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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디자인을 향한 디자이너들의 열정, 역대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우수디자인
(GD)상품선정 이야기. 이들이 있었기에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지난 3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Designers’ passion for better design and stories of former Good Design
Selection winners. Thanks to their dynamic, the Good Design Selection
has been growing over the past 35 years.

어워드 수상 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GOOD DESIGN SELECTION THAT
SHARES GROWTH WITH DESIGNERS

A TURNING POINT FOR EFFECTIVELY
PROMOTING OUR BRAND AND DESIGN

AN OPPORTUNITY TO GLOBALLY PROMOTE
THE VALUE OF GOOD DESIGN

RECOGNITION OF AND REWARD
FOR DESIGNERS’ EFFORTS

AN OPPORTUNITY FOR KOREAN DESIGN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혁신의 시대, 디자인도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는 수개월 동안 롤러블 TV 디자인을 개발했고,
SIGNATURE 올레드 TV R은 참여한 모든 디자
이너들의 열정의 산물입니다.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대통령상 수상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
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이 앞으로도 디자이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성장
하는 어워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19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수상은 우리
브랜드와 기업을 알리는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
가 되었습니다. 해외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 및
전시에도 출품해 호응을 얻는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중소기업들도 우수디자인상품선정 같은 공신력
있는 어워드에서 인정받으면 충분히 소비자들
에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브랜드가
앞으로 더 영향력이 크고 우수한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을 통해 좋은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
니다. 2019년 퍼시스 플레이웍스가 국무장관상
을 수상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가구는 기능만 중
요하게 강조되어왔다면 앞으로는 디자인의 시대
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구와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의 미래는 주소비층인 10~20대의 취
향을 제대로 알고 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
일과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꼭 맞는 디자인을 개
발했습니다. 스마트 오디오 VL 시리즈가 그 결과
탄생했습니다. 2018년 대통령상 수상을 통해 이
러한 시도와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모든 디자
이너들이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The Good Design Selection allows people
to 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a good
design. In 2019, PLAYWORKS of Fursys
won the Gold Prize, but when it comes
to furniture, only functions have been
emphasized until now. However, the
design era will soon be upon us,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more opportunities to
publicize the value of good furniture with
good design all over the world.

In my opinion, the future of product
design lies in properly understanding and
appealing to the preferences of those in
their teens and 20s, who are the largest
customers. Thus, we analyzed millennials
’
lifestyles and tastes before developing a
design that can perfectly satisfy them. As
a result, the Smart Audio VL Series was
born. I clearly remember that all designers
were delighted to be told of winning the
Grand Prize at the Good Design Selection
2018, which made them feel handsomely

디자인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
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제품 디자인을 떠
올립니다. 이런 인식이 넓게 퍼진 가운데 2018
년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가 국무총리상을 수
상한 것은 이례적이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휴게소처럼 비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조차 디
자인의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
해 한국 디자인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2018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이후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인지도 강
화, 매출 증대를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탁월한 홍보 효과
입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과거에는 홍보 채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수디자인상
품선정 수상 후에는 GD 마크를 활용해 다양한 잡
지, 신문,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
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design, the common
people, not professional ones, usually
think of product design. In 2018, when
this idea was still prevalent in our society,
the Siheung Haneul Service Area (Bridge
Square) won the Gold Prize, which was an
unprecedented and symbolic event. Now,
people recognize the value of design even
in a field that seems to be not related to
design, such as a rest area. In my opinion,
Korean design will come a long way
through this opportunity.

Winning the Gold Prize at the Good Design
Selection 2018 enhanced our company
’s
awareness and brand along with increased
sales, which we never experienced before.
Most of all, the promotional effect was
remarkab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sually have difficulties
securing enough channels for promoting
their products. However, after being
recognized at the Good Design Selection,
our brand was expos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magazines, newspapers,
and events, using the Good Design mark.

In the innovation era, design should
also evolve. As such, we worked on the
development of rollable TV design for
months, and our Signature OLED R is the
product of the combined enthusiasm of
all designers. Winning the Grand Prize is
the Good Design Selection will continue to
share win-win growth with designers.

COMPANY
DESIGNER

Winning at the Good Design Selection
2019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promote
our company and, most importantly, our
brand. It helped us participate in wellknown design awards and exhibitions
abroad, thus enhancing our brand image.
Aside from our company, oth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 be strongly
remembered by consumers if recognized
at prestigious credible awards, such as the
Good Design Selection. Thus, the Good
Design Selection winners will hopefully
evolve into more influential and excellent
individuals in the future.

엘지전자(주) LG Electronics Inc.
김선규 KIM SEONKYU

신철웅 SHIN CHULWOONG

차현병 CHA HYUNBYUNG
이민재 LEE MINJAE

김영경 KIM YOUNGKYOUNG

COMPANY

COMPANY
DESIGNER

세이브앤코 SAIB & CO
박지원 PARK JIWON

최정민 CHOI JUNGMIN

DESIGNER

(주)퍼시스 FURSYS, INC.,
Claudio Bellini Design+Design
신탄 SHIN TAHN

김은지 KIM EUNJEE

권수범 KWON SUBUM

클라우디오 벨리니 CLAUDIO BELLINI

COMPANY
DESIGNER

A NEW WORLD UNFOLDED AFTER
WINNING THE PRIZE

삼성전자주식회사
SAMSUNG ELECTRONICS Co.,Ltd.
전범호 CHUN BUMHO

최규상 CHOI GYOOSANG
방성일 BANG SUNGIL
김준표 KIM JUNPYO

강병욱 KANG BYUNGWOOK

COMPANY
DESIGNER

동부건설(주) Dongbu Corporation

최광문 CHOI GWANGMOON
이승준 LEE SEONGJUN

COMPANY
DESIGNER

(주)큐라코 CURACO, Inc.
김병수 KIM BYUNGSOO

이욱형 LEE WOOK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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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Good Design Timeline

Changes in the Good Design(GD) mark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은 상품에 우수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는 우수
디자인상품선정은 해를 거듭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어워드로 성장했다.

GD 마크는 2004년 한차례 변경한 이후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설립 50주년과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36년을 기념해 변경했다. 세계 속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KOREA’를 표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대표 컬러와 동일한 레드를 적용해 심볼 마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The Good Design Selection, which aims to give the Good Design
(GD) mark to products that are acknowledged for their excellent
design, has grown into South Korea
’ s representative award
ceremony over the years.

Changed once in 2004, the Good Design mark was altered again in 2020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and the 36th anniversary of Good Design Selection. In
particular, the word “KOREA” is incorporated into the mark to further introduce the
status of Korean design in the world. Moreover, the same red color as the KIDP
’s
representative color is used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s a symbol mark.

