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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소개INTRO

MISSION VISION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민국 디자인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션 비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진흥 기관입니다.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출범한 이래 2001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디자인을 통한 국격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 보호 · 인재 육성 · 연구 및 정책 개발 · 문화 확산 · 

기업 지원 · 정보 제공 등 디자인 영역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디자인 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50년 역사는

대한민국 디자인 발전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산업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지난 50년처럼, 향후 50년의 미래에도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자인 주도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주도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선도 디자인혁신기관

WEBSITE  www.kidp.or.kr / www.designdb.com

FACEBOOK   www.facebook.com/kidpgo 

INSTAGRAM   www.instagram.com/kidp_official 

BLOG  blog.naver.com/global_kidp 

YOUTUBE   www.youtube.com/c/KorealnstituteofDesignPromo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TEL 031-78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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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全분야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 :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2 참고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90개사 내외 지원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디자인 활용이 저조한 중소중견기업에 신입, 경력 디자인 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지원분야

지원인력

지원규모

지원금액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실무경력
4년 미만

임금총계(월)
최저

5,760,000원
이상

최저
4,910,000원

이상

최저
4,510,000원

이상

최저
3,900,000원

이상

최저
3,280,000원

이상

최저
2,69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월) 2,880,000원 2,455,000원 2,255,000원 1,950,000원 1,640,000원 1,345,000원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2022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소개

개요 지원절차

기업 인력 모집 및 
선발

협약 체결
(KIDP-기업 인력)

인력활용실태 점검 
및 디자인 성과창출

사업종료 및 지속
고용여부 결정

기업·인력 자율매칭 매칭 적정성 검토
(KIDP)

문의처

지원내용

※임금총계는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TEL   031-780-2128 

EMAIL   JOB@kidp.or.kr

WEBSITE   job.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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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완성하는 디자인 장인 정신

주식회사 루메나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루메나의 ‘루메나(LUMENA)’는 공간 또는 빛을 뜻하는 라틴어 ‘LUMEN’과 최상, 최고를 뜻하는 영어 ‘A’를 

합친 단어로 ‘일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한 배려와 새로운 패

턴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동성과 편의성 기반의 친환경 저전력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한다. 휴대용 배터리, LED 랜턴, 무선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대로 제조

하는 ‘기본’에 충실한 혁신적 제품으로 가전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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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소비자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디자인 장인 정신으로

일상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루메나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무선 기반의 제품 및 저전력 고효율을
실현한 제품 출시

편리성과 더불어 심미적 디자인에 대한
욕구 증대로 디자인 역량 극대화

오브제 가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시장성 확보

전통 가전제품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블루오션 시장 창출 및 리딩

국내 시장을 넘은 글로벌 브랜드로의
방향성 수립

2021년
· 글로벌생활명품 3건(A1, FAN C, H3 PLUS)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창업벤처페스티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중소벤처기업부

· 제품 관련 국내외인증 18건(21.11.30. 기준)

· 신규 디자인출원 17건 / 디자인등록 7건 /상표출원 3건 / 상표등록 2건 / 특허출원 2건 / 특허청

인력 변화

기타성과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27명7명 35명9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24,669,114,727원
(2021년)21,340,014,810원

(2020년)

상품 매출액 변화

2020년 대비
약 20% 매출 증가 예상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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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기반의 친환경 제품 개발로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압도하다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력’이다. 화력발전을 통한 탄소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루메나는 창업 시점부터 친환경을 목표로 한 ‘저

전력’ 기반의 상품 개발을 목표하였고, 무선 기반의 

저전력 소형 가전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휴대용 배터리, LED 랜턴을 시작으로 유선 방식의 

고전력 가전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 공기

청정기 등을 개발하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지구환경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루메나는 생활밀착형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생활습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대로 제조하는 기본에 충실한 혁신적 제품으로 

업계를 선도한다.

심플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둔
루메나만의 디자인 철학

루메나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자체 개발을 통해 혁신적 

제품들을 꾸준히 런칭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

한 탁상형 무선 써큘레이터 FAN STAND는 무선의 

혁신적인 사용성과 강력한 풍속, 미려한 디자인 감성

으로 무선 써큘레이터의 ‘원형’을 제시하였고, 국내 

무선 선풍기 시장 1위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루메나의 ‘디자인 연구소’는 심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여 제품의 

화룡점정을 완성한다. 심플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최대로 고려하여 완성된 디자인은 이미 해외

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IF, 

레드닷, IDEA, JAPAN GOOD DESIGN 등 세계 4대 

어워드에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권 수상작

으로 선정되었다. 

사용 편의성과 심미성을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루메나

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루메나의 디자인 연

구소는 제품의 사용성 및 조형적 디자인 콘셉트를 수립

하고,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상품화하는 제품 인터

렉션 디자인을 진행한다. 또한 브랜드 비주얼 디자인을 

통해 루메나의 브랜드 가치를 시각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그래픽 요소로 시각화하는 

그래픽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디자이너들과의 체계적인 구성은 루메나의 상품 

가치를 더욱 높이며, 성공적인 시장 진출로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

㈜루메나

심플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루메나의 제품

ECO-FRIENDLY, 저전력 기반의
친환경 제품 개발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혁신성을 더하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디자인 우수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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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로컬 디자이너의 합류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루메나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으로, 로컬 기업 특성상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디자인 연구소’를 내부에 설립할 정도로 제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능력 있는 디자이너의 

영입은 회사 내의 큰 화두다.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었다. 수도권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로컬 인력의 유입에 따라, 제품 패키지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고급화에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루메나는 이미 국내 무선 써큘레이터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사용성을 제공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다.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둔 더욱 

강력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써큘레이터 제품군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합류하게 된 전문 디자이너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하/좌우를 기본으로 하는 기타 선풍기 제품군

과 다르게, 360도 회전 및 12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한, 공기 순환에 더욱 최적화된 써큘레이터 제품을 새로이 

개발하였으며, 루메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놓치지 않은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디자인 전문 인력은 계속하여 제품 패키지 및 제품 디자인 고급화에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구축하여 B2C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당사 매출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제품을 끊임없이 발견하다

루메나는 LED 랜턴, 선풍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의 신제품을 매해 선보이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아이디어를 접목해 이동과 편의성 기반의 트랜드 주도 제품을 기획 및 생산하고 있다. 2020년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지정되었고, 글로벌 생활명품에서 3건을 수상하며 제품의 기획력과 기술력, 시장성을 함께 검증받아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왔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호주, 일본, 대만, 홍콩 등의 해외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파견 

직원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등 다방면에서 해외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루메나는 프리미엄 무선 IT 가전 및 아웃

도어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로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한다.

㈜루메나

· 관찰 결과를 토대로 생활밀착형 제품을 개발하다
· 새로운 문화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주도하다

루메나 FAN GRANDE 무소음 에어 써큘레이터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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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디자인 인재를 기용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혁신을 이루다

㈜씨티엔에스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씨티엔에스는 E-Mobility 전문기업으로 2017년도에 설립됐다. 주문 제작형 이차전지 배터리팩 제작과 맞춤형 

보호회로(BMS) 개발, 그리고 BLCD 모터 제어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국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서, 혁신적인 BoT(Battery of Things, 사물

배터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레이너스 메이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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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E-Mobility 기술에 디자인을 더하여, 미래를 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씨티엔에스

지역의 우수 기술 메이커를
발굴하고 육성하다

기술자 협업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를 돕고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다

우수 디자인 인재를 기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다

2021년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 경상남도청

· 시드 투자 5억 원 유치 / 씨엔티테크, 시리즈벤처스, 더벤처스

· 메이커 스페이스 이차전지 특화랩 승격 / 중소벤처기업부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시장주도형 R&D과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 동반성장 대상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부문 수상

/ 동반성장위원회

인력 변화

기타성과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9명1명 33명4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4,700,000,000원 12,000달러

2,570,000,000원

상품 매출액 변화

2020년 대비
70% 성장

해외시장
진입 성공

누구나 자신만의 EV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꿈꾸다

이차전지 배터리팩 및 BMS 개발,
BLCD 모터 제어 기술 보유

3 4

5 6

1 2

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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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만의 EV를 만들 수 있는 세상

㈜씨티엔에스는 E-Mobility(Electronic Mobility, 기존의 자동차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전기구동 방식의 이동

수단을 통칭) 전문기업으로 2017년에 설립됐다. 주문 제작형 이차전지 배터리팩 제작부터 맞춤형 보호회로

(BMS) 개발, 성능 평가, 인증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물류 AGV 로봇, 서빙 로봇, 

전동수상보드, 농기계, 드론, 방산 장비, 무선 디스플레이, 모노레일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차전지 배터리팩 

관련 턴키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막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륜, 사륜 인휠모터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륜차 TCS(Traction Control 

System) 기술은 이미 상용화를 마쳤으며, 현재 사륜 TVS(Toque Vectoring System)와 TCS 기술을 완성

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씨티엔에스는 이차전지 배터리팩과 인휠모터 제어 기술로 

누구나 자신만의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씨티엔에스

씨티엔에스의 이차전지 배터리팩
이차전지 배터리팩 사업 영역

기업부설연구소

배터리팩/BMS 기술 개발

2륜/4륜 인휠모터 제어 기술 개발

미래차 EV플랫폼 개발

모빌리티 디자인&섀시 개발

알엠파워 이차전지 배터리팩 제조

알엠파워 전국 대리점망 사업

배터리 자재 유통/물류 사업

배터리 기술 교육 사업

에너지사업부

EV 파워트레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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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기존 쇼핑몰 리뉴얼

기술자 협업 플랫폼 '레이너스 메이커스'

씨티엔에스는 2019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경상남도 최초의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혁신적인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

랫폼 ‘레이너스 메이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기 

씨티엔에스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지역의 메이커들이 

기술을 가지고도 사업화할 방법을 몰라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기술 

메이커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사업화를 돕고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자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이 바로 레이너스 메이커스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기본 원칙

씨티엔에스는 상품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기업으로 디자이너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요구

된다. 특히 상품 기획 과정에 참여하여 제품의 콘셉트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세일즈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티

엔에스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영입하여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왔으나 회사가 성장하고 사업 영역이 확장됨

에 따라 새로운 디자이너의 영입이 필요해졌다. 특히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겸비한 디자이너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이었다. 씨티엔에스는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지원했고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신규 디자이너를 영입한 후 

㈜씨티엔에스

레이너스 메이커스의 대표적인 성공 창업 지원 사례

이차전지 배터리팩 제조 브랜드

씨티엔에스의 BoT 기술 사업부의 브랜드

알엠파워(RM POWER)

팀 내부에서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자’는 대원칙이었다. 당연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원칙이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도 했다. 빠른 실행이 중요한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콘셉트 없이 ‘빨리빨리’ 디자인이 진행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달라져야 하는 순간

이었다. 

씨티엔에스는 변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

했으며 이로 인해 각 사업부와 디자이너가 협업할 일이 

잦아졌다. 처음 시도해보는 업무 프로세스에 기존 실무

자와 신규 디자이너 사이에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었

으나 이 또한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홈페이지 및 쇼핑몰 리뉴얼, 글로벌 홈페이지 제작, 

상품 패키지 리뉴얼 등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원칙이 잘 녹아들어 성공적인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

졌다.
글로벌 홈페이지 제작

각 분야의 전문 메이커들과 하드웨어 아이디어를 구축

하고, 구체화한 하드웨어 제품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및 CNC 가공 등으로 제작한다. 하드웨어 제품화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 메이커들과 

협력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며 제품 개발을 

지속한다. 또한 자체 유통망 및 외부 유통기업과 협력

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한다. 씨티엔에스는 레이너스 

메이커스를 통해 메이커 매니지먼트 사업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통해 하드웨어 기술 창업 생태계의 발

전을 이끌고자 한다.

기존 홈페이지 및 쇼핑몰 리뉴얼

글로벌 홈페이지 제작

상품 패키지 고급화 전략으로 디자인 리뉴얼 진행

기업 카탈로그 제작(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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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혁신으로 한 단계 도약하다

씨티엔에스는 디자인 혁신 과정에서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을 체득할 수 있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제품이나 페이지일지라도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 부수적인 기능까지 콘텐츠로 설명

되었을 때 오히려 이탈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요한 깨달음이었다. 서비스 경험 도중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소수이며, 대다수의 소비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말없이 이탈한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됐다. 이전의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자 반응을 쉽게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씨티엔에스는 우수한 디자인 인력의 활용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혁신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다. 해당 분기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주력 상품의 패키지 리뉴얼로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하는 계기였다. 씨티엔에스는 EV하드웨어 전문

기업으로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에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자인 혁신은 친환경 미래 기술로 촉망받는 씨티엔에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씨티엔에스

기술에 디자인을 더하는 디자인 혁신은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다

씨티엔에스 목공실 씨티엔에스 회사 시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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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거침없는 선구자,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다

㈜지티에스글로벌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지티에스글로벌은 국내에서 태어난 토종 스포츠 

브랜드 ‘밸롭(BALLOP)’을 운영하며, 피부처럼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슈즈와 스포츠웨어를 만들고 있다. 

스킨슈즈라는 이름으로 아쿠아슈즈 보급을 시작했던 

밸롭은 아쿠아슈즈 국내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러닝화, 스포츠 의류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스포츠 패션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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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창의적 생각이 곧 디자인!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도전합니다.

㈜지티에스글로벌

안주하지 않고 새로이 도전하는
아쿠아슈즈 국내 1위 브랜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매출 증가

상품의 다양화로 스포츠 패션까지 사업의 
영역 확장

새로운 타깃과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도전정신

내부에서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가는 디자인

인력 변화

2021년
· 신세계 광주점, NC 야탑점, 신라 및 신세계 면세점 입점 및 일본 라쿠텐, 코스트코 입점 예정

· 편의 기능을 구비한 스마트 슈즈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특허권 등록

· 스마트 슈즈를 이용한 편의 제공 시스템 특허권 등록

2020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K-스포츠 패션의
선구자로의 발돋움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7명4명 28명6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14,500,000,000원
(21년12월 예상)

434,507달러
(21년 12월 예상)

6,426,056,107원

358,215달러

지원사업 참여 후
약 76,292달러

증가 예상

지원사업 참여 후
약 8,073,943,893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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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에스글로벌

선구자이자 도전가로, 스포츠 패션 시장에 굳건히 자리 잡다

㈜지티에스글로벌은 9년 전 스킨슈즈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아쿠아슈즈를 보급하며, 당시엔 생소하던 아쿠아

슈즈를 물놀이의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국내에 크게 형성되지 않았던 시장을 타깃으로 세우고 차분히 시장을

만들어 온 지티에스글로벌은 밸롭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아쿠아슈즈 국내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밸롭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barefoot) 아웃도어라이프 속으로 달려 

나가다(gallop)”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게, 착화감이 편한 러닝화, 스포츠웨어 등으로 사업의 지평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특히 밸롭의 러닝화, ‘티바트’는 양말을 편직하는 통게이지 방식으로 갑피를 재직하여 탁월한 착화감을 제공

하는데, 이와 더불어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며 출시 이후 20만 족 이상이 판매되는 등 큰 성과를 거

두었다. 또한 밸롭은 꾸준히 고객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며, 겨울에도 신을 수 있는 겨울용 러닝화와 러닝의 경력에 

따라 선택하여 신을 수 있는 중급자용 러닝화, 상급자용 러닝화를 체계적으로 출시하며, 대외적으로 러닝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용하는 브랜드로 이미지가 포지셔닝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밸롭은 

토종 국내 브랜드로, 해외 브랜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패션 시장에서 국내 고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입지를 굳혔다.

코로나19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아웃도어 활동의 활성화가 곧, 매출의 증대인 스포츠 

패션 시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지티에스글로벌 역시 이 하락세를 피해 가지 못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코로나19 사태로 40개가 넘는 밸롭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으나,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삼고자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었다. 판매 

전략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며 상품군의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도 매출의 2배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주요 수출국

이었던 독일 및 유럽으로의 수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하였는데, 21년 8월에 독일에서 20만 불 발주를 

국내 1위 아쿠아슈즈 브랜드,
그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뛰어오르다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타격,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도한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상품군의 다양화와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다

받아 12월 말에 수출을 예정하며, 전년대비 18% 매출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밸롭은 온라인 판매를 디딤돌 삼아 해외 유명 

스포츠 패션 브랜드처럼 스포츠 신발 시장을 넘어 의류

까지 제작하는 더욱 폭넓은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엔 신발

보다 부수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의류 분야도 상

품군의 확장에 힘입어 새로이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였던 디자인개발팀도 슈즈개발

팀, 의류개발팀으로 분리하였고, 쇼핑몰에도 의류 카테

고리를 만들어 의류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

하며 통합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밸롭의 국민운동화 티바트

밸롭 일체형 팬티 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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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에스글로벌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현명한 전략

밸롭의 초기 의류 시장 타깃은 20~30대 여성이었다. 

하지만 과열된 여성 애슬레저(요가용품) 시장의 상황을 

파악한 밸롭은 40대 남성의 스포츠 제품으로 타깃을 

변경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품의 변화로 이어진다. 기존에 신발 위주의 상품 

디자인을 하였던 밸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인력지원을 통해 의류개발팀의 인력을 충원하였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며 밸롭의 타깃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밸롭은 기존에 스포츠 패션 업체를 따라가는 전략이 

아닌 밸롭만의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 디자인 

인력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동절기에 입는 일체형 팬티 레깅스를 개발하여 출시

하게 되었다. 밸롭의 일체형 팬티 레깅스는 겨울철 

팬티를 입고 방한용 레깅스를 입는 거추장스러움을 

덜어내 해당 제품 하나만 입어도 되는 혁신적인 아이

템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며, 이전의 의류는 

여성의 몸매를 살려주는 라인이나, 화사한 색상의 

디자인을 선보였다면 이번 제품에서는 무채색 위주의 

베이직한 라인으로 디자인 방향성도 전환하였다. 판매 

표적화 변경에 따라 티바트 러닝화도 기존 컬러 외에 

다크올블랙 컬러를 추가하며 신제품과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만들었으며, 새로 시작하는 의류 또한 편안

함을 강조하기 위해 레귤러핏과 루즈핏으로 디자인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여성과 가족(아동 등)제품을 개발 판매했던 밸롭에겐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것

이다. 하지만 부서, 직급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자유

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밸롭의 소통방식에 따라 여성 

디자이너가 공감하기 힘들고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남자 직원들이 나서서 보완하며,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

어나갈 수 있었다. 밸롭의 20~50대 모든 남자 직원

들이 개발용 샘플을 착용하고 근무하면서 직접 장단

점을 찾아내 디자인 인력에게 피드백하며 수정에 수

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해 채용된 인력은 끊임

없이 내부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공장 핸들링까지 가능한 능력을 

갖추어 상품 제작까지 수월하게 이끌어 나갔다.

기존의 타깃 

20~30대 여성

레드오션

슬림핏과 화사한 컬러

새로운 타깃 

40대 남성

블루오션

베이직한 디자인과 무채색 

성실한 인풋이 만드는 확실한 아웃풋

지티에스글로벌은 “창의적 생각이 곧 디자인, 현장

에서 보고 느껴라!”라는 마인드로 디자인에 임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전에 디자인개발팀은 수많은 

국내외 전시회를 참석하여 다각적 시각을 키웠고, 이는 

곧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수많은 수상 이력과 지식

재산권 획득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국내에 처음 아쿠아슈즈를 보급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던 지티에스글로벌은 이번에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성 기능성 의류라는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 꾸준히 신발 및 다른 스포츠 

패션에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전을 거듭하며 

K-패션 브랜드로 세계 속에 자리 잡고자 열심히 전진

하고 있다. 20~30대 여성, 취미 러너를 넘어 40대 

남성, 상급자 러너까지 고객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2022년 10~20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지티에스글로벌은 대표적인 국내 

스포츠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굳게 자리 잡고자 언제나 도전하고 있다.

