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용 퍼즐

디자인 전시관 대관
행사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단체 및 디자인 관련자들이 창작 활동 
결과물을 대외에 발표할 수 있도록, 코리아디자인센터 전시관 사용을 무상으로 지원 

디자인 무료 웨딩 
경제적 문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 지원 

디자인 플리마켓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영세 디자인 기업 등의 판매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를 위해 플리마켓을 지원하는 디자인 나눔 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임직원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고객 신뢰 구축 및 기관 위상 강화

사업 내용

추진 목적

사회공헌

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봉사활동

디자인나눔사업(디자인 재능기부) 연중 10개 단체 재능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추석맞이 알뜰장 개최) 2012. 09. 24 ~ 09. 25 성호시장 장소 지원

캐릭터 디자인 개발(디자인 재능기부) 2012. 10. 25 성호시장 재능기부

마을회관 벽화 그리기(디자인 재능기부) 2012. 10. 06
금산군 부암리 
마을회관

재능기부

입구 시설 디자인 개선(디자인 재능기부) 2012. 12. 31 우리공동체 재능기부

사회 소외계층 디자인 전시 관람 지원 2012. 10. 25 ~ 10. 28
신생원,
SOS 아동센터

재능기부

태풍 수해복구 봉사 2012. 09. 06 논산 배농가 노력 봉사

태풍 수해복구 봉사 2012. 11. 08 부여 딸기 농가 노력 봉사

기부금 국군장병 위문성금 지원 2012. 11. 16 지식경제부 현금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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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봉사활동

디자인나눔사업(디자인 재능기부) 연중 17개 단체 재능기부

낮은도서관 인테리어 재능기부 연중 낮은도서관(경북 청송) 재능기부

1사1촌 마을 봉사활동
2013. 07. 11
2013. 10. 24
2013. 11. 25

안산 고유지마을 노력 봉사

1사1촌 마을 B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 2013. 09 .11 안산 고유지마을 재능기부

기부금

디자인1004 봉사단 2013. 03 ~ 05 우리공동체
재능기부/
기부금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3. 12. 18 국군장병 (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언론사 기부 2013. 12. 24 KBS 기부금

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봉사활동

디자인나눔사업(디자인 재능기부) 연중 30개 단체 재능기부

1사1촌 일손 돕기 2014. 07. 11 안산 고유지마을 노력 봉사

디자인1004 봉사단 활동 연중
우리공동체
(장애인 거주시설)

노력 봉사

기부금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4. 12. 09 국군장병(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K-DESIGN 1004 바자회 기부금 2014. 12. 19
우리공동체
(장애인 거주시설)

기부금

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장애인 단체 기부(현물, 현금) 2015. 02. 11 우리공동체 장애인거주시설 기부금

2015년 기부금 후원(통일나눔펀드) 2015. 08. 20 (재)통일과나눔 기부금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5. 12. 16 국군장병(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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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제1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6. 04. 0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중탑)

장소 지원
제2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6. 06. 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중탑)

제3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6. 07. 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중탑)

제4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6. 08. 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중탑)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6. 11. 14 국군장병(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봉사활동 학교 벽화 그리기(디자인 재능기부) 2016. 11. 11 평산초등학교(양산지역) 재능기부

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제1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7. 04. 18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장소 지원

제2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7. 05. 25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3회 나이트 디자인 플리마켓 2017. 07. 21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4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7. 08. 31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5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7. 09. 21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6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7. 10. 26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7. 11. 21 국군장병(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방송 모금
*임직원 급여 조성 기부금

2017. 12. 15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내 장애인시설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현금, 물품)

2017. 12. 21 우리공동체

지역 내 노인복지관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 기부금(물품)

2017. 12. 21 은학의집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 기부금

2017. 12. 21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대한민국 국정지표 디자인 제작
(디자인 재능기부)

2017. 07. 20 국정기획자문위 재능기부

청소년 디자인 창의력 경진대회 개최
(창의력 증진 위한 디자인 체험)

2017. 11. 08 청소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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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제1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3. 29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장소 지원

제2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4. 26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3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5. 31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4회 나이트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6. 18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5회 나이트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6. 28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6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7. 26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7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8. 30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8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09. 20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9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10. 26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10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11. 29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제11회 디자인 플리마켓 2018. 12. 13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 2018. 12. 14 국군장병(산업통상자원부)

기부금

지역 내 장애인시설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온누리상품권)

