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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뮤컴퍼니는 2001년 설립된 디자인 전문회사로 제품, 브랜드, UX, 서비스 

등 디자인 종합 컨설팅 회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IDP 공인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8년 연속[2010~2018] 

선정되었으며, 디자인뮤 윤정식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G MARK 

종신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디자인뮤는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앞서 나가기 위해, 

미래사용자경험디자인, 선행제품디자인, 아이덴티티통합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컨설팅전문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esignmu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01 and is a design consulting 
company that specializes in designing products, brands, UX, and services.

It has been select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IDP Certified Excellent Design Company for the eighth consecutive 
year [2010 ~ 2018]. Yoon-Jung-Sik, CEO of Designmu is the first Korean to 
be a member of the Japan G MARK lifetime judging committee.

Designmu is evolving into a design consulting company focusing on future 
user experience design, leading product design, identity integrated design, 
and various projects in order to advance the changing industry trend.

Telephone 
+82 2 584 1323

Fax 
+82 2 6455 9262

E-mail 
mu@designmu.com

Website 
www.designmu.com

Address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46-1 

46-1, Jangchungdan-ro 6ga-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2016  산업통상자원부, KIDP 공인 우수디자인전문회사 8년 연속 선정 [2010~2018]  
 Selected as the KIDP Certified Excellent Design Company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or the 8th consecutive year [2010 ~ 2018]

2015  일본 G MARK 심사위원 선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Selected as Japan G MARK Judge 
Appointed as expert committee member of local development committee

2014  DDP 입점 
디자인뮤 소매업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Opened DDP Store 
Designmu Retail Business Issuance of New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2013  디자인뮤로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 신고 
Changed company name to Designmu 
Communication sales business report

20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벤처기업선정 
Selected as INNO-BIZ by Technology Innovative SME 
Selected as a venture company

2010 디자인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 attached to design mu company

2006  윤정식 대표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초대작가 승격 
KIDP(산자부) 공인 Success Design 기업 선정 
세계최초 에니콜(B540) 외주 디자인 및 Follow-up 양산 
CEO Yoon Jung-Sik promoted as an invited artist of Korea industrial design 
Selected as KIDP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ertified Success Design company 
Outsourced design and follow-up p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Enicol (B540)

연혁 History

제품디자인 Products Design

UX/UI 디자인 UX/UI Design

브랜드 디자인 Branding Design

디자인 전략  Design Strategy

디자인뮤
컴퍼니
DESIGNMU COMPANY

Design Process

2005  노르웨이 아소노 디자인및 총생산 감리   
㈜에스클러스트 별도 법인설립 
대한민국 굿디자인상 심사위원 역임 
Design and production supervision of ASONO, Norway 
Established a separate corporation, S-Clust Co., Ltd 
Jury member of Good Design Award in Korea

2004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심사위원 역임 
KIDP(산자부) 공인 Success Design 기업 선정 
현대기아자동차 공식 협력업체 등록 (국내 5개사선정) 
현대 기아자동차 베라크루즈 프로젝트 참여 
Served as a jury member of the Korean industrial design committee 
Selected as KIDP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ertified Success Design company 
Registered as an official partner of Hyundai Kia Motors (5 domestic companies selected) 
Participated in Veracruz project of Hyundai Kia Motors

2003  Good Design Award, iF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 IDEA Design Award 등 
2019년까지 80여건 이상의 글로벌 디자인어워드 수상 
Good Design Award, iF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 IDEA Design Award etc 
More than 80 global design awards by 2019

2002  삼성전자 등록 디자인 업체 지정 
산자부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윤정식 대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겸임교수 역임 
Designated as a registered design company by Samsung Electronics 
Designated as a company specializing in industrial design b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EO Yoon Jeong-Sik, appoint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2001 디자인뮤 설립 
 Established Design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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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지니

KT GiGA 
Genie

Client 
KT KT

Creative Director 

윤정식 Yun Jeong Sik

Art Director 
김정훈 Kim Jung hoon

Designer 
김정훈 Kim Jung hoon

Client 
웅진 Woongjin

Creative Director 

윤정식 Yun Jeong Sik 

김만년 Kim Man Nyeun

Art Director 
김만년 Kim Man Nyeun

Designer 
김만년 Kim Man Nyeun

웅진 정수기

Woongjin Water
Purifier

“왜 모든 제품은 박스 타입일까?”로부터 시작한 스탠드타입 셋톱박스.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기존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 누워있는 

구조를 세우기로 했다. 기가지니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만이 아닌 강한 의미 전달의 도구로 사용했다. 