디자인 인력이 내부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낸 성과밸롭의 신제품 남성 라인

창의력 자극 고객의 목소리 반영

세계적 브랜드로의 성장

타깃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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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지킨
진정한 프리미엄

㈜디에스피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에스피는 1988년 설립되어, 꾸준히 고품질의 

스테인리스를 생산해온 국내 강소기업이다. 디에스피의 

스테인리스는 내구성, 항균성, 내열성 등 우수한 기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으로 그 아름다움 

역시 선보이고 있다. 건축 시 외장재와 엘리베이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 등에서도 활용되며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창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며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글로벌 강소 기업 선정 등의 업적을 이뤄온 디에스피는 

프리미엄 홈&키친웨어 ‘베르녹스’를 런칭하며 B2C 

분야에서 제2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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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지킨 진정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디에스피

33년 경력의 집요한
스테인리스 연구

내구성과 항균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컬러 스테인리스 생산

단순함 속 궁극의 정교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

기능성 스테인리스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만나 프리미엄 홈&키친웨어 생산

신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유니크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인력 변화

2021년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 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
· 다중접합 도마 및 그 제조 방법(특허)

· 금속 소재를 포함하는 주방용 매트 및 그 제조 방법(특허)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T-3 / NICE평가정보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항균 인증 제품 
베르녹스(Vernox)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79명 99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42,000,000,000원 5,850,369달러

2019년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38,000,000,000원 5,014,62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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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피

33년 스테인리스 제조 경력으로 탄생한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디에스피는 33년 동안 첨단 고진공 기술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컬러 금속을 생산

해온 강소기업이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기능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스테인리스를 납품하며 

2011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B2B(Business to Business)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디에스피는 2019년 프리미엄 홈&키친웨어 브랜드 베르녹스를 런칭하며 B2C(Business 

to Customer)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베르녹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기반으로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

이며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한다. 단순함이 오히려 궁극의 정교함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미니멀한 형태, 

아름다운 색상, 완벽한 표면 마감 처리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홈&키친웨어를 내놓으며 주방에 포인트를 더한다.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의 장점을 살려 내구성, 항균성, 내열성을 보장하고 이에 프리미엄 디자인을 더해 명품 주방

용품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지킨
프리미엄 홈&키친웨어

베르녹스는 여러 작가와 협업해 유니크한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스틸 백스플래쉬, 친환경 도마, 테이블 

매트, 테이블 러너 등의 다양한 제품군을 런칭했다. 

백스플래쉬는 싱크대나 레인지의 뒷벽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멋스럽게 

살릴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이다. 은은한 빛 반사로 

다채로운 색감을 연출하는 베르녹스의 백스플래쉬는 

오염에도 강해 행주나 물티슈로 쉽게 세척 가능하다. 

친환경 도마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소재와 컬러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세균이 번식할 수 없는 디에스피

만의 코팅 기술로 한국분석시험연구원(KATR)에서 

항균 인증을 받았다.

프리미엄 홈&키친웨어 브랜드 베르녹스

베르녹스의 백스플래쉬

테이블 매트는 주방용품을 넘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베르녹스의 대표 제품이다. 평범한 식탁을 

홈 레스토랑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특수가공 처리해 음료, 음식

물, 물기가 있는 식기 등으로부터 테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단단한 내구성으로 뜨거운 냄비를 올

려놓는 받침대로도 활용 가능하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TPO 소재를 부착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테이블 러너는 핑거푸드를 올려놓기에 넉넉

한 사이즈로 테이블 매트와 함께 사용하여 식탁 위의 

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 이처럼 베르녹스의 홈&키친

웨어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둘 다 지킨 진정한 프리미

엄을 선보인다.

디에스피의

33년 스테인리스 제조 경력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

사용자 의견에 귀 기울인

맞춤형 디자인 설계

1. 주방 인테리어에 은은한 멋을 더하는 백스플래쉬

2.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소재와 컬러에 집중한 친환경 도마

3. 평범한 식탁을 홈 레스토랑 분위기로 바꾸는 테이블 매트

4. 테이블 매트와 함께 사용해 디너파티를 연출하는 테이블 러너

5. 베르녹스 제품에 내구성, 항균성, 친환경을 더하는 디에스피의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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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디에스피는 베르녹스의 해외 시장 진출 역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 설득을 위해 베르녹스 디자이너는 영문 홈페이지 디자인&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트렌드 조사를 통해, 기존 홈페이지와는 차별화된 기능과 레이아웃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와디즈, 마쿠아케, 

인디고고 등 국내 및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베르녹스의 제품을 런칭하고자 각 플랫폼에 알맞은 홍보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메가쇼 등 오프라인 전시회에 활용할 시각물을 제작하고 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베르녹스. 베르녹스는 더욱 확고히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의 뇌리에 각인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33년 노하우의 

스테인리스로 보증된 우수한 품질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도전할 베르녹스, 그리고 디에스피. 그들의 앞날이 기대되는 이유다.

신진 디자이너를 기용해
온라인 마케팅을 풀어가다

디에스피가 베르녹스를 런칭하며 사업 확장을 시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온라인 마케팅이었다. B2B 시장

과 다르게 B2C 시장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인하우스 디자이너 인력 부족 문제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를 

수시로 수정 및 개선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 이로 

인해 신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필요한 이미지를 외부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야 했고, 디자이너에 따라 결과

물의 톤앤매너가 달라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베르녹스의 테이블 매트

베르녹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베르녹스를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
우수한 디자인 인재

B2C로 다시 한번 해외 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디에스피의 제2막

온라인 마케팅의 이미지 디자인을 전담할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디자인진흥

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베르

녹스의 온라인 마케팅을 풀어갈 해법을 만난 순간이

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기용한 신진 디자이너는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맥락 

있고 정돈된 이미지를 게시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잡아

가고 있다. 이를 통해 SNS 팔로워 수는 디자이너의 

입사 이전과 비교했을 때 278%가량 증가했으며, 블

로그 조회수도 전년 동일 기간 대비 792%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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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디자인의 실현,
다가올 미래를 사로잡다

㈜에버넷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에버넷은 2006년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디지털 

도어락 분야에서 고객의 보안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기업이다. 고객감동, 투명경영, 풍요로운 가치 창조를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에버넷은 창업 이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도어락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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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의 시작은 디자인부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은 다가올 미래를 앞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버넷

기술력으로 살아남은
디지털 도어락 토종기업

꾸준한 라인업을 그려볼 수 있는
정확한 아이덴티티 수립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디자이너의 내재화

사용자의 경험까지 고려하는
디자인 인터페이스 개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의 개발

인력 변화

2019년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인증 / 고용노동부

2016년
·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 한국일보

· 4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년
· IBK 기술강소기업 선정 / IBK

2014년
· 세계 표준의 날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 강소기업 확인 / 고용노동부

- 지식재산권 특허 30건, 실용신안 6건, 디자인 16건,

상표 17건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6배 이상의 수출 성장,
세계 시장까지 섭렵하다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54명0명 55명2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287,173,819원 188,114.20달러

137,983,364원

26,035.96달러

출시 후 5개월 실적 비교 
+162,078.24달러 증가 

약 6배 성장

출시 후 5개월 실적 비교 
+149,190,455원 증가 

약 2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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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넷

안전한 삶을 위하여, 디지털 도어락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 도어락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제 열쇠로 문을 여는 사람보단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에버넷이 있다. 에버넷은 

2006년도에 설립하여, 1년에 평균 4개의 모델을 출시

하는 등 꾸준히 디지털 도어락의 발전을 함께 해왔다. 

특히 에버넷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틈바구니 속

에서도 기술력 하나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 토종기업

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부한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디자인으로
살아남다

국내 디지털 도어락 시장은 2016년부터 성장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버넷의 중저가 

마켓 포지션의 시장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인데, 이를 탈피하고자 에버넷은 에버넷만의 고유 아이

덴티티를 정립하여 고급 브랜드를 런칭하며 해외 시장

으로의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에버넷에겐 혁신적인 디자인이 절실했다. 국제

적인 시장에서도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에버넷은 디자인이 곧 사업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토종기업,
사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

안전한 환경과 철저한 보안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고객의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에버넷은 사용자

의 사용성,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였다. 현재는 

모든 형태의 문(유리문, 목문, 방화문, 샷시문 등)에 

맞는 디지털 도어락으로 발전하였으며, 더욱 빠르고 

안전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도어락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디자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디자인 

발전에 힘쓰고 있다. 

에버넷는 이러한 디자인 발전을 통해 고유 디자인을 

정립 및 진화시켜 고객의 감성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가치를 위해 더욱더 달려가고자 한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제품의 시작은 디자인

부터라는 생각으로 다가올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버넷의 디자인은 단순한 외관의 디자

인이 아닌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예측 및 선도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사용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이다. 디자인의 힘을 좌시하지 않는 에버

넷은 사용자의 경험과 감각을 상상하며 더 좋은,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SSAK MINI PUSH PULL DOOR LOCK

SSSAK HANDLELESS DOOR LOCK
NEW CONCEP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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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선을 통해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다

디자인인력지원으로 제품 퀄리티 향상을 이룬 에버넷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리고 

있다. 특히 높아진 디자인 경쟁력과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에버넷만의 독창적인 고급 브랜드’SSSAK‘을 준비 

중이다. 퀄리티 있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규 고급 브랜드를 런칭하며, 기존의 중저가 시장에서 탈피하고 고객의 

편리성과 감성에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SSSAK’은 디지털 도어락의 새로운 사용성과 경험을 서비스하는 

제품으로, 업계에서 경쟁력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급화 방향성에도 디자인 전략은 빠질 수 없다. 제품의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도어락 UX 

디자인을 기획하고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상품성 및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전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을 소비자들에게 선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기능을 위한 터치스크린 윈도우의 기존 

생산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에버넷만의 새로운 디자인 폼 팩터(Form Factor)를 적용하는 등 에버넷은 이전

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의 디지털 도어락을 만들며, 더욱 높은 목표로 향하고 있다. 

에버넷의 디자인 철학 중엔 “기존 디지털 도어락의 하드웨어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와 “사용자 관점의 인터

페이스까지 생각하여 디자인한다”가 있다. 이러한 철학에 맞추어 에버넷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 중이다. 이렇게 꾸준한 도전과 발전이 있는 에버넷에겐 

기대해도 좋을 미래가 함께하고 있다.

㈜에버넷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전방위적인 성장

에버넷이 인지하고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 에버넷이 디자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

하기만 하였다. 중소기업 특성상 내부 디자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에버넷은 대부분의 디자인을 외부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 설계를 의뢰하며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에

버넷의 감성 코드와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디자인

설계 기간이 지연이 되었고 신제품 출시 일정에도 악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에버넷만의 차별성 

있는 아이덴티티도 정립되지 못했었다.

이렇게 디자인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부 디자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내부 디자인 인력을 채용하며, 에버넷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을 디자이너와 협의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며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에버넷의 디자인 철학 中

“디자인은 심플하게 한다.”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까지 생각하여 디자인한다.”

“기존 디지털 도어락의 하드웨어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객에게 매력적인 감성과 경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UX 디자인 개념으로 개발한다.”

가장 먼저 확인한 변화는 제품 디자인 퀄리티였다. 각 

부서 직원들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한 디자인은 에버넷의 지향점과 디자이너의 

개성이 적절하게 조합되었고,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출시될 제품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에버넷의 아이

덴티티가 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개별 제품의 디자인에 

급급하였다면, 내부 디자이너 채용 후에는 이후의 제품 

파생이나 라인업 등을 미리 염두하여 디자인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디자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세부요소나 구성품의 디

테일까지도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제품의 완성도가 

한층 고급스럽고 매력 있게 개선되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이너의 내재화는 디자인 개발 시간을 

단축시켰다. 각 부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이는 곧 제품 출시일 역시 

단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SSSAK HANDLELESS DOOR LOCK
NEW CONCEPT DESIGN

1. 제품 디자인 퀄리티 향상

2. 제품 개발 기간 단축

3. 미래의 제품까지 내다보는 디자인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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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기용해,
세계에 선보일 집진기를 개발하다

㈜코맥스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코맥스는 치과용 집진기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으로 

강력한 흡인력과 소음 억제, 편리한 UI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집진기를 선보인다. 2016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

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 백만불 수출

의 탑, 2020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코맥

스는 우수한 성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며,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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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인정받는 한국 제품, 세계적 수준의 집진기를 만듭니다.

㈜코맥스

30년 경력의 뚝심 있는
집진기 연구개발

시장 확대를 위한 결단,
제조 방식의 변경

우수한 디자인 인재와 세계에
내놓을 신제품을 개발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 제품을 철저히 분석하다

현재의 품질에 만족하지 않는
끊임없는 제품 개발

인력 변화

2021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인천광역시

· 품질우수기업 선정 / 인천광역시

·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최우수기업 선정

/ 잡플래닛X대한상공회의소

2020년
· 치과용 집진기의 조립형 그라인딩 박스(특허)

2018년
· 휴대가 용이한 조립형 집진기(특허)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미래의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9명1명 22명2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2,341,058,000원
1,395,699달러

1,356,500,000원

214,371.9달러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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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코맥스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준 높은 디자인

㈜코맥스는 30년 넘게 치과 장비 및 집진기를 연구, 

개발, 제조해온 뚝심 있는 기업이다. 특히 치과용 집

진기에 주력하여 다수의 병원에 집진기를 납품하고 

실제 사용 고객인 의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코맥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박

차를 가하며 한 단계 진일보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을 

목표로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자 곧바로 닥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수출 단가는 낮추되 기존 집진기

보다 성능은 높여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수출 단가를 낮추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철재 방식이 아닌 사출 방식을 

통해 제품 생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출 

방식에 맞는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철저한 분석으로 탄생한 강력한 신제품

신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진기’였다. 기존에 출시된 

집진기는 철재로 만들어져 무겁고, 이로 인해 제품 

배달이나 추후 이동 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필터를 

교체할 때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옆면 도어를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공용 집진기의 경우 

그라인딩 박스의 입구가 다소 협소해 사용자가 손을 

넣고 장시간 작업할 때 무리가 따랐으며, 보호 커버 

또한 플라스틱 소재로 스크래치에 약해 자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고, 신제품에서는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자 했다.

신제품인 Silence 시리즈에는 이러한 개선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사출 방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가벼울

뿐더러, 윗면 커버를 열면 곧바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또한 본체 상단에 좌우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3단 관절을 연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쉽게 집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공용 집진기의 경우 그라인딩 박스의 입구를 기존

단가는 낮추되 성능은 높여라,
우수한 디자인 인재와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다

신규 디자인 제품인 Silence 시리즈

신제품 Silence 시리즈 사용 모습

못지않게 감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한바, R&D팀에 합류

하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력 많은 중견 디자

이너의 채용이 절실했다.

이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을 만나게 됐다. 코맥스는 이를 바탕으로 여러 번 

합을 맞춰온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정식 면접을 보고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기용할 수 있었다. 디자이너는 

코맥스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 탄생했고, 

예정일보다 앞당겨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보다 넓게 디자인해 사용자의 피로감을 덜고, 플라스틱 

보호 커버를 강화 유리로 교체해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적으로는 깔끔하고 

심플한 인상을 주기 위해 Black&White로 키컬러를 

설정해 디자인했으며, 어디에든 잘 어울릴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1. 사출 방식으로 생산해 한층 가벼워진 집진기

2. 도어 위치 변경으로 손쉬워진 필터 교체

3. 3단 관절을 통해 360도 집진 방향 조절

4. 넓어진 입구로 손목 각도 조절에 편리해진

그라인딩 박스

5. 강화 유리 보호 커버를 통해 깨끗한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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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맥스

미래 기술 개발로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며, 개인

주의와 고령화로 규모를 키워가던 헬스케어 시장이 더욱 급부상했다.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제품

들이 앞다투어 출시되는 이유다. 코맥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층 스마트해진 집진기를 개발

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살균기 및 공기청정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코맥스의 비전은 단순히 고품질의 집진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다.

고객의 피드백에 귀 기울인
세심한 디자인 설계

신제품 디자인 설계 시 크게 고려했던 지점은 자사의 

기존 집진기를 사용했던 고객, 즉 의사의 피드백이었다. 

이 피드백을 반영해 환자의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소음으로 설계했으며, 

여기에서 'Silence'라는 이름을 따왔다. 360도 회전할 

수 있는 3단 관절 역시 ‘원하는 위치에서 집진하고 싶다’

라는 고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수출을 목표로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바이어로부터 받은 피드백 

역시 놓치지 않았다. 우수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끝까지 잡고 간 이유다. 고객의 

니즈를 꼼꼼히 반영한 코맥스의 신제품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경쟁사를 뚫고 인천광역시 인증 ‘품질

우수제품’에 선정됐다. 

코맥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의 개

선점을 찾고 있다. 현재는 냄새 탈취기와 신형 모터를 

적용한 제품 디자인에 박차를 가하며, 기존의 소형 

집진기를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합리

적인 가격의 고품질 집진기로 해외 시장에 도전할 코

맥스, 한국 제품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이들의 꿈은 

멀지 않았다. Silence 시리즈의 주요 모델인 A200

Silence 시리즈의 기공용 집진기 그라인딩 박스 모습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기술 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 방식 변경
우수한 디자인 인재 기용

세계에 선보일 강력한

신제품 ‘Silence’

사용자 의견에 귀 기울인

맞춤형 디자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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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하우스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10년 전 디자인의 환골탈태, 디자인의 변화로 매출 상승을 이루다

㈜미네랄하우스는 ‘전 세계인의 피부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자사의 

독점원료 및 기술성분을 사용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아토딥과 닥터딥을 운영하고 있다. 더 안전한 성분, 더 

안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족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가족 피부 관리사로서 고객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믿음 가는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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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기타성과

2021년
· 하이퍼미네랄 이온수 및 그 제조 방법(특허)

· 아토피 피부개선 및 피부보습용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특허)

· 피부턴오버, 세포활성화(특허)

2020년
· 가족친화인증서 / 여성가족부장관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 경기도

2019년
· 온누리약국 온라인몰 입점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지정 / 경기도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2012년 ~ 2014년
·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ISO9001 인증 /

㈜지엔에스인증원

· 2013년 중국위생허가 획득

· 2012년 ‘아토딥비누’ 특허

· 2012년 ‘아크파클렌징폼’ 특허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9명1명 20명2명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1,014,343,832원
23,563.67달러

931,871,471원

14,353.9달러

1년 전 3분기(7~9월)보다 
9,209.77달러 증가

(65% 증가)

1년 전 3분기(7~9월)보다 
82,472,361원 증가

(9% 증가)

DIGEST

요즘은 제품 구매에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됩니다. 

그에 맞추어 끌리는 디자인으로 새로이 변화하고자 합니다.

㈜미네랄하우스

10년 전 디자인,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하다

올드한 색을 버리고
친근한 색을 입다

통일성 있는 브랜드 디자인 &
기능적인 라인별 디자인

20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신

디자인의 변화가 만든
매출의 증가

입소문의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다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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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을 개선하는 디자인

다양한 라인의 제품을 선보이는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디자인은 브랜딩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라인 구별이 확실

하면서도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일수록, 원하는 라인의 제품을 파악하기에도 쉽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확실히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장품 브랜드의 특색을 살려, 미네랄하우스 역시 자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미네랄워터’를 적용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가져가되, 라인별, 피부고민별 차별된 색상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라인을 구분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변화는 고객층의 확장을 이루어내기도 하는데, 미네랄하우스의 이전 키컬러는 짙은 파란색이었다면, 

새로이 리뉴얼된 키컬러는 파스텔톤을 가미한 연한 파란색으로,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기존 주 고객층인 

30~40대에서 20~40대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대 고객도 유치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

되었고, 이를 통해 미네랄하우스는 새로운 고객층의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딩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네랄하우스는 더욱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집중

하기 위하여 디자인 부서 내에 새로이 패키지 디자인팀을 신설하고, 직원 개인의 의견도 적용하여 수정한 시안에 전 

직원의 투표를 하는 등 디자인 개발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가족 화장품

㈜미네랄하우스는 오랜 기간 화학제품의 관리 및 기술

영업 책임자로 근무한 대표의 노하우로부터 만들어

졌다. 화학제품의 위험성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2010년 미네랄하우스를 창업하였고, 

더욱 본격적으로 피부 건강을 위한 천연화장품 및 미네랄

화장품 연구에 집중하였다. 미네랄하우스의 제품은 

온 가족들의 피부고민을 해결해 주고 나아가 피부병

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린아이, 가족의 고통을 덜어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미네랄하우스는 12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사용

하는 자연주의 미네랄 보습제 브랜드 ‘닥터딥(Dr.

