
2005 공공환경 화성동탄신도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

경상남도 남해군
2011 공공환경 남해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경상북도 상주시
2013 공공환경 상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개발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4 공공환경 기장군 대변항 

멸치테마광장 디자인개발 

공공환경
2015 공공환경 소외 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

경기도 군포시
2008 공공환경 군포시 

공공디자인 개발 

경상남도 거창군
2012 공공환경 거창군 

공공디자인 개발

경기도 평택시
2013 공공환경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경상북도 예천군
2014 공공환경 예천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공공환경
2015 공공환경 혁신도시 

문화 및 테마공원 조성계획

경기도 양주시 
2009 공공환경 양주시 

도시디자인 개발 

전라남도 곡성군
2012 공공환경 석곡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2013 공공환경 화전역 

지하보도 공공디자인 개발

경상북도 예천군
2014 공공환경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디자인개발

경상북도 안동시
2010 공공환경 안동시 

공공디자인 개발

전라남도 나주시
2013 공공환경 나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시설물
2014 공공환경 

공공시설물디자인개발

경기도 고양시
2015 공공환경 화전지역 

국토환경디자인 개발 

공공환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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