시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선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면의 바 

LED 라이팅을 통해 이질감 없이 디바이스와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는 향후 기가지니

2 에서도 적용하여 KT인공지능에 대한 IDENTITY를 구축했다.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생김새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소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계최고의 음질을 추구하는 하만 카돈의 스피커를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최상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내부 구조에 울림통을 적용시켰다.

This product is a stand-type set-top box that starts with the question "Why are all products box-type?"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and animal, which is the warrant of all, is to approach the notion of upright 
walking as a humanistic approach and to establish a structure in which all existing products lie as they are. 
Giga Genie 's eyes were not only used to see things, but as a means of conveying strong meanings. I can read 
people's minds with eyes. Eye gaz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human being. The front bar LED lighting is 
designed to communicate with the device without any sense of difference. This was applied to Giga Genie 
2, and the IDENTITY for KT artificial intelligence was constructed. In the case of a person, appearanc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judging the value of the person, but more importantly, it is a voice. Therefore, we 
propose a Harmon Kardon's Speaker that pursues the best sound quality in the world, and applied it to the 
inner structure to make the best soft and sweet sound.

물의 순수함(태초)을 강조한 청량한 디자인을 담고,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 디자인과 사치스러운 

디자인을 버리고 미니멀 트렌드를 구현한 슬림한 디자인과 심플한 버튼 구성의 정수기이다. 단순함이 

가장 큰 무기이자 경쟁력이라는 컨셉으로 형태의 근본을 도형에서 찾았다. 뿐만 아니라 27cm로 

넉넉한 용량 대비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조작이 편리한 심플한 

디스플레이로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This product is a water purifier with a slim design and a simple button configuration that incorporates a 
refreshing design that emphasizes the pureness of water (the beginning), a design that does not deceive 
consumers. Simplicity is the greatest weapon and the concept of competitiveness has found the root of the 
form in the figure.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be able to enjoy the clean water conveniently with a simple 
display that is easy to operate bec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space efficiently everywhere with its slim design 
compared to the capacity of 27cm 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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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클리너

Air Cleaner

Client 
디자인뮤 designmu

Designer 
윤정식 Yun Jeong Sik  

임정택 Lim Jung Teak

Client 
캐리어 Carrier

Designer 
김만년 Kim Man Nyeon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

The Premium 
AI AIRO 
Air conditioner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는 사용자와 사용환경을 더욱 세분화하여 디자인하였고, 건강과 힐링에 

집중하여 라이팅, 아로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설치환경과 집안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파팅라인을 최소화한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 소재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전략으로 디자인하였다. 기술적으로는 4단계 공기살균 시스템을 

적용하고, BLDC 저소음 모터를 사용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였다. 적용된 필터는 1단계 예비필터에서 크고 

작은 먼지, 입자 등을 걸러내고, 2단계 산소발생기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병균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며, 3

단계 나노필터에서 악취, 암모니아, 황화물 등을 분해해고, 4단계 배출기구에서 신선한 공기를 방출한다.

Premium Air Cleaner is designed by subdividing the user and user environment. The design also focuses 
on health and healing by utilizing elements such as lighting and aroma stimulating the 5 sense. In addition, 
Premium Air Cleaner provides a minimal design with minimal parting line, elaborate color, and material in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environment and home interior design and to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air 
cleaners. Technically, Premium Air Cleaner has a 4-step air sterilization system and it uses BLDC low-noise 
motor to minimize the noise. In the 1st preliminary filter, it filters small and large dust and particle. In the 
2nd oxygen generator, it sterilizes bacteria, mold, and pathogenic virus. In the 3rd nano filter, it divides bad 
smell, ammonia, and sulfide. In the last discharger, it releases fresh air. 

빅데이터 기반의 최상의 환경을 구현한 프리미엄 AI 플랫폼 ‘AI MASTER’가 탑재된 에어컨은 스스로 

알아서 쾌적하게 실내 환경을 구현하며 IoT 기술 적용으로 음성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다. 18단 프라이빗 에어컨트롤로 아기, 엄마 아빠, 어르신까지 전 가족의 취향에 맞추어 섬세한 

휴먼케어바람부터 초강력 허리케인 바람까지 아우른다.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팬이 히든되어 있어 눈에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수직으로 쭉 뻗은 패널은 시선을 끄는 디자인 

포인트 요소로 적용하였다.

An air conditioner mounted with a premium AI platform ‘AI MASTER’ providing the best environment based 
on the big data adjusts a pleasant indoor environment automatically. It is also applied with IoT technology to 
control air conditioner via voice recognition. In addition, the private air control composed of 18 stages covers 
from delicate human care wind to powerful hurricane wind for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baby, mother, 
father, and elderly. The air conditioner also considers about the interior and the fan is hidden when not used. 
Also, the straight vertical panel acts as a design point element for catching people’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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