Deep)’ 브랜드 런칭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영유아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딥(atodeep)’을 추가로 런칭

하며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미네랄하우스의 제품은 피부보습, 영양공급으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화장품으로 칼슘 등 

30종의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아토피 피부염, 여

드름, 건성, 물사마귀 등의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강하고 효과 좋은 화장품이다. 특히 파

라벤, 스테로이드, 인공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허브 성분으로 제조한 자연주의 천연화장품으로, 화장

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늘어난 요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화장품
꾸준한 연구를 통해 탄생하다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라인별 기능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별화되고도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의 변화

㈜미네랄하우스

10년 전 디자인을 벗고 세련됨을 입다

이렇게 높은 효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네랄하우스의 

제품은 2010년 런칭 이후로 세부적인 수정만 있을 뿐 

10년 전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해왔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세에 비하여 디자인의 변

화는 한발 늦었던 것이다. 하지만 점차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려는 목표를 세운 미네랄하우스는 ‘10년 전의 

디자인으로는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없다‘ 라는 자체 

평가를 하며, 디자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에 

지원하여, 디자인 인재를 채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시장조사를 통해 자사 브랜드의 

강점 및 약점 파악 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디자인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올드한 디

자인이며 라인별 구분이 없어서 고객들이 필요한 제

품을 선택하기에 어렵다는 냉혹한 자체평가를 반영

하여, 파스텔톤의 색상과 심플한 폰트의 사용으로 부

드러운 분위기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였고, 나아가 한 

제품씩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추후의 제품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일감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제품의 기능과 내용물, 콘셉트 및 특징을 압축

적으로 표현한 패키지는 고객들에게 변경된 디자인이 

’예쁘다‘, ’세련되었다‘, ’통일감 있어 보인다‘ 등의 평을 

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약 9%의 매출 상승도 

이끌었다.

리뉴얼 전 2020 멀티에멀전 리뉴얼 후 2021 멀티에멀전

긍정적인 고객 평가

작년 대비 약 9%의 매출 상승

올드한 디자인

제각각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

통일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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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하우스

리뉴얼 전 로고 리뉴얼 후 로고

입소문을 넘어 세계적인 인정까지 나아가기 위해

사실 미네랄하우스는 국내에서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들로 

새로운 고객을 만나온 미네랄하우스는,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섭렵하기 위해 더 큰 도약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미네랄하우스의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 에서는 

제품의 우수성보다 ‘디자인’이 더 큰 선택 요소라고 하여, 미네랄하우스 역시 국내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며 

중국용 제품들의 패키지의 리뉴얼도 계획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입소문이 퍼질 만큼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 미네랄하우스는 디자인 개선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어린아이,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한 피부를 통해 즐거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리뉴얼된 닥터딥 스킨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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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미래를 꿈꿀 성과를 만들다

창의발레소예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창의발레소예는 4차산업 ICT 에듀테크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어린이 놀이문화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위해 MR인터랙티브 융복합 교육 문화 콘텐츠, VR&AR 오브제 인터랙티브 콘텐츠, 

동영상, 유튜브 플랫폼, 비대면 언택트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아동의 건강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3 74PART 1



ACHIEVEMENT DIGES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디자인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7명1명 12명3명

새로운 전문 인력의 영입으로 콘텐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감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발레소예

앱을 사용한 융복합
교육 문화 콘텐츠

전문가와의 협업,
사전 표준화 연구 시행으로 쌓은 신뢰도

7가지 캐릭터를 통한
흥미 유발

모델러, UI/UX 앱, 2D 그래픽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통합 디자인

수상 및 라이선스 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개선

더욱 큰 세계관을 품은
교육 서비스 플랫폼에 도전하다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295,618,213원
(2021년)

139,136,978원
(2020년)

지원사업 참여 이후 
156,481,235원 증가

기타성과

2021년
· 한국 저작권 위원회 캐릭터 저작권 13종 등록

· 모바일 기반 아동 정서행동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특허)

· 아동용 주의력 검사 및 발달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특허)

· 프로젝트 맵핑을 이용한 발레 수업 시스템 및 방법(특허)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수상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우수보육기업 선정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초등교육콘텐츠 기술공모전 ISE&KT상수상 / 인천창조

경제혁신센터 & KT & 아이스크림에듀

·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선정 / 예술

경영지원센터

·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선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추가과정 선정

2020년
· 특허등록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레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과 

제공 방법 및 장치

·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우수졸업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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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발레소예

앱으로 살피는 아이의 심리발달 상태

창의발레소예는 창의성의 시대에 맞추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력, 신체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을 연구

하는 창의발레소예는 무용학 박사과정 연구진들과 서울대 심리학 박사 연구진들이 움직임, 심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여 VR, AR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소예키즈’는 어린이의 심리발달 상태를 꾸준히 살필 수 있는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으로, 주의력, 

적성, 성격, 정서 행동 검사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 캐릭터와의 인터뷰, 이미지를 통한 토너먼트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어린이가 지루하지 않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앱 콘텐츠에는 발달 검사뿐만 아니라 발레 

교육과 명상, 미술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하나의 앱에서 기능과 재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창의성의 시대,
창의적인 교육 서비스

창의발레소예 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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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감을 갖춘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다

2019년도에 만들어진 창의발레소예는 3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구체화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소예키즈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소예키즈 

APP을 실현화하고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입히는 과정

에는 필수적으로 3D 디자이너의 역량이 필요했다. 

동물 캐릭터는 콘텐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했고, 회사 내 기존 콘텐츠와도 

접목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3D 캐릭터 개발도 불가피

했다. 

디자인인력지원을 받기 전 회사에 고용된 디자이너는 

단 한 명이었다. 적은 인력으로 회사 내 모든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에, 부족한 부분은 외주용역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기획 의도와는 다른 방향성의 

결과물이 나오곤 했다. 특히 APP, 브로슈어, 홈페이지,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통일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소예키즈의 

차별성이었던 캐릭터들도 각기 다른 콘셉트로 통일

성이 결여되었고, 모델링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감과 

색감에 있어서 비주얼 디렉팅의 부재가 도드라졌다.

이렇게 디자인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의

발레소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

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디자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인력지원과 추가채용을 통해 모델러, UI/

UX 앱 디자이너, 2D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 분야의 디자이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일감 있게 설계해

나갔다.

이러한 내부 디자이너들의 협업은 APP, 모델링, 브로

슈어, 홈페이지 등 모든 디자인을 유기적으로 만들었

으며, 특히 소예키즈 캐릭터는 각각의 세계관을 반영한 

디테일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다. 

나아가 앱 디자인에서도 사용자가 아동임을 고려한 

재설계에 들어가 기존보다 사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둔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창의발레소예

의 디자인 개선은 여러 성과를 낳았는데, 3D 캐릭터 

모델링이 된 동물 발레 콘텐츠는 인천창조혁신센터

에서 주관하는 ‘초등교육 콘텐츠 및 기술 기업 공모전‘

에서 수상하였고, 현재 kt 홈스쿨 내 발레 콘텐츠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하는 등 제품과 디자인의 우

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다음 스탭을 위한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통일감 있는 디자인 방향성,
공모전 수상 및 라이선스 체결 등의
성과로 이어지다

7가지 소예키즈 캐릭터 소예키즈 캐릭터 이미지

소예키즈 POINT

창의발레소예

1. 7가지 소예키즈 캐틱터를 통한 흥미 조성

2. 무용학 박사과정 연구진과 서울대 심리학 박사 연구진의 협업

3.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IRB표준화 연구

4. 깔끔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5. 하나의 앱으로 심리 진단과 발달 훈련을 동시에

편리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

‘소예키즈’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기반 아동 심리검사 플랫폼인 만큼 선구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입증이 필요했다. 창의발레소예는 아이들이 소예키즈를 더욱 흥미

롭게 즐길 수 있도록 7가지 소예키즈 캐릭터를 개발하여, 각각의 캐릭터마다 서로 다른 성격, 특성, 스토리를 

만들었다. 7가지의 캐릭터는 아동이 좋아하는 동물을 이미지화하여, 높지 않은 채도로 컬러 톤을 구성함으로써 

높은 가시성을 통해 아이들의 눈에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기기와 앱만 있다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가정에서 365일 간편하게 자녀 심리 케어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살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5~12세 아동을 타깃층으로 하여 다양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색상과 함께 인터랙션형 UI를 구성했다. 또한, 하나의 앱에 아동 심리 진단 및 발달 훈련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넣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무용’, ‘발레’

라는 특별한 예술 장르를 특화하여 아동의 심리 및 신체를 함께 발달하는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 편의성과 차

별성을 모두 획득하였다.

소예키즈의 이러한 개발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은 물론,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IRB표준화 연구를 거쳐 더욱 근거 있는 개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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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써 활동하는 거대한 ‘타운’을 만들다

이렇게 디자인 개선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창의발레소예는 앞으로도 유‧아동 심리 및 예술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놀이‧

교육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소예키즈는 

메타버스 및 증강현실을 통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

발에 집중을 더할 것이며,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아동이 

앱 내에서 나만의 방과 아바타를 꾸미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소예키

아이들이 신나게 즐기며 발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꿈꾸다

즈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타운’처럼 활용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소예키즈에서 심리 및 발달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창의발레소예는 앞으로도 예체능과 발레에 

특화된 콘텐츠를 다른 분야에 접목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심리 

및 발달 훈련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

하고 다양한 놀이로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혁신적인 교육 서비스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다.

창의발레소예

소예키즈 캐릭터 이미지

창의발레소예의 프로그램 설명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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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에스솔루션㈜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지털 약자까지 고려한 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루어내다

엔디에스솔루션㈜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전문 업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인 ‘Q-Sign’과 능동형 양

방향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인 ‘Q-Wayfinder’를 개

발하여 고가의 미국, 유럽 제품과 저가 저품질의 중국 

제품 사이에서 중간 가격대의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체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

데이트와 새로운 시장으로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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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디자인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0명2명 11명3명

DIGEST

디지털 약자까지 고려하는 디자인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에 있어 다방면을 고려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엔디에스솔루션㈜

자체 개발한 K-기술의
디지털 사이니지

20여 개의 글로벌 유통망과
80여 개의 고객사

공공성을 확보한
신규 디지털 가이드라인 개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개선

심미성과 상업성에
편의성과 공공성을 더하다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의 가능성 확보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193,248,675원

935,756,926원

2019년과 비교하여
27% 성장

기타성과

2021년
· AI 기술 접목 비대면 안내시스템 용역 선정 / 부산현대미술관

·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 사업 선정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 무안국제공항 관광교통 디지털 안내체계 구축 사업 선정 / 전남관광재단

· 알리바바 온라인 스토어 입점

·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특허-2021-0077640)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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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들은 웹디자이너들이 키오스크용 터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웹디자이너들은 키오스크와 같은 대형 화면이 아닌 휴대폰이나 PC 등 소형 화면에 적합한 화면 디자인에 특화

되어 있어, 키오스크용 터치 콘텐츠와는 일부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디에스솔루션은 10년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업체로서, 키오스크 화면에 맞는 UI/UX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의 필요성을 느끼고 2021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UI/UX 디자인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이전의 디자인은 메뉴 트리가 복잡하고 계층이 많아서 사용자의 빠르고 쉬운 정보탐색 부분에서 다소 취약점을 

보였었다. 또한 서비스 콘텐츠 및 타깃에 따라 적합한 레이아웃이 달라지는데, 이는 비장애인 및 성인의 편의성 

위주로 화면이 구성되어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시각에서 

화면의 키오스크 버튼을 찾기 어려운 사용성 문제, 중요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을 발견한 엔디

에스솔루션은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 인력을 채용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레이아웃 위주로 새로운 그래픽을 가이드라인으로, 외래어나 

신조어 표기를 자제하고,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가독성을 증대하거나, 핵심적인 아이콘에 최적의 색상 대조를 

적용하는 등, 손 떨림, 시력 저하로 정교한 조작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

한다. 또한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연장 기능을 넣어 실수를 최소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다. 이처럼 사용자의 편의성을 섬세하게 고려한 엔디에스솔루션의 디자인은 신규 디자인 인력과 

함께 이루어졌고, 이는 엔디에스솔루션의 주된 협력체인 공공기관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정보 제공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지면 광고는 움직이는 디지털 광고로 바뀌었고, 

이전엔 수많은 정보를 뒤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이젠 몇 번의 터치만으로 내가 찾던 정보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공항 같은 곳에서도 안내 데스

크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키오스크 혹은 

로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제공 방식은 변화하

였고, 그 가운데 엔디에스솔루션㈜가 있다. 

엔디에스솔루션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

력을 지닌 기업으로, 10여 년간의 노하우 및 경험을 

엔디에스솔루션㈜

워커힐에 설치된 엔디에스솔루션의 디지털 사이니지

워커힐 디지털 사이니지 UI/UX 디자인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를 선도하는 K-기술력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만족을 전달하다

바탕으로 전 세계 20개국에 걸쳐있는 다양한 유통

구조까지 갖춘 글로벌 토종기업이다. 이처럼 엔디에스

솔루션은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

의 Display 기기를 원격 네트워크로 콘텐츠(영상/

이미지/TV/웹/자막 등)를 전송 및 관리할 수 있는 

Q-Sign부터, 사이니지용 종합안내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도구인 Q-Wayfinder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고객 맞춤형 디자인 및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 및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까지 제공

한다.

자체 개발한 국내 기술로 전 세계를 만족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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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

외래어나 신조어 표기를 지양

글자 크기를 12~14pt로 확대

글자 및 이미지 간 명도 대비를 4.5대 1로 준수

최적의 색상 대조와 공학적 배치

충분한 간격으로 손 떨림, 시력 저하에 대한 배려

시간제한 있는 화면에 연장 기능 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디자인 개발

이처럼 엔디에스솔루션의 디자인은 미적인 아름다움

만큼, 활용성과 공공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

기에 엔디에스솔루션은 정보의 구조에 따라 레이아

웃을 결정, 정보 이동성 및 터치 인터랙션, 제한된 입력

방식 및 불편한 터치감 등 UX적 측면과 색채, 타이포

그래피 등 디자인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화면 내부의 배치 구도를 이미지와 텍스트, 기호 문구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정해진 공간 안에 배치하여 시안

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형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의 

구조적 측면에서 순차적, 계층적, 그리드, 방사형 구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콘텐츠 섹터 및 타깃을 고려한 디

자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가시성

이 높은 영역과 조작 편의성이 높은 영역을 고려하여

내비게이션 메뉴 및 버튼을 개발하며,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디자인 수준을 높인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디

자인 인재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에 지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고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홍보 동영상 제작에 신규인력

을 투입하며,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였던 완성도 높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며 엔디에스솔루션의 기술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타공인 디지털 사이니지의 선두자,
더 고민하고 더 고려하다

엔디에스솔루션은 2008년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12%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80곳 이상 

고객사와 성공 경험을 공유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직 디지털 사이니지가 익숙지 않았던 

10여 년 전부터, 엔디에스솔루션은 선구안을 가지고 

디지털 사이니지만을 전문으로 다뤄오며 국내외 특허와 

각종 인증 및 수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엔디에스솔루션의 고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순풍을 타고 끝없이 영역이 확장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엔디에스솔루션은 이러한 발전이 만들어낸 

엔디에스솔루션㈜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의 선두주자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나아가다

디자인 개발이 쏘아 올린 공,
신규 지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선정되다

서초구청에 설치된 엔디에스 솔루션의 디지털 사이니지

서울가정행정법원에 설치된 엔디에스솔루션의 디지털 사이니지

소외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커지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터치스크린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도입되고 있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로 인한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엔디에스솔루션은 

심미성과 상업성만 뛰어난 디자인이 아니라, 디지털 

약자들도 고려한 디자인으로 앞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발전에 있어서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엔디에스솔루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전 세계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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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플리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멋,
지속가능한 자기다움을 디자인하다

‘한복(H)을 현대에 적용한다(APPLY)’는 뜻을 가진 

‘하플리’는 그 이름처럼 우리나라 전통 한복 고유의 

미감과 철학을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트렌드로 이끄는 

패션 브랜드이다. 한국 고유의 색채, 그래픽, 디테일과 

실루엣을 현대의 감성으로 표현하여 웨어러블

하면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하플리는 한복에 담긴 철학을 현대에 어울리면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있다. 특히, 하플리에서 

한국적인 스트릿 무드를 콘셉트로 런칭한 ‘조선호랑이’ 

브랜드는 2021년 브랜딩 작업을 통해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며 2022년 임인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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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디자인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3명0명 5명2명

DIGEST

회사가 지닌 메시지를 상품에 담기 위해,

그만큼 공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플리

전통적 미감을 재해석하여
뉴-트렌드 선도

공통된 비전을 향한
효율적인 팀워크

공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시장성 검증

한국 미감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다양한 아이템 생산

인정받은 브랜드 파워로 영향력 있는
온라인 편집숍 입점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한
고객 친화적 디자인 진행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437,057,575원
(2021년 예상 매출)

418,054,096원
(2020년 매출)

1년 전과 비교 
+18,553,479원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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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이너의 합류로
공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브랜드가 런칭된 후,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하플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느끼고 넥스트 스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하우스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별로 외부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의뢰해왔는데, 브랜드의 가치와 기획 방향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익숙함과 고리타분함을 최신의 트렌드로 전환하다

2021년 오늘날처럼, 한국과 한국의 문화가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은 때는 없었다. K-Culture라는 이름으로 

K-Pop, K-Drama, K-Movie가 각광받았고, 이에 맞추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던 한국 전통문화가 뉴-트렌드로 소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K-Culture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이전부터, 한국 전통 복식 문화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로 트렌드를 일구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플리다.