2018. 12. 28 우리공동체

지역 내 노인복지관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 기부금(온누리상품권)

2018. 12. 28 은학의집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기부
*임직원 급여 조성 기부금(온누리상품권)

2018. 12. 28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지역 취약계층의 무료 결혼식 지원
예식홀 꾸미기 동호회 활동

2018. 07. 22
성남 내 취약계층 4쌍
(다문화 1, 장애인 2, 
생활보호대상자 1)

장소 지원
재능기부

디자인 활동 장려 위한 전시공간 무료 대여 2018. 08 디자이너 2명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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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취약계층 연탄 기부 2019. 09. 27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봉사활동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기부연탄 배달 활동 2019. 01. 29 서울시 노원구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봉사활동 2019. 05. 02 강원도 속초

지역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지원 2019. 07. 14 성남 내 취약계층 
(다문화 1, 장애인 2)

장소 지원
디자인 활동 장려 위한 전시공간 무료 대여 2019. 07. 01 ~ 04 1곳

디자인 플리마켓(Summer DK Festival 내) 2019. 08. 22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디자인 플리마켓 2019. 09. 11 지역 주민 및 디자인 기업 등

취약계층 기부 연탄 배달 활동 2019. 10. 25 시흥동 노인가구 2곳

DK 페스티벌 전시 관람 지원 2019. 11. 07 지적장애인 10명 
(우리공동체)

‘무한청춘예술제’ 지역사회 행사 지원 2019. 11. 14 성남시청

독거노인 김장 나눔 행사 지원 2019. 11. 20 성남시청

구분 활동명 활동일 단체명 비고

기부금 코로나19 재난활동 금품 기부 2020. 03. 18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기부금

봉사활동
수해지역 복구지원 활동 2020. 08. 14 충북 제천

한가위 건강더하기 키트 나눔 2020. 09. 24 성남 내 취약계층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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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2014. 01 ~ 12

· 32개 수혜단체에 CI 30개 및 봉사활동 2건
· 재능기부: CI 개발 30곳
· 봉사활동: 1사1촌 1건, 장애인 단체 1건

추진 실적 없음

2016. 01 ~ 12

· 수혜단체 학교 1건 및 플리마켓 4회
· 재능기부: 학교 벽화 1곳
· 플리마켓 4회(디자인 소기업 및 지역시민 등 368곳)
 
2017. 01 ~ 12

· 플리마켓 6회(디자인 소기업 및 지역시민 등 277곳)

2018. 01 ~ 12

· 플리마켓 11회(디자인 소기업 및 지역시민 등 591곳)
· 기타 활동 3회(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1회, 
   디자인 활동 장려 전시공간 대여 2회)

2019. 01 ~ 12

· 플리마켓 등 4회, 봉사활동 6회, 기타 활동 2회
· 플리마켓 운영: 플리마켓 2회 
   (디자인 소기업 및 지역시민 등 80곳)
· 봉사활동: 연탄배달 2회, 강원도 산불 돕기 1회, 
   장애인 등 지역행사 지원 3회
· 기타 활동: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1회, 
   디자인 활동 장려 전시공간 대여 1회

2020. 01 ~ 12

· 봉사활동: 수해지역 복구지원 활동 1회
· 기타활동: 취약계층 나눔 1회

2007. 04 ~ 2008. 12 

· 28개 수혜단체에 홍보물 기부
   (CI 15개, 리플릿 21개, 모금함 19개)

2008. 07 ~ 2009. 01

· 29개 수혜단체에 홍보물 기부
   (CI 17개, BI 1개, 리플릿 16개)

2009. 06 ~ 2010. 03 

· 34개 수혜단체에 홍보물 기부
   (CI 9개, 리플릿 24개, 패키지 2개, 캐릭터 1개) 

2010. 04 ~ 2010. 12 

· 20개 수혜단체에 홍보물 기부
   (CI 6개, 리플릿 14개)
  
추진 실적 없음

2012. 01 ~ 11 

· 17개 수혜단체 13건 및 봉사활동 4건
· 재능기부: CI 개발 10개, 캐릭터 1개, 벽화 2곳
· 봉사활동: 소외계층 디자인 전시 관람 2건, 
   수해복구 2건

2013. 01  ~ 12

· 18개 수혜단체 19건 및 봉사활동 3건
· 재능기부: CI 개발 17곳, 인테리어 1곳, 
   마을 BI 및 캐릭터 1곳
· 봉사활동: 1사1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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