휴대용 영상/음향기기 주목

출품/선정작 스펙트럼 다양화

굿 디자인 어워드 탄생

선정작 117개

선정작 48개

The spectrum of entries/
selected goods widened

Launched the
Good Design Selection

수상작 24개
선정작 131개

미용 관련 제품 다수

Selection 117 goods

Selection 48 goods

수상작 25개
선정작 147개

건강 관련 제품 강세

수상작 55개
선정작 327개

Selection 149 goods

포장 디자인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

아웃도어 관련
디자인 제품 강세

비필수 가전제품의 등장

수상작 15개
선정작 72개

Nonessential
appliances emerged

Outdoor activity–related
product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선정작 125개

1990
1989

1987

다수 상품 출품 및 선정

선정작 62개

1992
1991

1994

Exhibited and selected
multiple goods

선정작 118개

Selection 62 goods

The importance of
high-end product
design realized
Selection 118 goods

1993

Home appliances started
comprising a selection of goods
Selection 116 goods

수상작 38개
선정작 211개

Packaging design
began to appear

Accessory design

Winner 41 goods
Selection 160 goods

Winner 38 goods
Selection 211 goods

1995

1998
1997

2000

Winner 55 goods
Selection 327 goods

1999

2001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디자인

Launched a design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Selection 70 goods

주방용품 강세

수상작 15개
선정작 117개

Kitchen appliance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Winner 15 goods
Selection 117 goods

2005

디지털 기기의 등장

휴대 제품 강세

수상작 41개
선정작 138개

Portable product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Winner 41 goods
Selection 138 goods

수상작 39개
선정작 281개

Digital devices emerged
Winner 39 goods
Selection 281 goods

Facility design started to
draw attention

Commercial space
design upgraded

Winner 65 goods
Selection 587 goods

Winner 57 goods
Selection 479 goods

2008
2007

2010
2009

수상작 95개
선정작 377개

Kitchen utensils
Winner 95 goods
Selection 377 goods

2012
2011

2014
2013

가구 브랜드의
디자인 강세

수상작 64개
선정작 680개

Furniture brand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Winner 64 goods
Selection 680 goods

2016
2015

2018

2020

2017

2019

편의성 높인
생활가전

수상작 63개
선정작 596개

Bathroom
accessory design
Winner 52 goods
Selection 278 goods

수상작 57개
선정작 479개

주방용품의 다양화

거주 공간에 대한
디자인 수요 반영

수상작 52개
선정작 278개

Furniture for
students emerged

수상작 65개
선정작 587개

2006

욕실 용품의
디자인 강화

수상작 43개
선정작 267개

Winner 43 goods
Selection 267 goods

2003

상업용 공간의
디자인 업그레이드

시설 디자인 주목

2004

2002

학생 가구 등장

선정작 70개

선정작 116개

Winner 81 goods
Selection 542 goods

Advanced electronic
product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수상작 41개
선정작 160개

1996

고가 제품의
디자인 중요성 대두

선정작 대부분이
가전제품

Interest in visual
media increased

Winner 15 goods
Selection 72 goods

Selection 125 goods

1988

액세서리
디자인 강화

Winner 80 goods
Selection 340 goods

Winner 85 goods
Selection 435 goods

수상작 81개
선정작 542개

Winner 63 goods
Selection 554 goods

High-tech home
appliances evolved

Vehicles with good
design preferred

시각 매체에 대한
관심 증가

Design concepts
incorporated into
transportation

고도화된 전자제품 강세

수상작 80개
선정작 340개

수상작 85개
선정작 435개

수상작 63개
선정작 554개

Winner 24 goods
Selection 131 goods

Winner 25 goods
Selection 147 goods

Health-related products
started to have a strong
presence

1985

Portable image/sound
devices started to draw
attention

첨단 가전제품의 진화

디자인이 뛰어난
이동수단 선호

이동수단에도
디자인 개념 접목

Winner 64 goods
Selection 580 goods

Beauty-related products
started to dominate

선정작 149개

1986

수상작 64개
선정작 580개

사무용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

수상작 70개
선정작 408개

개인용 디지털 제품
수요 반영

수상작 55개
선정작 399개

living space design
Winner 63 goods
Selection 596 goods

personal digital products
환경에 관한 관심이
디자인에 반영

수상작 69개
선정작 577개

Environmental concerns
Winner 69 goods
Selection 577 goods

Winner 55 goods
Selection 399 goods

Convenient home
appliances emerged
공공 조형물에
디자인 요소 접목

수상작 69개
선정작 544개

Design elements
incorporated into public
sculptures
Winner 69 goods
Selection 544 goods

Winner 70 goods
Selection 408 goods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제품 증가
힐링 콘셉트
디자인 제품 대두

수상작 87개
선정작 356개

수상작 79개
선정작 405개

Products combined
with AI increased
Winner 79 goods
Selection 405 goods

Design with a healing
concept emerged
Winner 87 goods
Selection 356 goods

사소한
생활용품의 재발견

수상작 78개
선정작 261개

Petty household goods
rediscovered
Winner 78 goods
Selection 261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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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20

AWARD WINNERS
2019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PURICARE DUAL WATER PURIFIER NO.G2020A01_00065

LG SIGNATURE 올레드 TV R

LG SIGNATURE OLED TV R NO.G2019A01-00354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는 언더싱크 방식을 채택하여, 싱크대 위로는 사용자에게 꼭 필
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하부장 아래로 감추어 사용자들이 싱크대 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화 관점에서는 롤러블 기술 적용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TV
제품들이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본 제품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It adopts the under-sink structure unseen in previous LG products, leaving
only the essential parts above the sink and hiding everything else below it

From a perspective of uniqueness, the rollable technology maximizes space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선규 · KIM SEONKYU 신철웅 · SHIN CHULWOONG
차현병 · CHA HYUNBYUNG 이민재 · LEE MINJAE
김영경 · KIM YOUNGKYOUNG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노형원 · ROH HYOUNGWON 최규관 · CHOI KYUKWAN
김명식 · KIM MYUNGSHIK 조나정 · CHO NAJUNG
허준이· HEO JUNYI 강수경 · KANG SOOKYEONG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GALAXY Z-FLIP NO.G2020A01_00177

플레이웍스

PLAYWORKS NO.G2019A06-00018

Z-Flip은 Flexible Display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펼쳤을 경우 대화면, 접었을
경우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두 가지 사용 환경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 디자인을 완성했다.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하며, 회전형 좌판
메커니즘과 인간공학적 등판 디자인은 자세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갤럭시 Z-FLIP

The demand for helping communication and focus-work in a helps people to
concentrate on their work in an open space, and also makes communication
more actively.

of one’s hand when folded. The design was finalized by finding the best
combination for those two conditions.