하플리는 한복은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는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나라 전통 복식을 통해 누구나 ‘자기

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개발하여 여성복 브랜드 ‘하플리’와 젠더리스 

브랜드 ‘조선호랑이’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 의류 카테고리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며, 주류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있는 하플리의 히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플리

㈜하플리만의 ‘지속가능한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하플리와 조선호랑이,
K-Culture의 가능성을 담다

물론 외부 디자이너와의 작업으로도 고객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현재의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다 집중력 있게 브랜딩을 

전담해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그래픽 디자이너가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브랜딩 및 아이템 다각화를 위한 그래픽 개발과 텍스

타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하플리의 조선호랑이 

브랜드의 철학과 콘셉트가 담긴 시즌 준비에 매진하여, 

공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의

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아이템 다각화텍스타일 개발그래픽 개발

VAMOS SPIRITS 낙서 후드 티셔츠

단청페이즐리 조각보 후드

흑호 조선호랑이 자켓

VAMOS SPIRITS TOUR 후드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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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플리

공통된 비전을 향한 효율적인 팀워크로 성장세를 잇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팀 내부에 합류한 뒤,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는 ‘팝업스토어’이다. 그동안 VMD에 

보충하고 싶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팝업스토어 공간을 다양한 비주얼 그래픽(스티커, 엽서, 포스터 디자인, 

패키지 카드, 포토존)으로 알차게 구성할 수 있었다. 스토어를 방문해 주신 고객들이 “하플리와 조선호랑이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젠더리스 브랜드인 조선호랑이의 첫 번째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다. 첫 번째 컬렉션의 콘셉트는 

“여유를 갖자”라는 메시지에서 시작한 <풍류>이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디렉터의 필체를 이용하여 제품 그래픽을 

개발하는 등 풍류 그래픽 소스들을 다양하게 모디파이하여 웨어러블한 스웻류 후드 4종, 맨투맨 1종, 팬츠 1종,

자켓 1종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홍보를 위한 브랜드 소개서, 시즌 룩북 이미지, 홈페이지 메인화면 작업, SNS 

레이아웃 작업, 상세페이지 리뉴얼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하플리 디자이너와 조선호랑이 디렉터가 

고민하고 연구하여 탄탄히 구축해놓은 아이덴티티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하며 단기간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는 팀 하플리가 단순히 업무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장을 지지하는 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티커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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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시장 진출로 인정받은 사업성,
다양한 고객을 만날 준비를 마치다

조선호랑이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전통 의류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다

크라우드 펀딩액 누적 4억 원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

받았던 ‘조선호랑이’ 브랜드는 이후 탄탄한 시각화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였다. 첫 번째 

컬렉션 <풍류> 시즌 콘셉트가 담긴 신제품 7종이 

개발된 후, 유명 래퍼와의 룩북 촬영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딩 

작업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였고, 그 

결과 전통을 모티브로 한 패션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유명 온라인 편집숍 입점이 성사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를 타고, 2019년부터 시작한 하플리

X조선호랑이의 빈티지 한복원단 재활용 프로젝트인 

‘HO 프로젝트’의 리브랜딩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22년 런칭을 계획 중인 하플리부터 

브랜딩 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브랜드 디렉터와 새로운 디자인 인력의 만남으로,
단기간의 성장세를 이끌어내다

인스타그램 레이아웃

모바일 홈페이지 레이아웃

㈜하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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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스트원테크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주행 안전 시스템, 기술로 앞서가고 
디자인으로 차이를 벌리다

㈜뉴이스트원테크는 레이더 및 영상 기술 기반 주행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레이더, 인공지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생산해 공급한다. 특히 버스, 화물차, 중장

비차 등 대형차에 설치되어 차량 주변의 물체를 감지

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등 안전 주행 솔루션을 제공

한다. 100% 자체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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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디자인 경영의 원년으로, 고객 감동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뉴이스트원테크

독보적인 기술력의
주행 안전 시스템

100% 자체 기술로
제품을 생산

선진국에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다

디자인으로 새로운
차별화 지점을 마련하다

우수 디자인 인재를 영입해
디자인팀을 신설하다

기술과 함께 디자인을 고려하여
고객 감동을 이루다

기타성과

2020년
· AI 기반 인체 감지용 카메라 및 레이더 복합 시스템 및 감지 방법(특허)

·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되는 일체형 브라켓(특허)

· 레이더 위상각 펼침을 이용한 거리 변화 측정 방법, 이를 이용한 낙상 방지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 장치(특허)

2019년
· 레이더 수신기의 성능 측정을 위한 모사 신호 발생 장치 및 그 방법(특허)

2018년
· 레이더 출력 주파수 제어 방법, 그리고 이를 구현한 레이더 시스템(특허)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30명0명 32명2명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4,500,000,000원 3,000,000달러3,700,000,000원 2,500,000달러

2020년도 대비
20% 성장

2020년도 대비
20% 성장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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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안전 시스템은 현재보다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 있는 사업 분야이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외 동종 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뉴이스트원테

크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 우수한 엔지니

어를 기반으로 100% 자체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왔다.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의 파트너십 제안과 개발 의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뉴

이스트원테크의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기술 역량의 

방증인 것이다. 또한 동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제품성의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주행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다

㈜뉴이스트원테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둔 차량용 레이더, 인공 지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8년 설립되어 이듬해인 2009년 국내 공공 버스

에 카메라 및 모니터 시스템을 납품하는 등 빠른 성장

세를 보여 주었다. 동사의 제품은 주로 버스, 화물차, 

군사용 장비, 농업용 장비, 건설용 중장비차 등 특수, 

대형차에 설치되어 차량 주변의 물체를 감지하고 시

야를 확보하는 등 안전 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차량 운전자의 노동 환

경에 맞는 주행 안전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

하여 제품을 개발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한다. 

㈜뉴이스트원테크

뉴이스트원테크의 미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차량 관찰 및 비전 시스템 제공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우수한 기술 및 하드웨어, 그리고 빠른 피드백 반영

경제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추구

대형 차량용 모니터 디스플레이

냉철하게 현재의 디자인을 진단하다

뉴이스트원테크는 디자인적인 측면에 부족함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동사를 포함해 여러 경쟁사에서 출시된 제품은 모두 10~20년 전 디자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

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쳐진 나머지 디자인 자체는 복잡하고 투박한 형태이다.

강하고 단단해 보이기만 하는 전자기기를 선호하던 보수적인 시각은 미니멀하고 센서티브한 스마트 기기가 유행

하는 현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디자인과 관련해 업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중국의 몇 개 업체에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뉴이스트원테크는 현시대의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첨단 기술에 걸맞은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기술 혹은 디자인이라는 
양자택일적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가 오다

뉴이스트원테크의 주행 안전 솔루션 대형 차량용 레이더 센서

올인원 레이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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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스트원테크의 제품 디자인 방향성

모니터와 저장 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보일 수 있는 조화로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MINIMAL DESIGN

제품의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RUGGED STYLE

센스 있는 PATTERN의 활용 

고객이 반할만한 DETAIL & POINT

㈜뉴이스트원테크

개선 전 모니터 디스플레이 모습

개선된 모니터 디스플레이 모습

기술과 디자인을 함께 고려해 이루는 고객 감동

뉴이스트원테크의 설립 당시 상황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제품 개발 시에는 해외 동종 업계 제품을 벤치마킹

하기에 급급하였고,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도 자금과 시간이 빠듯했다. 당연히 디자이너 영입은 엄두도 못 낼 상황

이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은 지금, 동사는 처음과는 다른 현실에 당면하여 있다. 해외 시장

까지 아울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실정만으로는 부족

하고 만족할 수 없음을 자각한다.

이에 또 다른 차별화된 지점을 마련해야만 했다. 뉴이스트원테크는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영입하고 디자인팀을 신설하여 동사만의 스타일에 도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부터 바이어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개선해나가니 고객사의 관심과 참여도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올해 매출 20%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바

이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디자인적 측면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고객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술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디자인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향후 당사 제품의 디자인 라인업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 역시 동사의 핵심 목표 중 하나

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혁신, 디자인 경영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영업 전략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의 영업 확대를 

앞당기는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디자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뉴이

스트원테크의 앞날이 기대된다.

미래 기술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은 뉴이스트원테크의 의문과 고민에 시의적절하여 그간 열망과 

노력에 따른 결심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영입하고 새

로이 디자인팀을 신설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설립된 디자인팀이었다. 디자인팀은 제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니터 신제품 디자인 작업과 기업 로고 변경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모니터 신제품은 동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로 개발 과정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제품 디자인 초기 

시안에 비해 하드웨어, 잠금장치 등 제품 내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장치가 많아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이에 초기 시안을 전면 폐기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강구했고 하드웨어 등 필수 구성 장치를 내부 거치가 

아닌 외부 거치 방식으로 바꾸되 모니터와 저장 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보일 수 있도록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디자인했다. 

그 과정에서 외형의 아름다움 역시 놓치지 않았다.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해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미니멀 디자

인으로 미래 기술적 측면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소 거칠면서도 강한 느낌의 

러그드 스타일(Rugged Style)을 가미했다. 센스 있는 패턴을 활용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디테일과 

포인트로 마무리한 결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탄생했다.

기술과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는 인식 전환,
디자인 경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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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제품의 본질을 재해석하다

㈜디자인넥스트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자인넥스트는 제품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2002년

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혁신적 콘셉트의 신제품 양산 및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

지 전 과정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2009년

부터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주요 

대기업의 대형 가전을 디자인하며 수출 실적을 쌓아왔다. 

또한 중국 현지에 제조 인프라 역시 구축했다. 디자인

넥스트는 최근 자체 디자인 상품을 시도하며 사업 확장

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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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디자인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디자인넥스트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디자인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변화를 일으킬 미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솔루션

끊임없는 사용자 테스트로
라이프스타일에 한층 다가간 제품

사용자와 개발사 모두 행복을
경험하는 개발 프로세스

인력 변화

2021년
· 굿 디자인 어워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노하우가 응축된
자체 디자인 상품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562,829,000원
790,500달러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0명7명 12명8명

3 4

5 6

1 2
458,031,123원

59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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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rt from you :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2. Design-ology : 미학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솔루션 발굴

3. Guru :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

4. 4D Process : 개발 전 과정을 최적화시킨 프로세스와 파트너 보유

5. Know-why :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디자인

㈜디자인넥스트

제품의 본질부터 묻는다

㈜디자인넥스트는 제품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티스푼부터 전기자동차까지 3,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발사에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디자인넥스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디자인이 시작된다는 철학을 갖고,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의 

본질을 탐구하고, 제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여 제품을 재해석하고, 이를 디자인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이들의 디자인 철학이다. 

또한 디자인넥스트는 좋은 디자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변화 요인들을 개발사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

하며,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발사까지 함께 행복해지는 것, 치열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

하다. 디자인넥스트는 이 경험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유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하다

디자인넥스트는 올해 국내 최고의 컴프레셔 기술을 보유한 개발사로부터 에어컨 개발을 의뢰받아 제품 디자인을 

진행했다. 개발사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많은 기업에 다양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 산업이 약화되며 부품 기술 강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개발사는 자체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했다.

디자인넥스트는 자사의 디자인 철학에 걸맞게 고객 입장에서 제품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초기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용·이동형 에어컨 개발이 목표였다. 1인 가구 증대,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의 확산 등으로 실내 별도 냉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었기에 이에 발맞추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시장은 삼성, 파세코 등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선점하여 시장이 포화된 

상태였다.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 네오아미코(Neoamico)

디자인넥스트는 실내용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내외 소비자와 사용 환경에 대한 다각도의 리서치를 수행했고, 아웃

도어 시장에서 캠핑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실내용 에어컨을 개조한 DIY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니즈와 콘셉트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목표시장을 정확히 하여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게 됐다.

1인 가구 및 재택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용·이동형 에어컨 개발

캠핑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 개발

사용자 중심의 제품 분석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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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0W의 강한 출력과 경쟁사 대비 10dB 낮은 소음

2.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4계절 아웃도어 용품

3. 기능성과 캠핑 감성을 둘 다 잡은 Rugged Style

㈜디자인넥스트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디자인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할 결과,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개선 요소는 자신이 원하는 온도의 바람이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소음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개발사의 컴프레션 기술력을 기반으로 

강한 출력과 낮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형화된 디자인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바람의 직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팬 구성이 핵심이었다.

또한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제품의 성능과 체적 등 

기능성과 실용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여름 한 시즌을 

그간의 노하우가 응축된 새로운 도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기용한 경력 많은 고급 디자이너가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의 

디자인 개발을 주도하며, 제품의 구조를 제안하는 혁신 솔루션 도출을 팀원들과 함께 수행했다. 특히 해당 디자이

너는 삼성전자 등의 대형 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사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제품에 대한 품평이 진행될 때 그 내용에 맞추어 빠르게 수정 보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제품

후가공에 대한 샘플링 작업 및 작업 지시에 능숙하여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가능케 하고 기업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아웃도어 캠핑용 에어컨은 국내 매출 신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말 미국 아마존향 수출 출하를 앞

두고 있다. 개발 결과물은 다수의 특허,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국내외의 좋은 반응들로 현재 차기 모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로써 연속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넥스트는 이처럼 파트너사들과 함께 혁신적 콘셉트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디자인넥스트의 핵심 기술인 ‘4D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자체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여 사업적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 그 첫 시도가 주방용품 개발이다. 식기건조대, 소주잔과 같이 친숙한 생활용품을 시작으로 키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디자인넥스트의 넥스트 스텝이다.

네오아미코의 외관 디자인

2021년 굿 디자인 어워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모습

위한 계절상품이라는 접근이 근시안적 발상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한 시즌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이 아닌, 4계절 아웃도어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제품, 즉 냉난방 및 송풍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개발 

방향을 조정했다. 

또한 제품의 전반적인 인상에서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Rugged Style(질긴 옥외 활동복, 소위 

‘작업복 스타일’로 불림)로 디자인했다. 고급스러움 

역시 잃지 않기 위해 메탈릭 포인트, 프론트 라이팅, 

소재와 컬러의 매칭이 전체적으로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해 실제 사용할 때 완성도 높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파트너사와의 신제품 개발 디자인넥스트의 자체 상품 개발

디자인넥스트의 넥스트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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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엠㈜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외형과 UI, 모든 것을 갖춘
사용자 맞춤형 의료기기 디자인

영일엠㈜는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람에 도움이 되고 

사원과 회사에 행복을 준다”는 미션으로,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를 만들고 있다. 1993년도, 카이로프랙틱 

장비와 임상 자료를 수입하던 영일무역은 지난 십여 

년간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제조, 양산 등을 

직접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임상 기반의 

장비를 만들고 수만 대의 장비를 병원에 납품하며 국내 

최고의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 전문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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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영일엠은 무결점 품질, 플랫폼 설계, 그리고 글로벌 디자인 확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일엠㈜

국내 최고의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 전문회사

30년간의 임상적용 기술과
20년간의 디테일

다양한 사용자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디자인 인력으로 확장된
B2C 시장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기기의 디자인 혁신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GUI디자인 개발

기타성과

· 벤처기업 지정, 이노비즈 지정, 다수의 특허

· ISO 13485 인증, ISO 9001 인증

· 미국 리엔더테이블 아시아 총판 계약

·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독일 메디카 16차 참가

· R606-P외 7종 제품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 01M7외 3종 제품 유럽 의료기기 CE 승인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49명 52명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6,968,000,000원 683,000,000달러
6,128,000,000원 553,500,000달러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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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척추를 지켜줄게

영일엠㈜의 슬로건은 “너의 척추를 지켜줄게”이다. 

척추 건강을 위한 추나, 도수 관련 의료기를 30년간의 

임상적용 기술과 20년간의 디테일을 통해 만들고 있다. 

도수 카이로프랙틱, 전동 치료대, 의료용 진동기, 재활

운동 슬링 등을 만들고 있는 영일엠은 최근 전기치료기

까지 기술의 영역을 넓혔다.

전기치료기는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치료를 통해 신경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통증 완화, 세포 활성화 등의 효과를 주는 물리

치료기기이다. 고령화와 만성질병의 증가로 성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물리치료기기 시장에서 영일

엠은 이렇게 꾸준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다방면화와 

고급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특히 특수 

물리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치료기와 고주파

치료기 기능을 포함하여 경피성 통증 완화 치료의 범위

까지 포함하여 기능성을 다방면화하였고 외관 디자

인의 고급화, 차별화를 적용한 전기치료기를 개발하며 

국내 최고의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 전문회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영일엠㈜

리뉴얼된 영일엠의 전기치료기
(고주파, 간섭파,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장치)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현대인의 척추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엔 전문가용뿐만 아니라 개인용 물리치료

기기까지 제품이 늘어났고, 해외에서는 세련되고 소형화된 디자인의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국내 시장은 기능성을 중심으로 다소 투박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도 사용법이 익숙해

져야 사용이 가능한 어려운 제품이 대부분이다. 영일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빠르게 읽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외관 형태와 다양한 사용자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의 필요성을 직감하였다. 

그에 따라, 영일엠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신규 인력과 함께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디자인 신규 인력을 통해 비수술 척추치료 플랫폼인 제품들의 디자인 고도화와 새로운 소재의 접목 등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며 더욱 사용자 중심의 제품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시선으로의 신제품 기획,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디자인 및 설계 과정에서 전반적 매니징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B2B 기반의 제품들을 B2C의 범위로 확장하여 

척추 기반 치료 및 예방 시스템을 개인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제품군들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의료용과 개인용의 경계가 옅어지는 현실에 따라 영일엠은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정돈되고 직선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타일리시하면서 첨단 기기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백색 컬러가 아닌 블랙 계열의 컬러와 곡선형 디자인을 선보이며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탈피하는 도전을 하였고, 

나아가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조형적으로도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소재의 고급화도 

다양한 가공 및 성형 방법 연구 끝에 구현하여, 더욱 고급스럽고 더욱 세련된 모습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규 디자인 인력과 함께 발전시킨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영일엠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잘 궤를 같이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디자인 인력과 함께 만드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업그레이드

꾸준히 발전하는 국내 최고의 척추치료 및
예방기구 전문회사

1. 미니멀하고 플랫(Minimal and Flat)한 디자인으로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탈피

2. 부드럽고도 편안한 조형성을 나타내는 라운드 엣지(Round Edge) 디자인

3.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포인트 라이팅(Point Lighting)

영일엠의 제품 외형 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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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뿐만 아니라 UI 그래픽까지
완벽한 제품을 위하여

영일엠은 제품의 외형을 고급스럽게 디자인 개발하며, 

그에 맞추어 UI 그래픽 디자인도 소비자 맞춤형으로 

발전시켰다. 영일엠의 전기치료기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디자인은 의료장비를 전문으로 다

루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향후 전기치료기의 개인화·보급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근미래의 고객인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존 의료기기의 

GUI는 다양한 조작 기능이 단일 화면에 적용되어 사

용자에게 과다한 정보량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반 개인

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조작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하거나 학습성을 떨어트리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영일엠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내비게이

션형 디자인과 실재감 있는 그래픽 중심의 인터페이

스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새로 개선된 UI는 제품 기능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 디자인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디자인과 품질로 나아가다

의 단계, 현재 위치 및 작동 상태 등의 정보를 사용자

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전에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개선되었다. 

영일엠의 전기치료기는 레이저 치료기, 고주파 치료기,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장치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의료기기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전기치료기는 

기존 시장의 물리치료기기와는 차별화된 외형뿐만 

아니라, GUI 역시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더욱 직관적

으로 기술적인 이점 및 다양성 등의 첨단 장비의 이미

지를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은 영일

엠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영일엠은 무결점 품질, 플랫폼 설계와 

글로벌 디자인 확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디자인과 품질을 완

성해가며 모든 제품에 플랫폼 설계, 임상 기반의 UI/

UX 디자인, IoT 시스템을 적용해 발전해나가고 있는 

영일엠의 미래가 기대된다.

영일엠의 소형화된 전기치료기(고주파, 간섭파,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장치)
치료 모드별 UI 대표화면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모드)

영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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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로페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자인을 통한
정확한 브랜드 포지셔닝, 
목표로 향하는 지름길을 만들다

라파로페는 자연으로부터 온 순수한 원료를 발효 또는 

좋은 성분 그대로 피부에 효능이 좋은 비누, 샴푸,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든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천연 발효 원액과 바이오 복합유황, 미네랄 

및 신소재를 끊임없이 연구 및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라파로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노력

하여 피부 건강을 위한 자타공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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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과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9명 17명

3 4

5 6

1 2

ACHIEVEMENT DIGEST

상품의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파로페

자연에서 온 원료로 만드는
안전한 화장품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특출한 효과

시대가 원하는 제품,
시대를 따르는 디자인

브랜드의 색과 가치를 담은
디자인으로 새로이 거듭나다

다양한 세대에게 가닿을 수 있는
디자인의 확장

디자인 인력을 통해
마케팅의 지평을 넓히다

2020년
· 중소벤처기업청장상-우수벤처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메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명품 인증서 / 대한민국명품명인인증위원회

· 상표출원 4건, 상표등록 2건

· 특허출원 4건, 특허등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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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설명이 필요 없는 착한 제품

라파로페는 세상의 모든 피부 트러블이 케어되는 세상을 꿈꾸며, 자연에서 온 순수한 원료로 착한 화장품을 만

든다. 라파로페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천연 발효 원액과 바이오 복합유황, 미네랄 및 신소재를 끊

임없이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라파로페의 제품은 제품 내에 함유된 특허물질과, 천연물 소

재를 통해 발현되는 차별화된 기능(미용, 진정, 정돈, 세정, one stop 클렌징)과 함유된 유효성분이 피부에 미

치는 효능(염증 제거 작용, 결합 작용, 세포 작용, 항산화 작용, 살균 작용) 등,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지닌다. 

자연의 순수한 원료를 발효하고 좋은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착한 제품을 만드는 라파로페는 우리 부모님, 아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라파로페라는 한 마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라파로페 이 네 글자면 충분히 제품의 효능이 전달될 수 있는 세상 말이다. 제대로 된 천연비누를 만들기 위해 

4,000번, 5,000번 실험을 반복하여 라파로페만의 차별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라파로페는 이 성실한 노력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좋은 제품을 드러내는 좋은 디자인

라파로페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 제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요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꼽는다. 특히 오늘날 패키지 디자인은 상품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패키지 디자인을 단지 밀봉과 

보호의 측면에서 벗어나 판매촉진과 광고 기능에까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라파로페는 급속

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장 변화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세정제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자사 브랜드 포지셔닝을 각인시키기 위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에 라파로페는 피부생태학, BIO, ECO 브랜드의 

느낌을 살려 톤 다운된 디자인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톤앤매너를 수립하여 

직관적으로 장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디자인 콘셉

트를 잡고 있다. 라페로페는 이러한 콘셉트를 단순히 

상품 로고나 상품 라벨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전반적인 디자인 경험까지 상상하며 제품

라파로페의 끊임없는 연구로 이뤄낸 결실,
‘독자적 TRUE ECO BIO 제조기술’ 고순도·고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다

을 만들어나간다. 사용자가 제품을 받아보고, 언박싱

(Unboxing)을 하는 경험까지 생각하는 라파로페는

상품 각각의 패키징을 넘어서, 택배 등에 사용할 외부 

패키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더욱 섬세하게 디자인 

경험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상품을 받아보고, 상

품을 사용하는 과정 전반을 생각하는 라파로페에게 

디자인은 상품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든 만큼 좋은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라파로페가 닿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꾸준히 발전시

키고 있다.

정직하게 만들어낸

안전한 제품

경험까지

생각하는

디자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좋은
제품

스킨이콜로지 제품

라파로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한 디자인 개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을 받기 전, 라파로페는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컬러 사용 및 과도한 고급화 

이미지 적용으로 타깃층의 축소와 더불어 소비자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지 못하였다. 특히 자사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여 제품의 매출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해 사진촬영 20년 경험과 17년 경력의 인재를 채용하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라파로페는 디자인 인력과 패키지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친환경 비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착한 소비 시대 ‘환경친화적 패키지 전략’을 구축하게 되었다. 

요즘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고, 이에 따라 타깃층도 밀레니얼 

여성 직장인까지 더 넓힐 수 있었다. 나아가 더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의 확장 및 카테고리의 추가에도 효과

적일 수 있는 일관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며, 탄탄한 라인업을 지닌 라파로페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일러스트 및 사진촬영 경력만 20년 이상 된 직원이 충원되면서, 효율적인 스케줄 운용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획이 개입된 제품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 작업된 제품 사진들은 이전보다 더 제품의 자연

친화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친근한 이미지를 더해주어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 및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디자인 개선이 가져온 이러한 성과는 중소기업인 라파로페가 더욱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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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로페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스킨이콜로지 세트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도모하며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다

라파로페는 마케팅이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디자인

이나 마케팅의 기본적인 요소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다양한 지식과 비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해 라파로페는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디자인 개선과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진행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 개선을 통해 더욱 젊고 친근한 이미지를 생산하며 메인 타깃을 밀레니얼 여성 직장인

으로, 서브 타깃을 전자상거래에 취약한 베이이붐 세대의 여성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라파로페는 이러한 타깃에 맞추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이원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판로 개척에서도 디자인인력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블로그 체험단 등을 통해 실제 사용 후기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뷰티 인스타그래머 등을 

통해 SNS에 신제품을 꾸준히 노출시키며 제품을 알렸다. 또한 라파로페 자사몰과 공식SNS를 통해 다양한 

리뷰를 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더 다양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라파로페를 알려, 더 많은 밀레

니얼 세대가 자신의 피부 건강을 위해 라파로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높은 질에 민감하고, 원료 등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라파로페의 특장점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차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과학적 증거가 중요해지는 흐름에 맞추어, 직접 써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며, 입소문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마케팅도 함께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전략을 계획 중이다. 이

러한 기획을 통해 잠재적 B2B & B2C 고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디자인 인력 부족,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발전하다

스킨허그미스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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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로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확장되는 사업

라파로페는 다양한 소재, 차별화된 베이스 기술과 천연물 

소재를 직접 재배/건조/추출/제조까지 전 공정 원천

기술을 통해 천연물 소재와 화장품을 직접 연구하고, 

직접 제조한다. 그렇기에 제품의 질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라파로페는 28종의 비누 라인에서 시작하여, 

샴푸, 바디제품, 반려동물 제품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다양한 친환경 재료로 된 펫 푸드와 함께 

펫 전용 샴푸, 펫 전용 미스트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이렇게 확장된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도 도전하였다. 수출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NMPA 품목 허가 및 베트남 

보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과 

미국에 수출 중에 있다.

시대도 라파로페를 원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

오염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라파로페는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타깃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Z세대를 타깃팅한 

마케팅까지 고민하며 더 넓은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제품을 알리고자 한다. Z세대를 필두로 한 비건 화장품, 

유기농, 친환경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 지향적인 ‘컨셔스 

뷰티(ConsciousBeauty)’가 앞으로의 뷰티산업을 

주도할 거라 여기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에게 

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라파로페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시장에서까지 
인정을 받는 천연화장품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제품과 마케팅에 반영하는 유연함

스킨이콜로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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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디에스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시대에 발맞춘 디자인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다

1996년도에 창립한 ㈜한국이디에스는 ISP&BPR 

컨설팅 및 정보기술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개념 LED 광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력과 

높은 품질로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이디에

스는 고객사의 효과적인 고객 관리, 광고가 가능한 독창

적인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통해 꾸준히 든든한 파트너

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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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늘 고민하며,

기술,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내는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디에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적극적 기술혁신

다재다능 인력의 효율적인
성과 창출

15년 경력의 노하우로
시장점유율 1위

고객사에 최적화된
디자인 제공 시스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1:1 맞춤 서비스의 도입

대형 인프라를 기반한
안정된 운영시스템

기타성과

2021년
10월

· POP디자인 등록 출원 평면형 우선 심사 신청

· POP디자인 등록 출원 경사형 우선 심사 신청

· POP미디어 디스플레이 구비 진열대 우선 심사 신청

7월

· 쇼핑의 고수(하나로 마트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등록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732,371,000원
1,405,838,000원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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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을 집중시키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보의 시대가 되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고,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지닌 

정보만이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고객사의 광고 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이디에스는 이러한 시대

의 변화를 유심히 살폈다. 정보 디자인의 중요성을 파악한 한국이디에스는 주요 고객사에 하이퍼 커넥티비티

(Hyper-Connectivity) 환경을 통한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과 다양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며 고객사들

의 정보를 더욱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특히 한국이디에스는 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광고, 홍보물을 위한 모니터 형식의 미디어 기기인 ‘POP VIEW’부터, 여러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어 크게 고화질의 

비디오를 송출할 수 있는 ‘멀티비전’, 3D 입체영상(홀로그램)으로 원하는 위치에 입체적으로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POP TV’까지, 한국이디에스는 일반적인 지면 광고에선 보여주지 못하는 생동감을 디지털 디스플레

이를 통해 실현하였다.

㈜한국이디에스

한국이디에스
POP VIEW 설치 사례

한국이디에스 ‘쇼핑의 고수’ 앱

시대에 맞추어 발전하는 디자인

한국이디에스는 특히 주요 고객사인 농협하나로마트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쇼핑의 고수’를 디자인하며, 온라

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연결했다. 오프라인 

이상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의 현실에 맞추어 앱 관리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고, 현지 농산물, 식음료 등을 세련되게 디자인하여 

많은 정보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당 앱의 문제였던, 전 지점 

통합 시스템을 리뉴얼하여, 각 지점별로 행사상품 등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전에는 

시스템의 개편으로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다

1. 옥외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선명함

2. 분할 화면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동시에 재생

3.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시청각 미디어

지점별로 소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설정이 일괄 

적용되었다면, 개선 후에는 지점별로 각각의 소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전에도 각 지점의 불편

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점별 pop실에 디자이너가 상주

하며 상품을 관리하여 디자인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는 비효율적이며, 비용 부담

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담당자

의 1:1 원격제어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편은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소통과 자연스러운 디

자인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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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디에스

한국이디에스 POP TV 설치 사례

유능한 인력이 만드는 유의미한 성과

이러한 시스템 개편 및 안정적인 디자인 퀄리티 유지

에는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한 유능한 직원 영입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여 3D 디자인

뿐만 아니라 웹/편집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직원의

영입은 특히 디자인 마케팅 부분에서 주요한 시너지가 

되었다. 

현재 한국이디에스는 서울, 경기 제주를 포함 총 18개 

업체와 모바일 앱 계약을 완료하며, 지점별 디자인 

마케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마케팅 지원은 이전의 

앱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이번 인력지원을 통해 

오랜 노하우를 통한 체계적 시스템

한국이디에스는 15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유통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완벽한 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디에스의 성실한 개발 투자와 고객사와의 꾸준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이렇게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디에스는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앱 유지 보수, 자체 기술 개발 등 꾸준히 시장을 확대

해갈 예정이며, ‘POP TV’와 같은 첨단 3D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디자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에는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스며있다. 한국

이디에스는 고객사가 편리함과 간편함을 누리고, 이를 통해 매출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효과적인 성과를 낳아 한국이디에스의 신뢰도가 된다. 한국이디에스는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

우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고객사가 인정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재다능한 인력의 유입,
변화를 성과로 만들다

함께하게 된 직원은 일정에 차질 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 특히 각 지점의 특색에 맞추어 디자인

을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디에스에겐 두 부류의 고객이 있다. 하나는 한국

이디에스의 고객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디에

스의 디자인을 접하는 고객사의 구매자들이다. 각 지

점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은 고객사에겐 높은 마케팅

효과를, 그리고 그들의 구매자들에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제공한다. 이처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한국이디에스는 또 하나의 노

력을 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성공적

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다.

한국이디에스 멀티비전 설치 사례

5년간 축적된

유통 경험

경쟁력 있는

디자인 기술 확보

고객사의 편의 향상 고객사의 매출 기여 구매자에게 가치성 제공

완벽한 관리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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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츠미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자연을 닮은 우리를 위한 디자인,
주름옷 브랜드의 상징이 되다

㈜플리츠미는 ‘주름옷’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류 브랜드

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고가 중심의 주름옷 시장에서, 

플리츠미만의 철학을 담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플리츠미는 한국 전통미를 

더한 실용적인 ‘주름옷’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고퀄리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리미엄 

주름옷 브랜드, 신세계백화점 단독 브랜드, 플리츠미

만의 온라인 쇼핑몰, 니트&블라우스 전문 브랜드 등을 

전개하며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국내 대표 

주름옷 브랜드이다.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닌 세계 

시장에서 한국 고유의 주름 명품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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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다양한 세대가 소구하는 주름옷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플리츠미의 고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플리츠미

마니아 소비층의 한계에서 벗어난
대중성 확보

매 시즌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이템을 통한 차별화

섬세하고 세심한 디자인으로
주름옷만의 아름다움 고도화

경험치가 높은 숙련된 인력 구성으로
효율성 극대화

확고한 비전을 통한 개발 방향 수립으로
성장세 가속

완성도 높은 핏감과 트렌디한 스타일링으로 
고객 친화적 디자인 진행

인력 변화

2020년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35명 36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9,126,076,916원
(2021년 10월 말 기준)

8,155,482,384원
(2020년 12월 말 기준)

약 1년 전과 비교
+ 970,594,532원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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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츠미

까다로운 디자인 공정이 필요한 ‘주름옷’

플리츠미 상품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에서 주름옷을 꽃피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사회생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는 뷰티, 패션 산업은 큰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플리츠미는 이 침체된 시장 속에서도 ‘주름옷’ 

패션을 꽃피우며, 국내 대표 주름옷 브랜드의 명함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듯 플리츠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주름옷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굳건한 브랜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름옷’ 시장은 마니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판매

되는 ‘주름옷’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리츠미는 ‘우리는 자연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보이며 ‘주름옷’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 소구층이 높은 

연령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이제 2030 소비자까지 흡수하고자 그 확장세를 넓히고 있다.

숙련된 디자인 인력의 역량으로
매출성장을 이끌어내다

‘주름옷’ 즉, 플리츠 의류는 생산 공정의 특성상, 다아

트나 절개를 최소화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의류는 다아트나 절개로 사람의 체형에 맞는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지만, 플리츠 의류는 주름 형태가 

주는 공간감과 입체감으로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패턴의 작은 차이도 주름 공정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세심하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퀄리티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게 마련이다. 그렇

기에 플리츠 의류를 전문적으로 고민하여 세심하게 작업

하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플리츠미만의 브랜드 비전을 통해,
2030 소비자까지 흡수하여 대중화 실현 목도

공정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 ‘주름옷’
디자이너의 역량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다

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함께하게 된 디자인 실장님의 높은 역량으로, 주름의 

섬세한 실루엣 수정이 가능해져 퀄리티를 한껏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디자인실에서 패턴 수정에 직접 참여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중국 지사의 

패턴실에서도 결과물을 보고 만족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스타일의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힘든 시기에도 회사 매출 신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인력 지원을 받은 후, 매출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미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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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츠미

플리츠미만의 차별화, 곧 주름옷 시장의 혁신이 되다

플리츠미는 지속적으로 플리츠 의류의 디자인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다수의 주름 생산 

관련 기술과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리츠미만의 차별화가 녹아있는 새로운 주름옷 디자인을 

선보여 안목 높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반 의류보다 제조 과정에서 제약을 가진 플리츠 의류의 특징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오히려 유니크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상품성을 확보하고 있다. 역량 높은 디자이너가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심미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매 시즌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플리츠 의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닌, 기획 과정에서부터 소재와 컬러 그룹핑 작업을 

진행하여 콘셉트를 유지하면서도 코디네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플리츠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플리츠미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편안함’을 

얘기한다. 옷이 편안할 때, 그제서야 옷을 입은 사람 스스로의 멋이 발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기 위한 겉멋

으로만 ‘옷’을 대하는 것이 아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을 닮은 본연의 색과 멋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는 것이 바로 ‘옷’이기에 심미성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편안함 또한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플리츠미 철학의 기반이다. 이것이 플리츠미가 주름옷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의류 시장에서 

고유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이다. 

높은 퀄리티,

합리적 가격

플리츠 의류의

기능적 / 심미적 보완

다수의 주름 생산 관련 기술 및 특허 보유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본연의 색과 멋을 찾는 플리츠미 고유의 주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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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앙㈜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경영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카테고리
크리에이터가 되다

세비앙㈜는 대한민국 욕실 업계를 선도하는 욕실전문

기업으로 1993년 설립됐다. 2004년 디자인 경영을 

선언한 세비앙은 디자인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사용

자의 행동 패턴 분석 및 구체적인 니즈 파악을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제품으

로는 수납형 샤워기,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 등이 있다.

세비앙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영의 힘을 매출로 

증명하며 200만 세트의 제품을 욕실 공간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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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경영으로 새로운 욕실 문화를 만듭니다.

세비앙㈜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디자인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혁신적 제품을 만들다

세면대와 샤워부스를 결합해
욕실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로 거듭나다

홍보물에도 소비자 관점을
적용하다

욕실 공간을 넘어서서
리빙 공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인력 변화

2021년
·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 서울 UD라이프스타일 공모전 수상 / 서울디자인재단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8년
· 월드클래스 강소기업대상 소비자만족부문 최우수상 수상

/ 머니투데이

2016년
· 차세대일류상품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 2015년
· 2015년 대한민국 이노스타 100선 선정 /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 2014년 iF Product Design Awards 수상 / 독일 인터

내셔널 포럼 디자인

· 2013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상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42명1명 44명2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43,000,000원124,000,000원

지원사업 참여 이후 
19,000,000원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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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배려 디자인(User perspective design)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며, 디자인의 본질인 ‘배려’와 ‘다양성’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2. 도전적인 디자인 정신(Adventurous design spirit)

욕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로 이전과는 다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과 해결을 모색합니다.

3. 미래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future)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작은 포장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리사이클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세비앙㈜

수납으로 욕실 공간을 혁신하다

샤워기를 인테리어 요소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을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용자가 욕실 

공간에서 샤워 행동을 할 때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니즈를 분석해 디자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세비앙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 및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 샤워 시 다양한 샤워용품을 세면, 욕조, 욕실 바닥 

등에 늘어놓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샤워용품을 즉시 수납할 수 있는 수납형 샤워기를 개발한다.

세비앙의 수납형 샤워기는 업계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며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 등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았다. 

‘수납’은 샤워 시 샤워용품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욕실 공간을 설계 및 시공해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 공간의 수요가 늘어나며 

전체 주거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욕실 공간이 주요 화두가 됐다.

세비앙은 욕실 공간에 반드시 필요한 양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이 세 가지 요소 중 세면대와 샤워부스를 결합

하기로 결심하다. 세면대와 샤워부스를 사용자 니즈에 맞추어 디자인적으로 결합한다면 욕실 공간을 3 피스에서 

2 피스로 콤팩트화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혁신적 공간의 창조였다. 세비앙은 10여 년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시도 끝에 2019년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인 ‘올인바스’를 선보인다. 전체 주거 공간에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도, 세면과 샤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공 역시 간편해 

건설사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 그야말로 디자인 경영이 이뤄낸 쾌거였다.

사용자를 생각하는 디자인 경영

세비앙은 대한민국 욕실 업계를 선도하는 욕실 전문기업으로 1993년 가야리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설립 

후 제품 연구개발에 몰두한 세비앙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시스템 샤워기 국산화에 성공한 후 승승장구하며 

2002년 회사명을 지금의 세비앙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세비앙이 대전환을 맞이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이다. 세비앙은 돌연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디자인 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

세비앙은 고객의 입장에서 샤워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세비앙이 제품을 

납품하는 곳은 대형 건설사였지만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이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시설의 입주민,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자였다. 세비앙은 건설사와 사용자, 이 두 고객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샤워기를 건축

자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욕실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인테리어 요소로 이해할 때 ‘Next step’이 열릴 수 

있었다.

3피스의 기존 욕실을 2피스로 콤팩트화해 혁신적 공간으로 창조

욕실 공간 내 동선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

시공할 때 소요되는 시간, 자재, 관리 요소를 줄여 공사 비용 절감

세비앙의 올인바스

수납형 샤워기 스테디셀러 유피-F 유피-F가 설치된 욕실 공간

‘모험적 아름다움의 발견(Discover adventurous beauty)’

세비앙의 디자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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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앙㈜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할 홍보 마케팅 디자인

세비앙은 디자인 경영을 모토로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을 

선보이며 국내외의 유명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해왔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영의 힘을 매출로 증명해왔다. 

그러나 제조기업으로서 제품 디자인 외에 다른 디자

인 분야까지 힘 있게 투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

다. 특히 홍보 마케팅 분야의 시각 디자이너를 채용하

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한국디

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이었다.