COMPANY (주)퍼시스 · FURSYS, INC., Claudio Bellini Design+Design
DESIGNER 신탄 · SHIN TAHN 김은지 · KIM EUNJEE
권수범 · KWON SUBUM 클라우디오 벨리니 · CLAUDIO BELLINI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무선디자인팀 · MOBILE DESIGN TEAM

GOLD PRIZE 국무총리상

인공지능 더블 모션데스크

AI DOUBLE MOTION DESK NO.G2020A06_00081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작업 높낮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더블 모션데스크는 첨단 IoT 기
술 적용과 더불어 에지와 스크린의 강렬한 색상 조합을 통하여 젊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It is a desking system with an adjustable height designed to suit the user
’s
preference. Featuring a refined, innovative design, it is attribu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tate-of-the-art Internet of Things (IoT)
chnology
te
and the
intense color combination of the edges and the screen.
COMPANY (주)솔비앤솔비니 · Solbie & Solbini
DESIGNER 김종호 · KIM JONGHO 최장미 · CHOI JANGMI
이성경 · LEE SEONGKYUNG 박동진 · PARK DONGJIN

GOLD PRIZE 국무총리상

세이브 프리미엄 콘돔
세이브 오버나잇 러브 키트

SAIB PREMIUM CONDOM SAIB OVERNIGHT LOVE KIT NO.G2019B13-00022

피임에 대한 편견과 여성의 성을 둘러싼 문화 금기에 맞서기 위해 출시되었다. 여성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여성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장품처럼 심플
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Launched in South Korea, a society remaining surprisingly sexuality. The
brand name SAIB is an inversion of the word BIAS, signaling an overturning
of the gender bias.
COMPANY 세이브앤코 · SAIB & CO
DESIGNER 박지원 · PARK JIWON 최정민 · CHOI JUNGMI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product provides the freedom to move it to anywhere anytime.
that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every day.more sophisticated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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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18

AWARD WINNERS
2017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SMART AUDIO VL SERIES NO.18DE010097

LG AIRPORT CLEANING ROBOT NO.17DE010080

스마트오디오 VL 시리즈

LG공항 청소 로봇

슬림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무선 오디오로, 테이블, 월마운트 등 집안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여 오디오의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공항 청소로봇은 가정용 로봇 청소기의 청소 능력과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기술 등을
갖춘 것은 물론 공항 환경에 맞게 최적화 되었으며, 눈사람을 닮은 고객 친화형 디자인
으로 친근하면서도 안전한 이미지를 준다.

VL Audio is a wireless audio system with a slim and modern design which
allows easy installation anywhere around the house, via either tabletop or
wall mount.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전범호 · CHUN BUMHO 최규상 · CHOI GYOOSANG
방성일 · BANG SUNGIL 김준표 · KIM JUNPYO
강병욱 · KANG BYUNGWOOK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차용덕 · CHA YONGDUK 김성민 · KIM SEONGMIN
이명훈 · LEE MYUNGWHOON 김재영 · KIM JAEYOUNG
안현정 · AN HYEONJEONG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AUTOMATIC TOILETING AID SYSTEM NO.18DE090024

G4 REXTON NO.17DE050017

자동대소변처리제품

G4렉스턴

큐라코 케어비데는 사용자 및 간병인의 수치심을 완화해 줄 뿐 아니라 쾌적함과 편리함
까지 제공해 주는 간병용 보조 전자기기이다.

정통 SUV의 가치를 지향하며 쌍용자동차의 로버스트 디자인을 담은 플래그십 SUV로
정제된 디자인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사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함
으로써 프리미엄 SUV의 경험을 제공한다.

Carebidet is an Automatic Toileting Aid System for bedridden patients. This
product disposes excrement and keeps patients clean. It is ergonomically
designed for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by SsangYong Motor. It features a refined design combined with
SsangYong Motor’s robust, dynamic exterior design, ensuring usability and
convenience tailored to the lifestyles of global consumers.

COMPANY (주)큐라코 · CURACO, Inc.
DESIGNER 김병수 · KIM BYUNGSOO 이욱형·LEE WOOKHYOUNG

COMPANY 쌍용자동차(주) · SSANGYONG MOTOR COMPANY
DESIGNER 이명학 · LEE MYUNGHACK 문일한 · MOON ILHAN
양석균 · YANG SEOKKYUN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BRIDGE SQUARE NO.18DH030006

포트엑스 포

PORT-X IV NO.17DE090011

시흥 본선 상공형 복합 휴게시설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조남분기점 인근에 설치
되는 국내 최초 고속도로 본선 상공형 복합 휴게소이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브리지
형태의 휴게시설을 기획하게 되었다.

소형화, 경량화된 치과용 포터블엑스레이 영상기기로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상과 구조가 일체화되도록 하였고 제품의 그립감과 사용성,
심미성이 조화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

The Siheung Main Line Commercial Facility was the first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st area on the main highway in Korea.
COMPANY 동부건설(주) · Dongbu Corporation
DESIGNER 최광문 · CHOI GWANGMOON 이승준 · LEE SEONGJUN

It is a compact and lightweight portable dental X-ray imaging device, with its
smooth and simple shape making patients feel comfortable. This all-in-one
portable system ensures the harmony of the grip, usability, and aesthetics.
COMPANY (주)제노레이 · Genoray Co., Ltd.
위드디자인 · we’d design
DESIGNER 김종원 · KIM JONGWON 조경훈 · CHO KYUNGHOON
김치호 · KIM CHIHO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It is not only equipped with the same cleaning performance, autonomous
navigation, and object-avoidance capability as a robot vacuum cleaner but
also optimized for operation at the airport. The customer-friendly design
resembling a snowman provides a friendly and safe image.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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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15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LG SIGNATURE OLED TV NO.16DE010150

21: 9 커브드 SUHD TV

21:9 CURVED SUHD TV NO.15AA010301

OLED 패널을 한 장의 글라스에 붙여, 극도로 심플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보다’와 ‘듣다’로 규정하여 TV 시청 시 보고 듣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제품의 본질에 집중하였다.

프리미엄 TV로서 공간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의도로 미술관의 조각상을
콘셉트로 디자인한 모델이다. 미니멀한 큐브 형태 위에 스크린을 얹어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했다.

GOOD DESIGNSELECTION2020

LG SIGNATURE OLED TV

a piece of glass. As seen in its key values,
“watch” and “listen”, the design
focuses on the product’s essence, removing all elements that can interfere
with the act of viewing and listening.

It is a premium TV as a sculpture having a 21:9 aspect ratio. Along with
maximized spatial existence, it serves as an object’art
d transforming your
home into an art gallery. The screen placed on a minimal cube emphasizes
the artistic value of the design.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한영수 · HAN YONGSOO 김종호 · KIM JONGHO
박선하 · PARK SUNHA 김영경 · KIM YOUNGKYOUNG
이나리 · LEE NARI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YVES BEHAR NOAH MURPHY-REINHERTZ
원동희 · WON DONGHEE 이길재 · LEE GILJAE
유선우 · YOO SUNWOO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SERIF TV NO.16DE010213

LG트롬 슬림 스타일러 (의류관리기)
LG TROMM SLIM STYLER NO.15AA010059

기술 발전에 의해 두께와 크기의 변화를 강조하는 디자인적 직관을 가지고 SERIF TV
디자인을 진행했다. 기술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과 조화롭고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했다.

슬림 스타일러 디자인은 가전이 아닌 가구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정교함이 담겨있어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패브릭 패턴을 이용해 감성적으로 절제된 세련됨을
강조했다.

SERIF TV

It features an intuitive design emphasizing the change in thickness and
size becaus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accentuating
technology, the design blends into the surroundings, tailored to the user
’s
lifestyle.

As a clothes refresher, this slim Styler embodies the natural sophistication of
furniture design, not a home appliance. It adds luster to the overall interior,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성재석 · SEONG JEASEOK 최정회 · CHOI JUNGHOI
김병국 · KIM BEONGKOOK 임재명 · LIM JAEMYUNG
정유진 · CHUNG YOUJIN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RONAN & ERWAN BOUROULLEC
강윤제 · KANG YUNJE 정강일 · CHUNG KANGIL
원동희 · WON DONGHEE 한규미 · HAN KYUMI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STONE JEJU CANDLE NO.16DG060002

E50 시리즈

E50 SERIES NO.15AA040074

제주 올레 17코스에 있는 몽돌해안의 몽돌을 모티브로 몽돌의 모양과 표면을 그대로
시각화하였으며, 소비자가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HE-EX는 중역용에 정형화된 권위와 중후장대의 보수적인 느낌을 탈피하고, 역동적
이고 세련된 모던 중역 의자를 모토로 디자인하였다.