세비앙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실력 있는 시각 디자

이너를 영입해 새로운 관점에서 신제품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세비앙이 그리는 미래의 주거 공간

세비앙은 디자인 기술연구소를 통해 욕실 업계 1등 기업을 달성했다고 믿는다. 샤워기라는 제품 카테고리 안에 

갇히기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한 디자인을 통해 수납형 샤워기,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 등 실험적 제품을 만들며 

욕실 공간을 혁신해왔다. 세비앙이 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를 역할을 자임하는 

이유다. 이런 세비앙의 ‘Next step’은 욕실 밖 리빙 공간을 향한다. 세비앙은 디자인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리빙 

공간 상품 개발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헬스케어 사업부를 통해 욕실 공간에서 실현했던 생활 위생을 주방 공간에 도입했으며, 복지 용구 사업부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편리한 욕실 공간뿐만 아니라 리빙 공간 역시 제공하고 있다. 리빙 공간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에서도 세비앙의 디자인 철학은 빛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가치, 디자인의 본질은 ‘배려’와 

‘다양성’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세비앙이 그리는 미래의 주거 공간이 기대되는 이유다.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 올인-4R

디자인 인력 채용으로 개선된 신제품 홍보물

올인-4R이 설치된 욕실 공간

기존의 홍보물은 정보 전달에 충실한 데 반해 고객의 

눈길을 끄는 시각적 요소가 부족해 다소 밋밋한 차원에 

머물렀다. 신규 디자이너는 설명적 홍보물이 오히려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심 

정보만 간략히 전달하는 전략을 취한다. 또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그래픽을 사용해 정보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하게 

디자인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충실히 전달했으며, 기업의 

키컬러를 사용하여 브랜딩 역시 강화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해 구매 욕구 자극

직관적 그래픽을 활용해 정보 전달력 향상

트렌드 분석 및 당사 제품과 접목해 감각적 시각 디자인 진행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신제품 홍보물 디자인 전략

세비앙의 경영 이념인 ‘홍익정신’은
인류의 가치로운 삶과 지구환경의 근원에 널리 이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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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를 위한
디자인 혁신을 꿈꾸다

㈜티어원은 ‘쉽고 빠른 금형/사출, 소량생산 전문’이

라는 타이틀을 가진 플라스틱 금형 사출 전문기업이다. 

반자동 소형 사출기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소량 양산을 

진행한다. 일반 사출기가 대량생산에만 치우쳐져 있는 

업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소량생산으로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한계가 있었던 3D 프린터의

단점도 보완이 가능하다. 소규모 제조기업,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교육기관, 개발기관, 소재 개발 

연구소 등에서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양산을 위해 티어

원을 찾고 있다. 티어원은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들의 든든한 협력사로 자리 잡고 있다.

㈜티어원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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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국내 사출기 시장의 새로운 혁신이 되고자

브랜딩 콘셉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티어원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반자동 소형 사출기 출시 예정

예비, 초기, 소규모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제품 디자인

회사 홈페이지, SNS, 포트폴리오,
명함 디자인 등을 통한 회사 신뢰성 제고

고객사와 기구 설계 엔지니어를 연결하는
핵심 조정자

‘전문가’ 이미지에 포커싱한
브랜딩 콘셉트 수립

예비/초기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강화

인력 변화

2022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년
· 소형 사출성형기 디자인출원

· 벤처기업 인증 / (사)벤처기업협회

· ISO 9001 / ACE인증원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2명0명 5명1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469,969,457원

230,030,543원

디자이너 고용 전과 후 매출액 
+239,938,914원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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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원

대량생산에 치우쳐져 있던 국내 사출성형시장에서의 혁신 사례

취업의 어려움, 평생직장의 소멸, 자아실현, 투잡족 등의 증가로 인해, 제품 개발을 통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전문 지식과 치열한 준비 없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냉혹한 경쟁에 밀려나는 사례 또한 늘어나

고 있다. 특히나 제조 분야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대량생산에만 맞추어진 국내 사

출성형업계에서 소량생산을 의뢰하기가 매우 어렵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소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3D 프린터기는 세밀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상품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티어원은 이러한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자동 소형 사출기’를 통한 소량생산 전문으로 예비, 초기, 

소규모 창업가들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고 있다. 아이디어 구상 – 전략 기획 - 1차 시장조사 – 디자인 – 제품 설계 

- 시제품 제작 - 2차 시장조사 – 금형 제작 – 생산 – 패키지 제작 – 조립/포장 – 물류/택배/보관에 따른 12가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제품 제작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총 12가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정의

디자인 수정 및 차별화를 통한 회사 신뢰성 제고

티어원 소형 사출기

‘반자동 소형 사출기’를 통해 소량생산 전문으로 
예비, 초기, 소규모 창업가들의 든든한 협력자로 부상

제품 디자인, 고객사와 기구 설계자와의
가교가 되다

티어원은 예비, 초기, 소규모 창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속하면서,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제품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디

자인’을 놓치게 된다면 사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나 이 ‘디자인’에도 가격, 성능, 브랜드 

가치 등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없이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며, 

디자이너의 역량은 개발비용, 개발 기간, 제품 원가, 

핵심 성능 등에 큰 영향을 준다. 제품 개발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티어원은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제품 제작을 위해 디자인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디자인진흥원에서의 디자인인력지원

사업은 티어원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었다. 고객사와 기구 설계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이너’를 뽑을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에 모두 역량이 

있는 디자이너를 채용하게 되었고, 외부에 노출되는 

시각 디자인 수정 및 차별화를 통해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기구 설계자제품 디자이너고객사

디자인 인력과 함께 제품의 디테일을 살리다

티어원은 디자인 전문 인력과 함께 총 5가지의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마트 골프보드, 스마트 콘센트, 

반려견 장난감, 색이 섞이는 3D 펜 등을 개발하면서 시장조사와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등의 작업을 완수

하였다. 제품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 사출 금형 제작 및 양산까지 티어원이 총괄하여 제작한 제품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디자이너의 부재로 인해, 제품 디자인의 디테일 수립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반자동 소형 사출기의 

초기 디자인은 작지 않은 크기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제품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었으며, 버튼이나 제어

장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다. 렌더링의 경우에도 재질 

묘사나 빛 표현이 어색하여 실제 제품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전문 디자이너의 합류 이후, 비율 수정, 버튼 

및 제어장치 추가를 통해 디테일을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렌더링과 컬러 베리에이션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며 

제품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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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원

전문가 이미지에 포커싱한 브랜딩,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다

현재 티어원은 ‘전문가’라는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회사 브랜딩 콘셉트를 전개하고 있다. 신뢰와 미래지향

적인 이미지의 어두운 블루를 키컬러로 채택하였고, 폰트 또한 고딕체를 사용하여 전문가 이미지에 힘을 실었다. 

전체적으로 곡선형의 그래픽보다는 직선형의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며, 컬러 사용을 3가지 이하로 제한하여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해당 브랜딩 디자인을 활용하여 회사 소개서와 명함, 봉투, 블로그, 홈페이

지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하였다. 특히 회사의 첫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함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장식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능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회사 특성상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므로, 단가 

및 생산 용이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심플하면서 하드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고객들의 안목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사출 공정에서의 한계를 디자인으로 보완하는,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소형 사출기는 제품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편견을 뒤집는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문 디자이너의 영입은 앞으로 티어원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시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랜딩 콘셉트에 맞추어 제작된 명함 및 서류봉투 홈페이지 리뉴얼 후

홈페이지 리뉴얼 전

디테일

보완

자연스러운

렌더링

컬러

베리에이션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냄

티어원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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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운수 솔루션,
디자인 씽킹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다

키키아이는 버스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이다.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통해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로써 이동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키키아이의 첫 번재 프로젝

트인 스마트 운수 솔루션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버스 운행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기반 

최적화 기술을 통해 운수업의 경영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키키아이㈜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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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디자인 씽킹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겠습니다.

키키아이㈜

AI 기술을 접목해 버스 운수
생태계의 변화를 견인

승객과 시민, 운수 사업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운수 솔루션

승객 안전, 공공 안전뿐만 아니라
운수 사업자의 경영 혁신까지 책임지다

맡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영역을 아우르는 디자이너의 활약

디자인적 사고로 기획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다

디자인 씽킹으로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바꾸다

인력 변화

2021년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획득

· 특허 출원

(등록 완료)

- 자동 버스 배차 방법(시내버스 배차관리 시스템)

(진행 중) 

- 승무원 운행평가 시스템

- 시내버스 실시간 노선분석

- 운수사 근무‧휴무 계획 자동화를 통한 공정 배차 시스템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7명0명 13명1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220,000,000원
(2021년)

3 4

5 6

1 2
108,000,000원

(2020년)

2020년 대비
10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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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아이㈜

승객 안전, 공공 안전, 운수 사업자 솔루션
세 가지의 스마트 운수 솔루션을 통해 버스 운수 생태계를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세상을 구현하다

전문 디자인 인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인하우스 디자이너 고용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만나게 되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운수 솔루션으로 버스 운수 생태계를 바꾸다

키키아이㈜는 버스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를 주도하며 승객과 시민, 운수 사업자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

하는 혁신기업이다. 시내버스는 한 해 54억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으로, 연간 도시철도 이용자 13억 

명보다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도시철도보다 승객 안전사고의 비율은 월등히 높으며, 버스와 사람 간 사고 85% 

이상이 차내 전도 사고 및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 측면에서나, 운수 사업

자의 수익성 측면에서나 어려움이 있어 운수업의 경영 환경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키키아이는 인

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버스 운수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2020년 4월 안양시 소재 버스 차고지에서 설립됐다.

키키아이는 스마트 운수 솔루션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승객 안전(Passenger Safety)이다. 키키

아이는 버스 내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중 혹은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여 운전기사 및 운수회사에 자동 경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공공 안전

(Public Safety)이다. 키키아이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탑승객 중 치매 환자, 실종아동 및 수배자를 인지

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운수 사업자 솔루션(Bus Operator 

Solutions)으로 스마트한 배차 시스템을 통해 운전기사의 근무 피로도는 낮추되 버스 가동률은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로 결심하다

2021년은 키키아이가 연구개발을 시작한 원년으로, 최소한의 기획 인력과 엔지니어 인력으로 스마트 운수 솔

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실력 있는 기획자와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강력한 팀이었으나, 디자인 역량이 전무한 상태

였기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표현해야 할 단계에서 곧바로 한계에 부딪혔다. 초기 자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

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인력이 필수라는 생각에 급하게 디자이너를 용역 형태로 고용했다. 

경력 많은 디자이너는 아니었으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는 순풍을 탄 듯 진행되기 시작

했다. 전문 디자인 인력의 중요성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디자인이 아닌, 절차적 당위성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급히 진행된 디자인이었기에 

미흡한 느낌을 지울 순 없었다. 애초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프로젝트를 시작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팀 내부에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팀원들의 의견이 강해졌을 때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인력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디자이너의 필요성을 체감하긴 했으나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있었던 키키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 키키아이는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디자인 역량을 갖춘 리더십의 파급력

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인하우스 디자

이너를 채용하게 된 키키아이는 IR피칭 자료와 같은 

주요 제안서부터 디자인 업무를 맡기게 된다. 디자이너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이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존에 회사에서 제작한 디자인물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기존 디자인

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 디자이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성으로 CI, IR, SW

(소프트웨어), HW(하드웨어) 등 회사의 전 영역에서 

디자인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디자이너. 그는 브

맡은 디자인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사 전 영역에 걸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적극성

디자인적 사고로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십

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특성을 

살리는 데에도 막대한 공을 세운다. 개선된 디자인은 

트렌디할 뿐만 아니라 왜 이처럼 디자인되었는지 설명

이 가능하고, 이로써 어디든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디자이너 스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PM으로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며, 디자인 역량을 갖춘 PM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의 

양상을 팀 내에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 진행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이를 텍스트로 정리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적 분석이 함께 들어가며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기발

한 기획이 가능하게 됐다. 디자인 감각을 갖춘 리더의 

파급력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키아이의 개선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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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아이㈜

기업의 경영 방식을 혁신하는 디자인 씽킹

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은 단순히 디자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키키아이의 경영 마인드를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다. 디자이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디자인 역량을 갖춘 리더십, 즉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으로까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갔다. 디자인 씽킹이란 디자이너가 무엇인가를 디자인할 때의 사고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고, 동시에 고객을 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의미한다.1)

키키아이는 앞으로 디자인 씽킹을 기업 경영 방식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술성과 사업성, 그리고 심미성을 두루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키키아이의 가치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중심의 

기획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목표다.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키키아이의 믿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키키

아이의 비전이 디자인 씽킹을 통해 실현될 날을 기대한다.

키키아이의 개선된 SW 디자인

키키아이의 개선된 SW 로그인 화면 디자인

키키아이의 개선된 SW 홈메인 디자인

1) 참고: 창의융합 프로젝트 아이디어북의 ‘디자인 씽킹’ 정의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바꾼 디자이너의 활약,
기업의 경영 방식을 디자인 씽킹으로 쇄신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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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 있는 혁신

㈜에이블소프트는 전자칠판 및 원격강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13년 경력의 

학원장 출신 교육 전문가가 설립한 기업이다. 수업 

현장에 가장 친화적이며, 원격 AS가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자칠판을 개발하여 에듀테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1억 원이 

되지 않았던 매출이, 2019년 8억 원, 2020년 1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약 35억 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에이블소프트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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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이블소프트

비대면 교육이 키워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구 ‘전자칠판’ 개발

교육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고민을
기술로 풀어낸 선구적인 아이템

빔프로젝터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칠판으로 시장 점유

일반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바꿔주는
DIY 패키지 개발

벤처기업, ISO 9001, ISO140001
인증으로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 확보

SNS 채널에 맞는 디자인 개발,
바이럴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

인력 변화

2021년
· 12월 투자유치 100백만원 / 커넥팅닷유나이티드

· 6월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 창업진흥원

· 4월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선정 / 한국무역협회 

· 3월 IP제품혁신지원사업 선정 / 특허청

· 3월 ISO 9001·ISO 14001 획득 / ICR

· 1월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월 투자유치 30백만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2명4명 14명5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900,000,000원
(2021년)

867,154,883원
(2020년)

1년 전과의 비교
+10억원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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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소프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변했다. 특히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

되고 있는 교육업은 아날로그에서 벗어난 ‘디지털화’에 

가속이 붙은 업종 중 하나일 것이다. 교육 박람회만 

가보아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온/오프라인 강의에 모두 유용한 ‘전자칠판’

은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장비 중 하나다.

시중에 수많은 전자칠판 상품이 있지만, ㈜에이블

소프트의 전자칠판은 솔루션의 출발 지점부터 다르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13년간 입시학원을 운영해온 

에이블소프트 정민권 대표가 교사와 학생들의 현실적

인 고민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냈다는 것이 

에이블소프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치열한 전자칠판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다

전자칠판을 개발하는 기존 경쟁사 마케팅 자료를 분석하면 ‘기능, 성능, 스펙’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득하다. 전자

칠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와 같은 H/W 대부분은 이미 4~5년 전에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업계 대부분이 유사한 수준의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에이블소프트 

또한, 3년 전 하드웨어를 개발한 이후 ‘기능적 우수성’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으나, 기능 업데이트 위주의 변화만 

주면서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한 제품 디자인에 뚜렷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었다. 시장의 선두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X를 강화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적용을 통해 상품성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제품 고도화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번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디자인 고급 인력을 채용하여 ‘Next step’으로의 가능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타깃 시장에 분포된 주요 

고객층을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을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교실 및 회의실 인테

리어에 어울릴 수 있는 CMF를 적용하였으며, 이동 시 파손과 분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Before DIY 패키지 After DIY 패키지

현장에서 쌓인 내공과 경험에서만 알 수 있는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에 적용하다

이렇게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디자인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공적인 스케일업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신규 아이템 ‘뇌파 측정 헤드셋’의 제품 디자인 설계 및 목업 작업을 추진

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인력의 역량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민에서 출발한 에이블소프트의 전자칠판은, 아이

들이 보고 있는 책을 칠판에 띄우자는 아이디어를 실

현하였다.

본 제품은 보편적인 TV형 LED 방식이 아닌, 빔프로

젝터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적외선 카메라, 터치펜, 리모컨, 판서 S/W로 구성된 

DIY 패키지를 활용하면 누구나 5분 만에 일반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바꾸어 사용이 가능하다. 눈부심이 

적어 오랜 시간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편하고, 기존 

LED형 전자칠판보다 3배 저렴하여 가격 부담감을 

대폭 낮추었다.

전자펜 판서의 불편함, 새 기능 적응의 어려움, 구입

하기엔 높은 가격 등을 해결한 에이블소프트의 전자

칠판은 독보적 경쟁력으로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장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 기술을 더하다

뇌파 측정 헤드셋 목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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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소프트

홍보 마케팅에 최적화된, 인스타그래머블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다

‘인스타그래머블’이란 SNS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 (-able)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다.

채용된 디자인 인력과 함께 주요 고객층을 분석하면서, 전자칠판을 도입한 고객 중 50%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사 제품을 처음 인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30대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교육업의 특성상, 젊은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1순위로 고려하여 홍보 마케팅 플랜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용자에 의한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기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실용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사용자들의 후기를 활용한 콘

텐츠를 제작하였다. 현재 포스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래머블 제품 

디자인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넘어선 가능성, 세계적인 에듀테크 기업을 꿈꾸다

2019년, 시장조사업체 Holon IQ는 세계 교육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했다. 2025년에는 세계 교육 시장이

7조 8,000억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Holon IQ의 발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세계 교육 시장 중 디지털을 활용한 ‘이러닝’과 ‘에듀테크’ 대한 시장성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이블소프트는 에듀테크에 대한 전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 물결에 합류하고자 꾸준하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에이블소프트의 전자칠판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 및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교육 현장검증을 이루어 에듀테크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특히 교육열이 뜨거운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전문 디자인 인력이 합류하면서 제품 디자인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해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 충분히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으로 이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을 선도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인 에이블소프트, 그 밝은 미래 가능성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제품 디자인(시공사진)

글로벌 가능성을 타진하는 제품 디자인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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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와고무신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선입견을 깬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다

군화와고무신은 2012년 밀리터리 브랜드로 설립되어 

밀리터리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밀리터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변화와 트렌드에 취약한 밀리터리 

시장에 다양한 제품군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밀리터리 

제품은 군인의 전유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밀리터리 제품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데일리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난 밀리터리 의류가 주력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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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밀리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군화와고무신

트렌디한 밀리터리 브랜드로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다

밀리터리 제품은 군인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깨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밀리터리 제품으로 디자인하다

전략적인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다

트렌드와 기본기를 동시에 지킨
제품을 만들다

우수 디자인 인재를 영입해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다

인력 변화

2020년
· 디자인연구전담부서 설립

· 성과공유기업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 ISO 9001 인증 / 국제표준화기구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9명5명 10명6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570,000,000원
(2021년)

300,000,000원
(2020년)

2020년도 대비
90%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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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와고무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밀리터리 브랜드

군화와고무신은 밀리터리 브랜드로 2012년 설립됐다. 

변화와 트렌드에 취약한 기존 밀리터리 시장에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며 신선한 바

람을 일으켰다. 특히 밀리터리 제품은 ‘군인들의 전유물’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과 학생, 직장인도 사

용할 수 있는 데일리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해 제품을

개발 및 디자인했다. 홍보 마케팅 시에도 소비자가 이 

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

했다. 군화와고무신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착장 모습 및 후기 

사진이 올라와 있는 이유다.

실제로 10~20대에게 인기 많은 SNS 기반 쇼핑 플

랫폼 스타일쉐어, 여성 의류 쇼핑몰 에이블리, 남성 

의류 쇼핑몰 하이버 등 다양한 쇼핑몰에 입점하며 

‘밀리터리 제품은 군인들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깨고 

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밀리브로’를 런칭해 품질과 

가성비는 물론 디자인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밀리터리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인기 브랜드로 성장 중이다.

트렌드와 기본기를 동시에 지킨
밀리터리 의류

군화와고무신의 제품 라인업은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밀리터리 제품으로 가득하다. 오버핏 반팔 

티셔츠, 머슬핏 반팔 티셔츠, 맨투맨, 후리스, 후드티, 

후드집업, 조거팬츠 등이다. 특히 반팔 티셔츠의 경우 

자사의 기존 제품을 포함하여 타사의 제품까지 살펴

보았을 때 기능에 충실한 딱 맞는 착용감의 슬림핏 

제품이 많았다. 그러나 밀리터리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해 보니, 현재의 패션 

트렌드는 무심하게 툭 걸쳐 입은 듯한 ‘오버핏’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군화와고무신은 오버핏을 밀리

터리 제품에 적용해 Z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트렌

디한 룩을 완성한다.