STONE JEJU CANDLE

The motif visualizes the shape and surface of a pebble called mongdol at
the Jeju Mongdol Beach, one of the Jeju Olle routes. It is designed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see its contents.
COMPANY 플러긴스 · plugins
DESIGNER 최유진 · CHOI YUJIN 오성희 · OH SUNGHEE

HE-EX is a managerial and executive chair with dynamic, stylish, and modern
COMPANY (주)시디즈 · SIDIZ, Inc.
DESIGNER 김재영 · KIM JAEYOUNG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AWARD WINNE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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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14

AWARD WINNERS
2013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105” CURVED ULTRA HD TV NO.14AA010287

휴대폰

MOBILE PHONE NO.13AA010225

105UC9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105인치 21:9 Curved Ultra HD TV로 단순한
초대형의 디스플레이가 아닌 진정한 영상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Curved와 21:9의
영상 비율을 적용하였다.

LG G2는 ‘대화면화, 슬림화, 사용자 경험, 외관 차별화’의 스마트폰의 트렌드 및 사용
자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솔루션인 Rear Key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혁신적
디자인의 스마트폰이다.

105” 곡면 ULTRA TV

105UC9 is the world’
than a simple full-sized display, the curved screen with a 21:9 aspect ratio is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이철 · LEE CHUL 윤상원 · YOON SANGWON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류형곤 · RYU HYUNGGON 박민선 · PARK MINSUN
김영호 · KIM YOUNGHO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DIGITAL CAMERA NO.14AA010154

에프타입

F-TYPE NO.13AA030001

NX mini는 세상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개성을 표현해주고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추구하였다.

재규어의 미래 지향성을 F-TYPE의 능동적인 디자인에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진보된
기술이 F-TYPE의 이러한 능동적인 디자인 소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재규어의 기본적인
시각 요소를 잘 살렸다.

디지털카메라

NX mini is the world’s thinnest and lightest mirrorless interchangeablelens camera. It aims to achieve design and technology that allows people to

The Jaguar F-TYPE is the product of compressively expressing Jaguar
’s future
orientation in active design. The addition of advanced technology to its
active design and styling sources emphasizes Jaguar
’s basic visual elements,
allowing anyone to immediately recognize it.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함민기 · HAM MINKI 오산희 · OH SANHUI
박윤진 · PARK YUNJIN

COMPANY (주)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 Jaguar Land Rover Korea
(주)컴팩트 · Compact
DESIGNER 이안칼럼 · IAN CALLUM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ACTION CAM NO.14AA010069

2013 스마트허브

2013 SMART HUB NO.13AC010007

익스트림한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익스트림한
상황 속에서 생동감 있는 고화질 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포츠 캠코더이다.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2013 스마트허브는 스마트 TV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세상으로 진입하는 윈도우이다.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있다.

액션캠

It is a reasonable interface available even in extreme environments. Serving
as a sports camcorder, it allows the user to easily shoot high-definition
images that look vibrant despite extreme situations.

The content-oriented new 2013 SMART HUB serves as a window into the
world of various and interesting content of a smart TV. It consists of a total

COMPANY 피타소프트 · Pittasoft
DESIGNER 김선훈 · KIM SEONHOON 윤태성 · YOON TAESUNG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황우석 · HWANG WOOSEOK 김민형 · KIM MINHYUNG
서장원 · SEO JANGWO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The LG G2 is an innovative design smartphone,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 new rear key concept that is first in the world. Thi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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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12

AWARD WINNERS
2011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OLED TV NO.12FAE0203

GLOBAL DOOR IN DOOR NO.11FAG0182

OLED만의 장점인 화질, 광 시야각, 초슬림, 초경량을 사용자에게 어떤 실질적 가치와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디자인은 시작되었다.

LG Top Freezer 냉장고는 Door in Door로 냉장실 큰 도어를 열지 않고서도 자주, 빨리
먹고 싶은 음료 및 과일을 쉽게 인출할 수 있게 실현하여, 고객의 사용성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냉장고다.

OLED TV

GLOBAL DOOR IN DOOR

This design is based on the volition of providing the user with practical
value and original beauty through the advantages of an OLED display,
such as improved image quality, fuller viewing angle, and ultrathin and
ultralightweight features.

LG Top Freezer refrigerators are innovative Door-in-Door™ fridge-freezers
allowing customers to easily and quickly access food, such as drinks and fruit
while minimizing cold air loss. This has reliably changed customers
’ usability.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유선일 · YU SEONIL 여인선 · YEO INSUN
권홍식 · KWON HONGSIK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MOBILE PHONE NO.12FAF0050

COMPACT PLUS BATH NO.11FAN0067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바람, 물, 빛 등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제품에
투영해 단 하나의 직선도 없는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외형상의 우아함뿐 아니라
유려한 곡선으로 그립감이 부드러우며 인체공학적인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 공간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욕실
세트다. 복합적 기능의 편리한 샤워 공간과 일체화된 슬림한 디자인으로 깨끗한 욕실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휴대폰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유석 · KIM YOOSEOK 김준기 · KIM JUNKI
홍혜영 · HONG HYEYOUNG

COMPACT PLUS BATH

Based on human-centered philosophy, this smartphone consists of elegant

such as wind, water, and light. In addition to its external elegance, it provides
an optimal, ergonomic grip.

It is a compact, space-saving bath that maximizes space utilization according
to a recent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miniaturization of
housing. The convenient shower space has multiple functions, and the slim
all-in-one design makes the bathroom look clean and neat.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송한길 · SONG HANGIL 임중혁 · IM JUNGHYUCK

COMPANY 대림비앤코 주식회사 · DAELIM B&Co Co.,Ltd.
DESIGNER 신동주 · SHIN DONGJOO 손수용 · SON SUYONG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WALL-MOUNTED FRONT LOAD WASHER NO.12FAG0118

가구(침실세트)

FURNITURE(BEDROOM SET) NO.11FAO0007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 최초 벽걸이 드럼 세탁기 ‘mini’는 기존 세탁기와 완전히 차별화
를 가져감과 동시에 어느 장소에 걸려 있어도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의
디자인이다.

유리 전면에 느껴지는 골드 컬러의 패턴과 유리 위에 세라믹 인쇄 기법을 사용한 점과
전면 무광의 표면감은 에코 럭셔리에 부합하며, 골드빛 표면 위에 은은하게 비춰지는
실루엣은 신비로운 매력을 더한다.