군화와고무신은 남녀노소 착용할 수 있는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을 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기를 잃지 

않는다. 그 기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밀리

터리 백팩이다. 밀리터리 백팩은 폴리 800D 원단으로 

만들어져 생활 방수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스트랩과 어깨와 등의 스펀지 패드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자랑한다. 이뿐만 아니라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과 3개의 서브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져 많은 수납공간을 자랑하며, 그럼에도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해 체구가 작은 사람도 

매는 데 불편함이 없게 했다. 이처럼 기능성과 내구

성이 탁월함에도 유통 단계를 줄인 거품 없는 가격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화와고무신의 로카 오버핏 반팔 티셔츠

군화와고무신의 밀리터리 백팩

밀리터리 제품으로서 기능성과 내구성 확보

패션 아이템으로서 현재의 트렌드 반영

유통 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판매

밀리터리 의류 전략

밀리터리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

군인들의 전유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패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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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선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목표

기존의 밀리터리 제품은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투박한 제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이 실제 군인을 위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남성미가 부각되는 차원에 머물러 여성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디자인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밀리터리 제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화와고무

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리터리 제품은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집요하게 물으며 제품 개발에 몰두한 결과, 군화와고무신은 기존 밀리터리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퀄리티와 트렌디함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밀리터리 백팩과 의류 

디자인을 개선하여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군화와고무신은 끊임없이 제품 연구개발에 몰두

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밀리터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집요하게 물어야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군화와고무신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영입해 더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보다

다양한 제품군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밀리터리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킨 군화와고무신. 그러나 매년 늘어나며 바짝 

뒤를 쫓아오는 다른 밀리터리 브랜드들과 차별화 지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여전히 고객

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 안주해서는 언제 시장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군화와

고무신은 그 해법으로 정공법을 택했다. 제조기업이라면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 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승

부를 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와중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팀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함께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갈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점에 알게 된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 군화와고무신은 바로 사업에 

지원하고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어 훌륭한 디자인 인재를 채용하는 데 성공한다. 새로운 디자이너는 더욱 트렌

디한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고 다양한 제품군에 이를 적용하여 퀄리티 높은 신제품을 완성했다. 이는 자사의 쇼핑몰 및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 선보여져 실질적인 판매와 매출 성과로 이어졌다.

‘더 퀄리티 높은 제품, 더 트렌디한 디자인’이라는 정공법으로 승부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영입해 이를 실현

전략적인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어필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

신제품 여성용 로카 맨투맨 연보라

신제품 로카 카디건 모카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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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리서치801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고객 경험을 중시한 브랜딩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하다

㈜디자인리서치801은 서비스 디자인 전문회사로 철저한 고객 경험 분석을 통해 브랜딩 및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다수의 고객사에 제공한다. 또한 그간의 서비스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파 브랜드 ‘나잇스위밍(Night Swimming)’을 런칭했다. 나잇스위밍은 고객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그날의 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고객 경험을 중시한다. 나잇스위밍 제

품은 굿 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으며 텐바이텐, SSG 등 유명 온라인몰에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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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나잇스위밍에 몸을 담그는 순간, 그날의 바다가 떠오릅니다.

㈜디자인리서치801

서비스 디자인 노하우로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다

그날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적인 스파 브랜드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고객 경험을 중시하다

오감과 감성을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스파 제품

브랜딩 강화를 위해 경험 많은
디자이너를 채용하다

글로벌 패키지 및 웹사이트 제작으로
해외 진출의 초석을 마련하다

인력 변화

2021년
·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거제 바다 품은 배스밤, 거제 몽돌 비누) / 서울산업진흥원

·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성공(목표 금액 275% 달성)

· 한화 벨버디어 리조트 기프트샵 입점

· 온라인몰 텐바이텐 입점

· DDP 디자인페어, 디자인마켓 참가 / 서울디자인재단

· 관광이음주간 전시체험존 참가 / 한국관광공사

· 디자인 상표권 획득

2020년
· 굿 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 온라인몰 SSG.com 입점

기타성과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5명3명 6명4명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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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리서치801

거제 밤바다를 품은 Romantic Night 배스밤

거제 아침바다를 품은 Daylight 배스밤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리서치801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공감

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 디자인 

전문회사다.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관찰하는 것이 아닌, 관찰 대상의 환경에 몰입하여 

고객의 눈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고객의 입장이 되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고객 경험 분석의 핵심이다. 

상세하게 관찰하되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진단을 통하여 고객사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파악 및 디자인 솔루션 도출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리서치는801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기반

으로 브랜딩 및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고객사와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브랜딩 역량이 강화되었고, 서비스 디자인 전문 

회사를 넘어서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갔다. 그 유의미한 시도가 바로 스파 브랜드 ‘나잇

스위밍’이다.

서비스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 구축

거제 바다 품은 배스밤
거제의 따사로운 햇살로 빛나는 아침 바다와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밤바다를 닮은 배스밤. 싱그러운

유자와 상쾌한 티트리오일을 Daylight 배스밤에,

은은한 동백오일과 진정 효과를 지닌 알로에 베라켈을 

Romantic Night 배스밤에 담아 아름다운 거제의 

하루가 담긴 바다를 선물한다.

거제 몽돌 비누
거제 몽돌해변의 몽돌 모양을 닮은 비누.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몽돌의 아름다운 곡선과 거제의 

청량한 푸른빛을 비누에 담았다.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모양이 특징이다.

몸을 담그는 순간 그날의 바다가 떠오르다

나잇스위밍은 ‘Bath to life,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바다에서 추출된 

자연 유래 성분으로 스파 제품을 만드는 스파 브랜드다. 

고객이 나잇스위밍의 스파 제품을 사용할 때 마치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도록 해, 바다

에서의 추억을 상기하고 이를 통해 자연 명상과 휴식에 

이를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했다.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서서 어느 곳에서든 몸을 담그는 순간 아름답고 

다채로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다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나잇스위밍은 부산, 통영, 거제 등 바다가 아름다운 

지역을 모티브로 지역의 바다를 담은 스파 제품을 

개발해 고객의 구체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나잇

스위밍의 제품은 스파 제품으로써, 지역의 기념품으

로써, 혹은 장식을 위한 오브제로써 고객이 다양한 목

적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이를 위해 

심플하면서도 휴대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바다의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제품 패

키지의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오감과 감성을 복합적으로 자극하여 다른 

스파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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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리서치801

자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경력 많은 디자이너 채용

나잇스위밍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시작됐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부산, 통영, 거제, 남해 4권역의 지역 스토리가 담긴 통합 브랜드 구축 및 관광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 보니 자체 브랜드 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또한 나잇스위밍 자체 쇼핑몰이 아닌 스

마트 스토어 중심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와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미비했다. 서비스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출발했기에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팀 내부에 있었으나 소수 정예였기에 

자체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키우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

이때 알게 된 것이 바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이었다. 나잇스위밍은 스파 제품을 

제조하는 브랜드였기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됐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디자이너를 채용했다. 신규 채용 디자이너는 이미 다수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거머쥔 경력 많은 디자

이너였다. 전문 인력을 통해 제품의 전반적인 톤앤매너와 브랜딩을 잡고 거시적 관점에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탄탄한 브랜딩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다

브랜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담았다는 브랜드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되,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상상하게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이 구축해 이미지 확장을 도모했다. 

실내에서 목욕하는 행위를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과정을 브랜드의 중요한 사용자 경험으로 가정

하고, 이를 위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의 

경험 중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목욕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톤앤매너를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

들로 담아냈다. 

또한 추후 출시될 다양한 제품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복잡한 컬러를 사용하기보다 절제된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은 거시적 관점에서 
브랜드 및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1.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으로 브랜드 이미지 확장

2. 바다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

3. 절제된 컬러와 자연 친화적 픽토그램으로 통합된 이미지 구축

4. 웹사이트 및 SNS를 통해 브랜드 스토리 전달

5. 글로벌 패키지 및 웹사이트 구축해 해외 진출 기반 마련

통합적인 브랜드 톤앤매너를 구축했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의 요소를 형상화한 픽토

그램을 디자인해 자연스럽게 녹여내기도 했다.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 브랜드 및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딩이 완성됐다. 

통합적인 브랜딩 작업 이후에는 웹사이트와 SNS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나잇스위밍의 철학과 핵심 가치, 상품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키지 제작 및 글로벌 웹사이트 제작을 통해 

나이트스위밍이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잇

스위밍은 글로벌 패키지 및 웹사이트를 십분 활용해 해외 시장으로 발돋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미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까지 제품을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다.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알리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선물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길 기대한다.

거제 몽돌 비누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스토리를
전달하는 나잇스위밍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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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을 완성하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단순한 제품 제작을 넘어서서 제품 컨설팅,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양산 연계에 이르기까지 산업 

디자인과 공학 기술이 융합된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 국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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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공학적 사고로 디자인할 때, 비로소 제품은 살아 움직입니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 디자인 역량의 융합

제품의 외형과 작동성을 담보하는
고품질 디자인 서비스

스타트업 제품 개발의
어려움 해소

국내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비전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081,727,310원983,388,464원

상품 매출액 변화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9명6명 20명8명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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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프웨이즈코리아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

제조업 분야 창업자가 초기 창업 시기 가장 고전하는 단계가 있다. 바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단계이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만 있을 뿐 실제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맞는지,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제품을 제작할지 모든 것이 막막한 게 사실

이다. 이는 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업력이 쌓인 중견기업조차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기업이 있다. 바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전문기업 ㈜쉐이프웨이즈

코리아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예비 창업자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에 제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 디자인 역량을 연계해 제품 개발 컨설팅을 시작으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양산 연계 등의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고객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제품군과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제품의 성격과 용도에 

최적화된 모양(Shape), 색상(Color), 구조(Structure)를 제공한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이름 그대로 고객사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청사진

특히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뒤흔들려는 스타트

업이 많지만, 전문 지식의 부족과 자금난으로 제대로 

된 제품 한 번 선보이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제품 개발 토탈 솔

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

한다. ‘2021년 스타트업 제품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품 콘셉트 및 디자인, 3D 모델링 

데이터를 제공하여 초기 창업 기업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의 초기 아이디어는 대개 창업자가 손으로 그린 

그림인 경우가 많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이를 바탕

으로 제품의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고품질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실체화하고 향후 제품 개발에 직접 적용 가능한 데이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트업 

16개사와 수시로 비대면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며 

그들의 다종다양한 니즈를 파악했다. 다양한 분야에 

제품이 분산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이해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으나, 쉐이프웨이즈

코리아는 그간의 업력과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16종의 시제품 제작을 훌륭히 해냈다.

창업자 박정임님의 제품 3D 모델링

창업자 박정훈님의 제품 3D 모델링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제품 컨설팅

제품의 성격과 용도에 맞는

최적의 제품 디자인

쉐이프웨이즈코리아의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

제품의 작동성을 담보하는

고품질의 디자인 서비스

1.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 디자인 역량 연계

2. 제품 컨설팅부터 디자인, 제작을 잇는 제품 개발 원스톱(one-stop) 솔루션

3. 다양한 제품군과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203 204PART 1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쉐이프웨이즈코리아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3D 프린팅 업계의 허브

기업의 이득만을 생각하기보다 창업에 꿈을 안고 도전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내 산업과 함께 성장

하고자 하는 쉐이프웨이즈코리아.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3D 프린팅 전문 교육 과정

에서도 드러난다. 자사의 기술을 산학협력을 통해 나누며 3D 프린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3D 프린팅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3D 프린팅 센터를 전문 위탁 운영

하며, 현장에 있는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 과정 및 센터 운영을 통해 여러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맺은 끈끈한 파트너십은 쉐이프웨이즈코리아의 자산

이기도 하다. 이 파트너십을 단순히 고객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파트너사들 간의 네트워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장차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허브로서 기업의 역할을 내다보는 쉐이프웨이즈코리아. 

무한한 연결을 꿈꿀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가능성 역시 무한하다.

공학적 사고로 디자인하는 기술 융합 디자이너를 기용해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을 완성하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허브로서,
국내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비전

공학적 사고로 디자인하는
기술 융합 디자이너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그간 3D 프린팅 기술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을 활용해 다양한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

들이 제품 개발 초기 공정에서 제품 디자인 자체에 고전

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가 

제품 개발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산업 

디자인 역량이 꼭 필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단순히 제품 외관을 잘 디자인하는 것에 그쳐

서는 안 됐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빠르게 시제품 

제작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작했을 때 제대로 

창업자 곽기택님의 제품 3D 모델링

쉐이프웨이즈코리아에서
위탁 운영하는 3D 프린팅 센터

쉐이프웨이즈코리아에서
진행하는 3D 프린팅 교육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역시 중요했다. 그야

말로 산업 디자인과 공학이 만나는 지점에 쉐이프웨

이즈코리아가 제공할 고품질 디자인 서비스가 있었다.

쉐이프웨이즈코리아는 사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산업 디자인과 공학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기술 융합 

디자이너를 기용했다. 이 바탕에 바로 한국디자인

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이 있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전문기업이 기술 

융합 산업 디자이너를 확보함으로써 제품 컨설팅

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 양산 연계에 이르기까지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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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지그룹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주거안심서비스 현실화의
새로운 발판, 신뢰를 디자인하다

㈜케이알지그룹은 ‘보증금지우개 무방’을 통해 국내 

최초로 보증금 대신 임차인의 월세 납부 능력을 검증

하여 임대차 계약 진행을 도와주는 주거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희망자의 월세 지불 능력을 사전에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판단한 후, 심사에 통과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무방이 임대인에게 보증하는 월세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꼭 받지 않아도 된다. 무방은 월세 능력이 검증된 임

차인과 안심하고 공실 해결을 원하는 임대인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고액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사회 초년생 1인 가구 청년들과 월세 체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싶은 집주인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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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한국형 월세 보증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성을 돋보이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케이알지그룹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검증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월세 보증심사 시스템’ 개발

복잡함을 덜어내고 편리함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서비스로 발돋움

신뢰성과 안정성의 시각화 작업으로
고객 유입도 상승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친화 서비스에 기술 도입

전문 인재들의 인프라에 기반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인력 변화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7명0명 10명1명

3 4

5 6

1 2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지원사업 참여 이후 약 2.5배 이상의
매출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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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지그룹

무방 유튜브 채널 콘텐츠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단비, 주거안심서비스

보증금 부담으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청년 1인 가구의 현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임대인이 월세 체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월세 20개월분의 부담스러운 금액인 경우가 

많다. 고액의 보증금 문화로 인해, 신용이 없는 취약계층인 사회 초년생들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고 금리에 

노출되고, 점점 고립되는 주거환경에 의한 ‘청년 고독사’ 문제 등에 노출된다. 

‘보증금지우개 무방’은 이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많은 나라들이 보증금을 대체

하는 보증 시스템이 적용된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례를 통해 ‘보증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

되었다. 무방은 해외의 임대 보증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하며, 한국 임대문화 실정에 맞는 현장 경험을 거쳐 

‘한국형 월세 보증심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해외 사례를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최초 ‘한국형 월세 보증심사 시스템’ 구축

다양한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다

견고한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리함, 그리고 합리성을 전달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많았다. 방을 구하는 20대의 임차인과, 방을 임대하는 

60~70대의 임대인, 그리고 40~50대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를 설득하는 것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 거의 모든 

세대가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가독성 있게 보여주는 작업이 매우 절실했다. 그렇기에 무방은 

새로운 임대 문화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설명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세대의 차이를 좁히는 콘텐츠 제작을 결심

하게 되었다.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된 디자인 인력과 함께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웹페이지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었다. 

기존의 서비스 중심의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 디자인으로 리뉴얼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무방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전략 마케팅과 디자이너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함께 협업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30대 임차인

40~50대 부동산 중개인

모두를 설득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및 콘텐츠 필요

60~70대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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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지그룹

회사 소개 배너 이미지

무방 홈페이지 이미지 SNS 홍보 이미지

전문 인재들의 인프라에 기반한
혁신적 시스템

㈜케이알지그룹의 김기성 대표는 일본에서 임대관리 

및 월세 보증사업을 하던 전문인이다. 2014년 본격

적인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면서, 일본 현지에서 집을 

구할 당시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보증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한국 내에서도 보증금 없는

문화를 구축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국내로 다시 돌아와

무방 서비스를 런칭했다. 김기성 대표는 해외에서 경험

했던 부동산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조사하고, 

가장 중요한 ‘법률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연구에 시간을 들여 탄탄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무방’이 런칭된 이후 다방면의 전문 인재들과 협업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무방은 지금까지 약 3만 

8000명( 2021년 12월 기준)이 서비스를 신청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은 사고율 

1.1%(2021년 12월 기준, 사고율 정의 : 계약이 종료

되는 퇴거 시점에서 무방 피해금액을 표시)라는 숫자 

앞에서 해결되었다.

고객이 믿을 수 있도록, 더 안전한 디자인

보증금지우개 무방의 핵심 디자인 콘셉트는 바로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이다. 한국에는 아직 ‘월세

보증심사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은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는 이상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무방이 주목한 것도 

브랜딩에서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서비스가 

얼마나 전문적인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았는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방은 디자인으로 답하고 있다.

일러스트보다는 실사 이미지를, 어두운 색감보다는 

밝고 경쾌한 채도를 사용하여 무방을 찾아온 고객들

에게 시각화된 신뢰도를 전한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닌, 전달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무방은 체계적인 디자인을 통해 

무방이 가진 스토리를 전달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 

디자인을 지향하고자 한다.

대표자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시스템,
3만 8000명(2021년 12월 기준) 이용자의 
선택을 받다

서비스의 전문성은 디자인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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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보완하여, 
더 완벽한 출발을 그리다

㈜다테크니끄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다테크니끄는 IT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평범한 헬멧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타입의 AR헬멧을 만들고 있다. 실시간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헬멧 쉴드에 가상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륜차 탑승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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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다테크니끄는 기술로 도전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테크니끄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의 출현

2022년, 본격적인 출발에 앞선
2021년의 완벽한 준비운동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상품 디자인의 발전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99점이 아닌
100점을 향한 섬세함

홈페이지 리뉴얼로
협업의 신뢰도 상승

2022년
· CES 참가 및 제품 공개

2021년
·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특허청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NICE

· ISO 9001 인증 / IGC 인증원

그 외 2021년 성과
·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 개발 완료

·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적용 대시보드 솔루션(SDS) 개발 완료 및 필드테스트 중 

· 이륜차 모빌리티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사업 분야 확장

· 이륜차 모빌리티 세이프티 솔루션 관련하여 헬멧 및 오토바이 업체와 전략적 협업 및 투자 논의 중

· AR Smart Helmet 개발 완료

인력 변화

기타성과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7명1명 10명2명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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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연결’되는 체험

㈜다테크니끄는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륜차 문화를 만든다. 다테크니끄의 첫 번째 

상품인, ‘AR 스마트 헬멧’은 쉴드를 통해 착용자에게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상품이다. 모바일과 연동

하여, 착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다테크니끄의 ‘AR 스마트 헬멧’은 이번 연도 1월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특허로 등록된 다테크니끄만의 선명하고 깊이 

있는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주행 시에도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이렇게 이륜차 탑승자에게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다양한 정보와 사람과 연결되는 체험을 제공하는 다테크니끄는 

두 번째 상품으로 ‘SDS-1’를 제시한다. ‘SDS-1’는 이륜차 대시보드에 적용되어 모바일과 연동시켜주는 스마트

대시보드 시스템(Smart Dashboard System)으로, 기존의 이륜차 탑승자들이 제공받을 수 없었던 내비

게이션 정보, 이륜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SDS-1’은 이륜차 탑승자들에게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마치 외부와 차단되어 보이는 헬멧을 통해 오히려 외부와의 더욱 자연

스러운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

과거가 담겨있는 미래,
다테크니끄의 디자인

다테크니끄는 IT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하여 세상에 없던 

상품을 제작하는 다테크니끄는 제조업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IT 기술의 미래적인 이미지를 조합하여,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한다. 