벽걸이 드럼 세탁기

Mini is the world’s first wall-mounted drum washing machine. It is
an interior design that can blend into the surroundings no matter where it is
placed.
COMPANY (주)대우일렉트로닉스 · DAEWOO ELECTRONICS Corp
DESIGNER 박성철 · PARK SUNGCHOEL 이혁진 · LEE HYUKJIN
김배균 · KIM BAEGYUN

The gold color pattern of a glass fa
cade, a ceramic printing technique
used on the glass, and its matte surface correspond to eco-luxury, and the
the space.
COMPANY (주)에몬스가구 · EMONS FURNITURE Co.,Ltd.
DESIGNER 김광태 · KIM GWANGTAE 도현주 · DO HY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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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10

AWARD WINNERS
2009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55” 3D-LED TELEVISION NO.10FAE0056

쏘울

SOUL NO.09SAA0003

전면 스테인리스 스틸의 미세한 헤어라인은 금속 느낌을 강조하며 얇지만 휘지않는
단단한 느낌을 전달한다. 또한 모든 끝면을 곡선으로 디자인하여 차가운 금속 느낌을
부드럽고 감성적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Soul은 국내 최초 CUV의 출발을 알리는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브랜드로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Unique & Characteristic 스타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55인치 3D-LED TV

Soul is a new brand of Kia Motors, which has announced the beginning of

It looks thin but feels rigid and hard. In addition, the edges are curved,
which turns the cold metallic into a soft and emotional feeling.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기아자동차 · Kia Motors Corporation
DESIGNER 윤문효 · YOON MUNHYO 서현주 · SEO HYUNJOO
박정우 · PARK JEONGWOO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K5 NO.10FAA0004

LG NEW CHOCOLATE NO.09SAF0055

개성적이고 다이내믹한 스타일의 중형 세단으로 모던한 이미지의 스포티함을 구현
하였다. 운전자 중심의 센터페시아 구성으로 차량과 운전자가 일체된 듯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좁은 터치 화면의 불편함을 넓은 4인치 화면으로 개선하였고, 두께와 폭을 최소화하였다.
고객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Full Browsing을 구현하고 Real Cinema View(21:9)를
통해 폰 Theater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K5

LG NEW CHOCOLATE

It is a sporty mid-size sedan with a unique and dynamic style. The driveroriented center fascia provides a driver with an immersive driving
experience.

It features a four-inch display designed to remove inconvenience caused
by a narrow touch screen, while the thickness and width are minimized
to increase portability. Moreover, it implements full browsing based on
customer insight, and the customer can experience the theatre phone
through its Real Cinema View with a 21:9 aspect ratio.

COMPANY 기아자동차 · Kia Motors Corporation
DESIGNER 임승빈 · YIM SEUNGBIN 소중현 · SO JUNGHYUN
송승희 · SONG SEUNGHEE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동은 · KIM DONGEUN 차강희 · CHA KANGHEUI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UD EDITION NO.10FAN0121

디지털캠코더

DIGITAL CAMCORDER NO.09FAG0053

수직적 인체공학 체계로 접근하여 가족 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요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최초 한국형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슬림하고 콤팩트하여 휴대가 쉽고 친근감 있는 귀여운 형상으로 디자인하였고 어두운
바탕에서 투과되어 보이는 컬러를 디자인 포인트로 하였다.

UD 에디션

The vertical ergonomic system is the first Korean-style universal design,
allowing any family member to sit down on it and enjoy cooking conveniently
and safely.

It is a stylish, slim, and compact camcorder of Shoot & Share, which is easy
to carry and has a friendly cute shape. The design point is the color that can
be seen even from a dark background.

COMPANY (주)에넥스 · ENEX Co.,Ltd.
DESIGNER 이용한 · LEE YONGHAN 임차혁 · LIM CHAHYUCK
최경애 · CHOI KYUNGAE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박정현 · PARK JUNGHYUN 장용상 · JANG YONGSANG
토모히로 하라타 · TOMOHIRO HARATA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distinctive design and driving pleasure. The unique and characteristic style is
designed to present a new trend.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김경훈 · KIM KYOUNGHOON 강윤제 · KANG YU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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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08

AWARD WINNERS
2007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KOREAN BATH NO.08SAN0100

서교동 자이 갤러리

SEOKYO-DONG XI GALLERY NO.07SAP0069

기존 욕실 디자인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을 씻거나 때를 미는 한국인의 욕실 문화를
반영하여 기능과 미적 측면을 품격있게 업그레이드한 욕실 디자인으로 공용 욕실과
전용 욕실 세트로 구성되어있다.

주택 분양을 위한 일반적 모델하우스 용도에서 탈피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신개념 공간으로 외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과 변화감을 주는
여러가지 건축적 오브제를 제공하였다.

래미안 한국형 욕실디자인

It consists of a set of a shared bathroom and a private bathroom. The
elegantly upgraded bathroom design shows better functions and aesthetic

Beyond the typical show house used to show the living space and features
of homes available, this model house is a new-concept space designed to

such as washing the feet or scrubbing the body.
COMPANY 지에스건설(주)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DESIGNER 켄 성진 민 · KEN MIN SUNGJIN 이용구· LEE YONGGOO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CREATIVE CULTURE SPACE KRING NO.08SAP0065

래미안 과천1차 에코팰리스

RAEMIAN ECO-PALACE EXTERIOR DESIGN NO.07SAD0061

건축 문화 마케팅(Space Culture Marketing)을 통해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문화적 코드로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시도하였다.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단지로서, 주어진 컨텍스
트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건축미를 조화시킨 단지이다.

복합문화공간 크링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연합공영 · Samsung C&T Corporation
DESIGNER 김승민 · KIM SEUNGMIN 이은화 · LEE EUNHWA
송귀연 · SONG KWIYUN

It is a housing complex with a wonderful environment, surrounded by
Gwanaksan Mountain and Cheonggyesan Mountain. It makes the most of
a given context while harmonizing traditional elements with contemporary
architectural beauty.

As space culture marketing, it is a new attempt to create a communication
space where architecture is connected to a cultural code.
COMPANY 금호산업(주)건설사업부 · Kumho Industrial Co.,Ltd.
DESIGNER 장윤규 · JANG YOONGYOO 신창훈 · SHIN CHANGHOON
윤상필 · YOON SANGPHIL

COMPANY 삼성물산(주)건설부문 · Samsung Corporation
DESIGNER 이시은 · YI SIEUN 양준 · YANG JUNE
유하상 · YOO HASANG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MOBILE PHONE NO.08FAF0090

LASER PRINTER NO.07SAF0069

휴대폰

3.2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적용한 제품으로 대화면의 LCD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단순함을
소재와 재질의 피니싱으로 변화를 주어 차별화를 꾀하였다.

It has a refined shape with a simple exterior design aiming simplicity is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정재웅 · CHUNG JAEWOONG 김준서 · KIM JOONSUH
이창수 · LEE CHANGSOO

레이저 프린터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모노레이저 프린터이다.
프린터 같지 않은 새로운 느낌의 첫인상을 주며, 소프트하고 감각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This mono-laser printer features a new design concept to satisfy user
sensibility. It does not look like a printer at a glance but provides the user
with a soft and sensuous experience when used.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배준원 · BAE JUNWON 이선영 · LEE SONYOUNG
변언식 · BYUN UN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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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06

AWARD WINNERS
2005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ART DIOS 3 DOOR REFRIGERATOR NO.06SAE0075

초슬림 슬라이드폰

ULTRA SLIM SLIDE PHONE NO.05SAF0018

순수 예술작품과 가전제품의 접목을 통해 주거공간을 갤러리화하는 것을 콘셉트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아름다움이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과 예술성이 가미된 아트
디오스를 디자인하였다.

세계 최소형의 슬림 슬라이드 폰. 심플 & 클린, 미니멀 조형으로 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기능을 극 심플 조형의 컷팅 에지 디자인과 차별화된 사용성 구현으로 감성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였다.

It i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converting a living space into an art gallery
by combining fine artworks and home appliances. In addition, it features
luxurious and modern beauty based on a variety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artistry.

As the world’s smallest ultra slim slide phone, it maximizes emotional
satisfaction by implementing differentiated usability, with a cutting-edge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이형준 · LEE HYOUNGJUN 김주상 · KIM JOOSANG
정길수 · JUNG GILSU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차강희 · CHA KANGHEE 박상민 · PARK SANGMIN

and minimal shapes.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KTF VITAL DOT & VITAL PATTERN NO.06SAI0002

PORTABLE DC ARC WELDER NO.05SAB0014

KTF 바이탈닷 & 바이탈패턴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GOOD DESIGNSELECTION2020

아트 디오스 프렌치 냉장고

휴대용 DC ARC 용접기

KTF의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인 ‘바이탈닷’과 ‘바이탈패턴’은 국내 최초로 기업이 CI에
4차원적인 패턴을 디자인의 기본 형식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콤팩트 디자인 및 안전 설계, 안정된 아크 및 고품질 용접, 광범위한 적용 모재 및 탁월한
기동성, 취급의 편의성 극대화, 저전력 소모로 경제성 우수, 작고 가벼워 출장 공사에
최고 능률 발휘 등의 특징을 지닌 제품이다.

KTF’s new design style, vital dot, and pattern is South Korea
’
identity program designed by implementing the four-dimensional pattern in
its CI as the basic format of design.

It features a compact and safe design, high-quality welding with a stable
arc, and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of the basic material along with
excellent maneuverability. Moreover, it is easy to handle and has low power
consumption, thus showing excellent economic feasibility. Because of its

COMPANY (주)케이티프리텔 · Korea Telecom Freetel
(주)안그라픽스 · AHNGRAPHICS Ltd.
DESIGNER 최미경 · CHOI MIKYUNG 박영훈 · PARK YOUNGHOON

work.
COMPANY (주)조웰 · CHOWEL.Co.,Ltd.
DESIGNER 김대희 · KIM DAEHEE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SHALLOWS COURT NO.06SAP0006

포켓이미져

POCKET IMAGER NO.05SAE0009

여울마당은 자연 소재인 목재, 자연석, 수생 식물 등을 사용하여 천보산의 자연을 연결
하는 그린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여울마당의 주요 모티브이다.

LED 광원을 이용한 세계 최소형 DLP 프로젝터로 기존 프로젝터 이미지를 탈피하여
디지털 관련 제품 이미지를 적용하였다. 미니멀한 디자인 콘셉트로 심플, 클린 콤팩트를
강조한 디자인이다.

양주자이 여울마당

Shallows Court was designed to form a green network that connects the
natural scenery of Cheonbosan Mountain using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natural stone, and aquatic plants. The primary motive is to allow
children to perform various activities in harmony with nature.
COMPANY 지에스건설(주)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DESIGNER 박도환 · PARK DOHWAN

It is the world’s smallest DLP projector with a LED light sourc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ojector, its image focuses on digital aspects and minimal
design, that is, simple, clean, and compact.
COMPANY 삼성전자(주)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김경훈 · KIM KYUNGHOON 강윤제 · KANG YO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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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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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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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MOBILE PHONE NO.04SAF0061

SPECIAL 5002WHITE-H NO.03SAN0002

휴대폰

스페셜5002화이트-H

당시 소비자의 DMB 시청 편의를 고려해 가로로 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편의성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혁신을 주었다.

자외선(UV) 도장 공법을 활용해 광택이 뛰어나며 손잡이를 없앤 핸들리스 타입을 채택
하여 깔끔한 부엌 공간을 연출했다. 간결하고 명쾌한 디자인, 순백의 하이그로시, 미니멀
과 테크니즘을 실현한 핸들리스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It has a wider screen for consumers to watch DMB more conveniently. In
addition to higher convenience, it has an innovative design.

This neat kitchen space is created using simple and clear design, a pure
white high gloss by UV coating, and a handleless style, emphasizing
minimalism and technism.
COMPANY (주)에넥스 · ENEX Co.,Ltd.
DESIGNER 이용한 · LEE YONGHAN 최경애 · CHOI KYUNGAE
한동희 · HAN DONGHEE

GOLD PRIZE 국무총리상

초중고 책걸상 시리즈

A SERIES OF DESKS / CHAIRS FOR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ERS
NO.04FAO0008

학생들의 체형에 맞게 인간공학적인 배려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였으며 편안한
자세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책상
틸팅기능 및 걸상 틸팅 기능을 보유하였다.

The ergonomic design is tailored to the body typ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esks and chairs with a tension tilt allow
students to study comfortably while maintaining a posture that does not put
any pressure on the lower back.

GOLD PRIZE 국무총리상

한방화장품

COMPANY 팀스-(주)퍼시스 · Fursys Inc.
DESIGNER 공석만 · GONG SEOKMAN 김해동 · KIM HAEDONG
송진호 · SONG JINHO

HANBANG COSMETICS NO.03SAQ0035

신비로운 궁중 의학과 미학의 현대적인 승화라는 브랜드 콘셉트와 차별화된 한방
화장품으로서의 최고급 지향의 전통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공예적 느낌의 장식과
오래된 재질을 표현해 소중한 보석같은 느낌을 주었다.

GOLD PRIZE 국무총리상

HAAN첼로보관함

HAAN CELLO CASE NO.04FAR0012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기능적 측면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심미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의 편리를 고려한 스타일, 디자인의 차별화, 소재의 다양화, 경량화로
외관의 고급스러움을 한 차원 높였다.

The Haan cello case consists of a protective function and an aesthetic

the exterior.
COMPANY 가스파로 · Gaspard
DESIGNER 김원중 · KIM WONJOONG 권혁구·KWON HYUKGU

This beauty product with Korean medicinal herbs is based on the brand
concept of combining mysterious royal court medicine and contemporary
aesthetics. Its high-end traditional image comes from the classy decoration
and antique texture, both of which make it look like an invaluable jewel.
COMPANY (주)엘지생활건강 ·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DESIGNER 주소희 · JOO SOHEE 여현진 · YEO HYUNJI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삼성전자(주)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김남미 · KIM NAMMI 홍성훈 ·HONG S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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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02

AWARD WINNERS
2001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PERSONAL MOBILE TERMINAL NO.02SAF0022

노트북컴퓨터

NOTEBOOK COMPUTER NO.2001FAF026

기존 폴더형에서 세계최초의 180° 회전형 LCD 타입으로 최첨단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내장하여 멀티미디어폰으로 사용의 다양성을
극대화하였다.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를 도입해 안정적인 제품을 구현하였다. 터치패드 및 이지
버튼으로 사용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구현하고, 다양한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스틸
카메라와 블루투스 등의 주변기기 디자인에도 중점을 두었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단말기

It has evolved from the existing folder type to the world
’s first LCD-type
terminal that rotates 180 degrees. As seen from its high-tech image,
the high-definition built-in digital camera diversifies the functions as a
multimedia phone, thus maximizing the product’s usability.

COMPANY 삼성전자(주)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김명중 · KIM MYUNGJUNG 김은영 · KIM EUNYONG
이경훈 · LEE KYUNGHOON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영호 · KIM YOUNGHO 이승일 · LEE SEUNGIL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PORTABLE DVD PLAYER NO.02SAE0093

PLASMA MONITOR NO.2001GE069

포터블DVD플레이어

성숙기의 포터블 DVDP 시장에 전자제품만이 아닌 패션 DVDP로써 제품 차별화를 유도
하였다. 슬림화와 고급감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신 귀족층의 패션 DVD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였다.
as an electronic device but as a fashion device. Its slim and high-end design
contributed to securing reliability, creating a new lifestyle called“fashion
a
DVD player for the new nobility.
”
COMPANY 삼성전자(주)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임현택 · IM HYUNTAEK 변원갑 · BYUN WONGAB

플라즈마모니터

조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SCENE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PDP의
차별화 포인트를 최대한 강조했다.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LIFE SCENE을 제공하고,
신문화 창출에 기여하며, PDP 시장의 활성화 및 초기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It emphasizes the differentiated point of a plasma display panel (PDP),

a result, it can provide the user with a new life scene,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arly revitalization and prior occupation of the
PDP market.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조성구 · JOE SUNGGU 김성관 · KIM SUNGKWA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The introduction of recyclable materials has realized more stable products.
This product focuses on the convenience and enjoyment of using a
touchpad and easy button and on the design of peripheral devices, such as
digital still cameras and Bluetooth, which ensure various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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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2000

AWARD WINNERS
1999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SUV(SANTAFE) NO.2000GA005

DIOS(DELUXE, INTELLGENT, OPTIMUM, SILENT) NO.99GE010

디오스

SUV(SANTAFE)

SUV의 멋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개성적이고 독특한 신개념 디자인으로 화려한 외장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 자연스러운 내장 디자인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프리 스탠딩 타입의 가정용 Slide by Slide 냉장고로, 솔리드한 이미지의 고품격 디자인
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와 사용자의 특성 및 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월드 와이드형 제품으로 스페이스와 레이아웃을 도출하였다. 기본 성능인 냉장,
냉동 기능과 최저 소음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

It features a distinctive and new-concept design that can enhance the charm
of an SUV. Its natural interior design can also harmonize with the gorgeous
exterior.
COMPANY 현대자동차 · HYUNDAI MOTOR COMPANY
DESIGNER 현대자동차 디자인팀 · HYUNDAI MOTOR COMPANY DESIGN TEAM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신상영 · SHIN SANGYOUNG 한영만 · HAN YOUNGMAN
장용훈 · CHANG YONGHUN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55-INCH HD DIGITAL PROJECTION TV NO.2000GE031

INTELLIGENT KITCHEN NO.99GO002

55” HD 디지털프로젝션TV

인테리어 감각의 심플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실현하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실현을
통한 소비자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It features a simple and slim design with a sensuous interi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ensures consumer
convenience.
COMPANY 삼성전자(주) · SAMSUNG ELECTRONICS Co.,Ltd.
DESIGNER 구기설 · KOO KISUL 김석근 · KIM SUKKEUN
강윤제 · KANG YOONJAE 권희진 · KWON HEEJIN

인텔리전트 키친

20~30대 젊은 층을 주 사용자로 설정해 효율적인 수납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추구
하였다. 세계적인 트렌드인 크림 옐로 계열을 배색하여 안정적이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sensational interior. Arranging globally trendy cream yellow colors, it creates
a stable and lively atmosphere.
COMPANY (주)한샘 · HANSSEM Co., Ltd.
DESIGNER 최경란·CHOI KUNGRAN 김태선 ·KIM TAESU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It is a free-standing–type home side-by-side refrigerator featuring a highclass design with solid images. Its worldwide-type feature aim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Americas by encompassing Koreans and user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cultural characteristics. It
deducts space and layout. It focuses on the basic functions of the topfreezer fridge, especially nois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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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1998

AWARD WINNERS
1997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HEADPHONE STEREO CASSETTE RECORDER NO.98-GE-007

SPORTS CAR NO.97-GA-0010

휴대용 소형녹음/재생기

스포츠카

밖에서는 H/P CST, 집에서는 초미니 콤포넌트로 사용 형태에 따라 장면을 연출하고,
여러 기능을 하나의 슬라이딩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다. MCC는 본체를 넣고 빼는
동작만으로 충전과 동시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도킹 시스템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국내 최초 스포츠카 티뷰론은 부드러운 곡선미 속에 강인함이 살아 숨 쉰다. 매혹적인
외관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었으며, 달리는 기쁨과 타는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이다.

COMPANY 현대자동차 · HYUNDAI MOTOR COMPANY
DESIGNER 최출헌 · CHOI CHOOLHUN 장준호 · JANG JOUNHO
정연홍 · JEONG YEONHONG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진 · KIM JIN 차강희 · CHA KANGHEE
김규진 · KIM KYUJIN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MINI VAN(CARNIVAL) NO.98-GA-008

승용차

PASSENGER CAR NO.97-GA-0004

정통 미니밴으로 승용차의 스타일과 승차감, 승합차의 공간 성 및 거주성 확보, SUV의
주행 안전성까지 겸비, 공격적이며 힘 있는 외관 스타일, 균형적이며 넉넉한 후미등을
적용하였다.

한국 고유의 선을 응용한 유려한 외관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최대 편의를 위한 인간
공학적 계기판, 실내공간 확보, 동급 최상의 안전도 및 최적의 R&H, NVH 소음 발생
차단 등을 적용하였다.

카니발

It secures the style and comfort of a passenger car, as well as the space
and habitability of a van at once. It ensures the driving safety of an SUV.
It features aggressive and powerful exterior styles. It has a balanced and
spacious rear end.

In addition to the elegant exterior showing Korea’s unique lines, it also
features an ergonomic instrument panel to maximize convenience for
drivers and passengers, as well as a spacious interior, best-in-class safety,
optimal R&H, and NVH reduction.

COMPANY 기아자동차(주) · Kia Motors Corporation
DESIGNER 곽강민 · KWAK KANGMIN 용성진 · YONG SUNGJIN
변준형 · BYON JOONHYUNG 임정묵 · LIM JUNGMOOK

COMPANY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 DAEWOO MOTOR Co.
DESIGNER 김태완 · KIM TAEWAN 임대일 · IM DAEIL
전병권 · JEON BYUNGKWON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The Hyundai Tiburon is the first sports car developed in South Korea.
It features robustness combined with soft curvaceous beauty, and this
fascinating appearance has changed the existing concept of automobiles
we have ever had. It is a new concept car that ensures driving pleasure and
a comfortable ride.

It is used as an H/P CST outside while used as an ultra-mini component at
home. It operates multiple functions with one sliding button. MCC pursues
easy usage through the docking system that allows the user to enjoy
listening to music while charging by simply inserting and removing the mai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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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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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1995

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8MM DETACHABLE CAMCORDER NO.96-GE-0161

WALL HANGING HI-FI AUDIO NO.95가-90

분리, 결합형 8mm 캠코더

벽걸이 하이파이 오디오

카메라부와 액정 화면이 부착된 본체가 자유자재로 분리/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캠코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중이나 장애물 너머 촬영,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착 활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테리어성 강조의 디자인, 다양한 칼라의 저지네트 제공, 벽걸이 및 거치 가능한
하이파이 오디오, 전동 CDI Deck Door 등을 적용하였다.

It has a design that emphasizes the interior aspect. It provides a support net
with various colors. It features an all-mountable Hi-Fi audio system. It has an
electric CDI deck door.

The camera unit and the LCD screen are detachable from the main body of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김철호 · KIM CHULHO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FATNESS MEASURING INSTRUMENT NO.96-GJ-0152

자전거

사용자가 측정기 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신장, 체중, 표준체중, 비만도, 체질량 지수
등을 측정하여 프린터로 내역을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장비이다.

BICYCLE NO.95라-7

견고성, 내구성, 경량화, 안정성 등의 완벽을 추구한 제품. 기종의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전체를 라운드지게 디자인함으로써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냈다.

비만도측정기

This device intends to automatically measure the height, weight, standard
weight, degree of obesity, and body mass index (BMI) of a person when
stepping on the measuring machine and to automatically print out the
details.
COMPANY 임마누엘전자 · IMMANUEL ELECTRONIC Co.
DESIGNER 박우성 · PARK WOOSUNG 이영근 · LEE YOUNGGEUN

It pursues perfection in terms of strength, durability, weight reduction, and
diamond one, thus creating a sleek and sophisticated image.
COMPANY 코렉스스포츠(주) · Corex Sports Corporation
DESIGNER 김순남 · KIM SOONNAM 하병조 · HA BYOUNGJO

HERITAGE OF GOOD DESIGN SELECTION AWARDS

COMPANY 엘지전자(주) · LG Electronics Inc.
DESIGNER 이대형 · LEE DAEHYOUNG

other purposes, such as shooting over spectators or obstacles and shooting
while attached to cars or motor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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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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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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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ZE 대통령상

GRAND PRIZE 대통령상

COLOR TELEVISION NO.94가-0103

REFRIGERATOR NO.93가-0101

칼라텔레비젼

냉장고

절제된 선과 면의 적절한 조화로 고품질과 신뢰성을 추구하였다. 고광택 나무 무늬를
접목해 실내 분위기와 조화를 꾀하였다. 와이드한 느낌의 간결하고 완만한 곡선과 직면
을 적용하여, 4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으며 극장 같은 와이드한 이미지를 구현
하였다. 음이온과 원적외선 방출 장치를 내장한 그린 기능을 채택했다.

김장독 코너의 디자인으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킨, 견고하고 정교한 디자인이다.
한국 전통기와와 곡선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디자인이다.
sophisticated design. It has an elaborate design based on the curve of
traditional Korean roof tiles.

It pursues images of high qual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harmonious use
of lines and faces. It is combined with the high-gloss wood pattern to blend
into the indoor atmosphere. It uses the application of simple and gentle
curves and faces to create a theater-like wide image. It brings the realization
of a wide image, allowing the user to view four channels at the same time.
It has a green function with a built-in device that radiates anion and farinfrared rays.

GOOD DESIGNSELECTION2020

COMPANY (주)금성사 · GoldStar Co., Ltd
DESIGNER 김태봉 · KIM TAEBONG 전명섭 · JEON MYUNGSUB

GOLD PRIZE 국무총리상

GOLD PRIZE 국무총리상

EXCAVATOR NO.94바-0301

PASSENGER CAR TIRE NO.93사-0101

굴삭기

신소재 FRP를 몸체 부분에 적용하여 장비의 무게를 절감하고 부드러운 곡면의 외관
형태로 기존 장비의 무겁고 둔탁한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세계 최초의 라운드 스타일의
캐빈(Cabin)으로 쾌적한 운전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 잠금장치, 자동 음성 경보 장치,
안전 경고등 엔진 등이 적용되었다.

It uses the application of the new material, FRP, to the body to reduce the
weight. The exterior shape with the gently curved surface removes the
style cabin that secures a comfortable operating space. It is composed of a
safety locking device, an automatic voice alert system, a safety warning light,
and an engine.

승용차타이어

타이어 무늬를 비대칭으로 디자인하고, 레이싱 특성을 살리기 위해 좌/우 타이어를
구분하였다. 또한 빗길 주행 시 안전을 고려해 직선 그루브를 사용하였다.

It has asymmetric tire tread patterns. It has a separate left-side and rightside tires to preserve racing characteristics. It uses straight grooves for
safety when driving in the rain.
COMPANY 한국타이어제조(주) · Hankook Tire Mfg. Co., Ltd.
DESIGNER 이진숙 · LEE JINSOOK

COMPANY 삼성중공업(주) ·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DESIGNER 변상태 · BYUN SANGTAE

1985년부터 1992년은 시상제도 비운영으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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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주)금성사 · GoldStar Co., Ltd
DESIGNER 안규성 · AN KYUSUNG 박성규·PARK SUNG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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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박대순

PARK DAISOON

한양대학교 교수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2000

이수봉

박대순

PARK DAISOON

한양대학교 교수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2002

이건

한도룡

한도룡

박대순

이우성

곽원모

박대순

한도룡

곽원모

민철홍

이우성

박대순

부수언

민철홍

한도룡

박대순

안종문

민철홍

한도룡

민철홍

HAN DORYOUNG
HAN DORYOUNG
PARK DAISOON
LEE WOOSUNG
KWAK WONMO

PARK DAISOON

HAN DORYOUNG
KWAK WONMO

MIN CHULHONG
LEE WOOSUNG

PARK DAISOON
BOO SUUN

MIN CHULHONG

HAN DORYOUNG
PARK DAISOON

AHN JONGMOON
MIN CHULHONG

HAN DORYOUNG
MIN CHULHONG

홍익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Hongik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2001

김철수

2003

김철수

2005

박영순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박종서

오근재

김철호

나성남

윤영태

신수길

한정완

이석준

정충모

이수봉
이건

2016

김철수

2018

남용현

2017

2019
2020

윤영태

한경하
이상호

LEE SUBONG

동아대학교 교수

Dong-A University Professor

LEE KUN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KIM CHULSOO
KIM CHULSOO

PARK JONGSUH

PARK YOUNGSOON
OH KEUNJAE
KIM CHULHO

NA SUNGNAM

YOON YOUNGTAE
SHIN SOOGIL

HAN JEONGWAN
LEE SEOKJOON

JUNG CHUNGMO
LEE SUBONG
LEE KUN

KIM CHULSOO

YOON YOUNGTAE
NAM YONGHYUN
HAN KYUNGHA
LEE SANGHO

국민대학교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IDAS 학장

호서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교수

세종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서원대학교 교수

가천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교수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주)우퍼디자인 대표
이상씨앤씨 대표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ofessor

Hongik University IDAS President
Hoseo University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Sejong University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Seowon University Professor
Gachon University Professor
Dong-A University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Honorary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Wooferdesign Inc. CEO
YISANG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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