다테크니끄는 과거가 존재하기에 미래를 꿈꿀 수 

있음을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조화된 디자인이라

는 콘셉트로 제품 및 브랜딩을 풀어가고 있다. 오랜 시

간 멋을 유지해온 클래식함과, 눈길을 사로잡는 현대

적인 미감을 함께 조합하여, 새롭지만 어색하지 않

도록 디자인한다. 

Dreamed Future
From The Past.

㈜다테크니끄

AR 오픈페이스 헬멧

AR 풀페이스 헬멧

신규 제품 SDS-1

헬멧을 쓰는 순간부터 정보와
사람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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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군의 확장 및 디자인 개발

2. 국내 최초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 개발

3.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적용 대시보드 솔루션

(MCS) 개발

4. 디자인 특허 19건 신규 출원

5. 홈페이지 리뉴얼

6. 리플렛 제작

㈜다테크니끄

디자인 인력과 디자인의 결을 맞추다

초기의 다테크니끄는 스타트업이라는 특성상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으로 남겨지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의 이유 중엔 디자인 인력 부족

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도 5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다테크니끄와 디자인 결을 맞출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었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다테크니끄는 다양한 

디자인 인력과 협의하며, 함께 디자인의 결을 맞추어갈 

디자인 인력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신중히 

결을 맞추어간 끝에 다테크니끄의 디자인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함께하게 된 디자인 인력은 20여 년간의 

디자인 경력을 지닌 인재로, 제품 디자인과 웹디자인 

모두가 가능하여 이제 막 디자인과 마케팅을 시작한 

다테크니끄에 꼭 필요한 인재였다. 

99점이 아닌 100점을 향하여

다테크니끄는 99점과 100점의 차이에 집중한다.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도 다테크

니끄만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강하여 100이 되는 것이 다테크니끄의 목표다. 다테크니끄는 새로운 미래를 꿈

꾼다.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내년 7월 제품 출시와 1월 라스베이거스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및 

제품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다테크니끄는 도전하고 투자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 홈페이지 

1차 리뉴얼을 완료하며 헬멧 업체, 오토바이 업체 등과 미팅이 진행되어 협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오토바이 업체

와는 다테크니끄의 SDS를 적용한 전기 오토바이 개발 및 협업, 투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다테크니끄는 탄탄한 준비를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고, 또 든든한 협업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100점짜리 완벽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었다.
AR 스마트 헬멧 기존 디자인

기존의 리플렛 디자인

개선된 리플렛 디자인

AR 스마트 헬멧 신규 디자인

디자인 인력과 작업을 하며, 다테크니끄의 디자인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륜차 모빌리티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인 인력이 모든 디자인 콘

셉트를 개발해주어 수월하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었다. 

결이 맞고 유능한 디자인 인력과 함께하며, 다테크니

끄는 AR 스마트 헬멧 제품군을 5개로 확장하였고, 

나아가 디자인 개발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최초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 개발 및 이륜차 

전용 내비게이션 적용 대시보드 솔루션(MCS)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 특허 19건 신규 출원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까지 완료하며, 디자인 인력 

지원은 다테크니끄의 미래에 더욱 단단한 초석이 되어 

주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섬세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오점 없이 완벽한

사용자 경험의 실현

세계적인 기업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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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랫폼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지털 콘텐츠 장비 제조에
혁신을 담다

디지털 콘텐츠 및 장비를 제작하는 ㈜스마트플랫폼은 

문화유산을 디지털 영상 및 가상현실(VR, AR, MR, 

홀로그램)로 제작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

텐츠를 개발한다. 세계의 많은 문화유산이 자연재해, 

기후 변동 등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

하고, 전쟁과 재해 등으로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가상현실로 복원하여 미래세대에게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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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8명3명 10명4명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340,000,000원300,000,000원

2020년 대비 매출 
40,000,000원 증가

DIGEST

역사성이 깊은 잃어버린 문화재를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하였습니다.

㈜스마트플랫폼

밝은 곳에서 잘 보이는
3D Display 장치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배경 제거 기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실감 콘텐츠 제작

잃어버린 국외 소재 문화재를 재현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박물관·전시관 및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시 및 활용 가능

잃어버린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홍보 활동으로 문화재 굿즈 제작

기술과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 과정 통과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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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객 친화적 디자인을 차용하다

스마트플랫폼은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디자인의 ‘

영순위’라는 것이다. 자칫 심미성에만 치우친 디자인을 선호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외면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미성을 더하는 것을 디자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번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플랫폼은 이러한 디자인 철학에 동의하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었다. 작품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가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시

회를 기획하고 구성했던 경험을 통해 관객과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실제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디자인하되 전시품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진행했다. 또한, 제품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

게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강철 프레임을 포기하고 가벼운 소재를 찾으면서도 내구성, 뒤틀림 등의 구조적 

결함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소재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이 밖에도 색상의 간결함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 제품을 설치해 보며 최적의 색상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다.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결심
: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다

세계의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는 문화재를 ‘실물’로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 기후 

변화, 전쟁, 외교적 문제 등, 대비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역사적 가치가 깊은 중요한 문화재들이 사라

진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25개국, 610여 기관에 214,208점(2022.1.1.

기준)이 반출되었다. 이 중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6.25 

전쟁 중에 반출된 것이 대다수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

본에 94,341점, 미국에 54,185점이 있다.

이 문화재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에서, ㈜스마트플랫폼은 잃어버린 우리 문

화재를 가상현실로 복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

한다. 문화재를 더 잃지 않겠다는 결심, 미래세대에게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과 보존의 필요

성을 교육하겠다는 결심으로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

하고 있다.

문화재의 실물 보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가상현실로 복원하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스마트플랫폼

3D Display 제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중은 쉽게 ‘VR 

콘텐츠’를 떠올린다. 하지만 VR 콘텐츠로 문화재를 감상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HMD 기기를 사용하여 관람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인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기기 착용의 불편함과 시각적 피로에 따른 어지러움 증

상으로 어린이 및 노약자의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VR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홀로그램’은 

위와 같은 불편함 없이 입체감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만 잘 보이는 한계 때문에,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활용되지 못했다.

스마트플랫폼은 홀로그램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빛이 있는 야외나 밝은 실내에서도 디스플레이 

구현이 용이한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빛이 있는 야외나 밝은 실내에서 다수가 동시에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어 교육용으로 배포가 가능하다. 또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하여 제작했기에 제작비용이 높았던 

홀로그램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더하여 대중화 가능성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배경 제거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성과 실감성을 높이면서도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스마트플랫폼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3D 

Display 제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으며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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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랫폼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다

스마트플랫폼은 지금까지 대중이 접하기 어려웠던 

홀로그램 장치를 일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품은 정성과 노력이

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용자가 최상의 제품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간감과 원근감을 높이기 위해, 영상화면과의 최적의 

이격 거리를 찾는 mm 단위의 실험 과정을 통하여 

제품의 두께를 결정하였다. 홀로그램 영상이 최대 크기로 

보일 때, 실제 문화재 실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도록 명도, 채도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화면

과의 비율과 선명도를 최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수만 

가지의 경우를 반복하며 제품 개발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고, 구현 퀼리티가 높

으며, 이동성이 좋은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할 수 있

었다. 이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소실 문화재들을 재현

하고 전시할 수 있으며, 멸종/희귀 동물을 재현하는 

교육용 및 인테리어 소품으로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용 실감 콘텐츠를 3D Display

로 볼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현장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제품 디자인 전

제품 디자인 후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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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씨컨스트룩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미래산업을 만드는 공공디자인,
디자인 인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다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알루미늄 난간, 금속 디자인 

울타리 및 도시 경관 시설물과 교량 이음장치, 교좌 

장치 등 교량 구조 용품의 제작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MAS 계약 상품과 다수의 특허 및 인

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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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1 2

ACHIEVEMEN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디자인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3명0명 15명1명

DIGEST

도시의 일부를 차지하는 도로시설물, 

디자인의 발전으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자 합니다.

㈜에스디씨컨스트룩

안전성과 조화성,
그리고 조형성

공공디자인의
트렌드를 반영하다

디자인 인력의 투입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

외형과 기능을 모두 갖춘
디자인 난간

타 업체와 차별되는
디자인 생산의 가능성

디자인으로 만드는
더 멋지고 안전한 도시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6,600,000,000원

성장 예상5,080,000,000원
100,000달러

작년 대비 매출 30% 이상 
성장 예상

0달러

233 234PART 1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자인인력지원으로 새로운 판로에 도전하다

이렇게 얼핏 디자인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도시시설물 및 교량 용품에도 디자인을 접목시키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이번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해 콘셉트 스케치, 2D, 3D, CMF개발, 패키지, 제품 

출시까지 제품 제작의 전반을 경험해본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에스디씨컨스트룩은 디자이너의 부재로,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서 벗어난 올드한 디자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발주 요청이 있는 제품만 생산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디자이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직 인력 확보가 어려워 쉽게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해 디자인 인재를 채용하며, 에스디씨컨스트룩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새

로운 도전을 행하였다. 그중 하나로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디자인 난간 조성 사업에 제안

서를 넣었다. 에스디씨컨스트룩이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에 맞게 주변 경관의 조화를 생각함과 동시에, 자살

방지 및 추락 방지라는 주된 포인트를 잡고 외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설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단순 

안전 난간의 역할만이 아닌 에너지 재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목적으로, 태양열 타입으

로의 디자인 변환을 접목시켰다. 아쉽게도 이번 제안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디자이너를 새로 채용하며 이전

에는 시행할 수 없었던 방향의 영업 판로를 새로이 시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프로젝트였다.

Simple Design City

㈜에스디씨컨스트룩은 도심의 도로시설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시설물을 만들고 있다. 에스디씨컨스트룩의 

모토는 ‘Simple Design City’로, 심플하지만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자 한다. 도로

시설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정성이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에스디

씨컨스트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안전하고 주변과도 잘 어우러지며, 나아가 경관시설물의 역할까지 수

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누군가는 도로시설물이 단순한 안전시설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에스디씨컨스트룩의 생각은 다르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주위 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테마별 디자인으로 더욱 다양하고 심미적인 

요소까지 가미해 새로운 도로시설물을 구상한다. 에스디씨컨스트룩의 또 다른 제작물인 교량 용품 역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외부 노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화되고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

어야 하기에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이에 맞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도로시설물과 교량 용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선두주자로 에스디씨컨스트룩이 앞서나가고 있다.

㈜에스디씨컨스트룩

에스디씨컨스트룩 본사

서울로 7017 난간 패턴 및 야간 추락 방지 디자인
(서울로 주변 나무와 어울리는 나무 패턴)

서울로 7017 난간 상부레일 촉수 방지 타입 디자인
(서울시 야경 실루엣 구조물)

전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판로 개척,
디자인인력지원으로 가능해지다

S Secure

Defensive

Creative for Your life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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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까지 디자인하다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최근 도시경관시설물의 설계 동향을 보았을 때 ’범죄 예방 도시화‘ 사업 편성이 크게 분포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여, 태양광을 접목시킨 난간 디자인을 개발하여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시 외곽 

지역의 범죄 예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간소화된 디자인에 태양광LED이라는 기능을 더하여 전에 없던 조형

적인 미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도로시설물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신제품 개발에 있어 단순 외관적인 디자인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까지 나아가며 도시 환경 디자인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선보

이고자 한다. 이렇게 에스디씨컨스트룩은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 기존시장에 없었던 

공공디자인 혁신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에스디씨컨스트룩

지원 전 난간 디자인 

지원 후 난간 디자인(서울로 7017 난간 디자인 / 사람의 발걸음을 형상화한 패턴 디자인)

세련된 외형 디자인

기능이 우수한 도시 환경 디자인

국가 도로개발사업까지 확장되는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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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니엔진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아이들의 에너지를 시각화하다,
키즈 아웃도어 아이템의 선두주자

㈜타이니엔진은 작은 엔진이라는 뜻으로, 늘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묘사한 이름이다. 이 이름에 

맞게, 아이들의 활동적인 아웃도어 생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심미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민

하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으며, 타이니

엔진만의 색깔을 녹여낸 선글라스, 모자, 백팩 등의 

아웃도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자부

심을 가지고, 자사 제품만의 ‘유일성’을 만들어 까다

로운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은 재미있고 설

레게,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은 도전적으로라는 

철학을 지니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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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어린이를 이해하는 디자인,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와 함께 이뤘습니다.

㈜타이니엔진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아이템 ‘픽콘백’ 출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인
디자인친화기업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상품 런칭 도모

소비층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조사로
시장성 검증

다양한 세대를 겨냥한
SNS 소통 창구 수립

키즈 온라인 편집숍 ‘더팔레트샵’을 통한
키즈 아웃도어 아이템 큐레이션 진행

인력 변화

2021년
· 10월 픽콘백 쿠팡 로켓배송 상품으로 등록

· 7월 픽콘백 디자인권 등록 완료

· 5월~8월 안성 스타필드 팝업 매장 입점·판매

· 5월 서울 하얏트 호텔 내 어린이날 마켓 진행 

· 4월 픽콘백 출시

· ‘가방 장식용 스트랩’ 디자인등록증 보유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명1명 2명2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110,000,000원
(2021년)

50,000,000원
(2020년)

1년 전과의 비교 
+60,000,000원 증가

3 4

5 6

1 2

241 242PART 1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픽콘백

㈜타이니엔진

아이들의 생기와 에너지를 디자인한다면

키즈 용품을 디자인하여 제작하는 ㈜타이니엔진은 키즈 제품 특유의 발랄함과 귀여움, 화사함을 유지하되 부모

들의 취향을 충족할 수 있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조화롭게 맞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브랜드 운영 

초기부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 초기 디자인은 ‘세련됨’에만 치중하다 어두운 색상과 어른

스러운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주 소비자인 아이들의 니즈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디자인의 방향이 점점 대표

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편중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오프라인 판매에 나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생생하게 접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였다.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한 아이가 어느 제품을 보고 ‘할머니 안경’이라고 부르며 구매를 거부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이렇게 고객 

피드백 수렴이라는 산고의 고통을 거쳐, 아이들의 취향과 특이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이를 상품에 반영

하기 시작했다. 이 고민을 기반으로 타이니엔진 디자인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

이는 키즈 아웃도어 아이템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목을 함께 끌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타이니엔진만의 상품을 개발하다

소비층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조사로 시장성을 검증하고,
어린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한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들과 협력하다

어린이를 ‘이해하는’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와 협력하다

브랜드 운영 초기에 겪었던 소비자에 대한 혼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이때부터 소비층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조사로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잘 알고, 그에 관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 기대했던 대로, 

경력보유여성 디자이너와의 협력은 아이들과 부모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데에 크게 기여

했다. 

개발하던 아이템의 샘플을 자신의 아이가 직접 사용하게 하여, 빠르게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어 제품 디벨롭에도 

가속이 붙었다. 본사 주최의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아이가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행사를 알리며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타이니엔진의 신상품인 ‘픽콘백’ 런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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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니엔진

인재 기용으로 인한 내부의 뚜렷한 변화, 타이니엔진의 성장을 이루다

아이들의 취향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하며, 제품이 화사해졌다. 아이가 있기에 그 취향을 누구보다 앞서 파악하고 

있는 디자이너들과 아이디어 구상부터 샘플링까지 함께하면서 제품을 끊임없이 보완하였다. 샘플이 나올 때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였고, 제품 디벨롭에 반영하였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오픈된 문화와 기동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샘플링은 카키색, 형광 핑크, 청록색 등 모호한 색상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밝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핑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맞춰졌다. ‘아웃도어 아이템’에 걸맞게,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나 

킥보드에 부착하였을 때, 훨씬 톡톡 튀고 발랄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세대를 겨냥한 SNS 소통 창구 수립

우리는 SNS,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패션 잡화 브랜드에서 오프라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온라인 시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이 더욱 성행하게 되며 타이니엔진 또한 시장의 흐름에 자연

스럽게 합류하였다.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각화’ 작업인 만큼, SNS를 통해 타이니엔진의 제품

들을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는 회사 내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전에는 SNS 콘텐츠의 연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소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다양한 연출 방식을 차용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소비자인 아이가 등장하는 연출 사진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 어린이 모델을 매번 구하는 것 

또한 회사의 부담이었기에, 연출 사진 촬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합류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연출 사진을 SNS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집숍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단기간에 천명 가까이 늘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

들도 연출 사진의 유무에 따라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픽콘백 SNS 이미지

픽콘백 SNS 이미지

디자이너와의 다양한 연출 사진 시도로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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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돌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시니어를 위한 디자인 혁신,
孝를 시각화하다

AI 반려로봇 ‘부모사랑 효돌’을 제작하는 ㈜효돌은 

지능적 대화로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AI 기술을 도입

하여,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을 앞세우는 제품 중심의 사고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시나리오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 

친화적’ 기술로 접근하는 것을 기업의 핵심 철학으로 

지니고 있다.

반려로봇 효돌은 이미 국내 4,800여 가구 독거 어르신

에게 보급돼, 복약 순응도 등의 생활 관리와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니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산업에 센서, 사물인터넷

(IoT)과 머신러닝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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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시니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가독성, 실용성에

심미성을 더하는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효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포스트 트렌드 사업’ 주도

사용자 편의 중심 혁신기술에 디자인을
융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시니어를 위한 디자인 및 프로세스
연구개발

시장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선두주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기능 연구

유니버설 디자인의
혁신 사례가 됨

인력 변화

2021년
· 반려로봇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 효돌이 스마트패드 상표등록 / 특허청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14명0명 21명2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380,331,008원331,185,271원

2020년도 10월~12월에 
비교해 2021년도 10월
~12월 매출 14% 증가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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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돌

고령화 시대를 마주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통

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16.5%가 되었다. 통계청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에는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시니어를 위한 상품과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다.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기에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액티브 시니어 시장’

에서도, 대부분의 상품들은 모두 ‘헬스케어’에 집중

시니어 세대의 정서적 교류 증진과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반려로봇 효돌’

시스템과 기술이 만나, 혁신적인 孝를 선보이다

사용자 중심의 제품 시나리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회사의 핵심 철학으로, 시니어 세대에게 ‘정서적 케어’가 필요한 부

분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그렇게 2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패턴 감지 / 복

약 순응 알람 / 응급안전 서비스 / 자가 생활관리 / 보호자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기능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여기에 정서적 친근감을 더해줄 인형에 지능적 대화가 가능한 AI 기술을 도입하여, 기계적인 알람이 아닌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기능을 탑재하였다. 

효(孝)의 한자를 풀이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공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센서,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기술 등과의 혁신적인 융합을 통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효돌에 적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본인과 보호자에게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자가 생활관리, 정서케어,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생활지원사나 가족 등 보호자 또한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쌍방향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효돌은 최근에 우울증 치료 기법이 탑재된 정서케어용 로봇과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는 인공지능 케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무릎 수술 환자용 효돌을 출시하였다. 특정 질환 및 병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 대상 맞춤형 케어를 통하여 어르신의 빠른 자립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여 

세분화된 AI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되어 있다. 신체 건강과 치매 예방 위주로 이루어진 

시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케어’ 부분은 

조명 받지 못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

률이 1위,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인 우울증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니어 세대가 정서적 

교류를 하며 감정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반려로봇 ‘효돌’은 시니어 세대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어르신 우울증 AI 케어 시스템이 적용된 효돌의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과 기술이 만나 작용된 혁신적인 孝

반려로봇 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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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돌

포기할 수 없는 가독성과 실용성에 ‘디자인’을 더하면

‘반려로봇 효돌’의 주 타깃 대상은 시니어다. 가독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여기에 디자인적 심미성까지 

고민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출해줄 디자인 인력이 부재

했던 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색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무척 제한적이었고, 마치 흑백을 

사용하듯 단조로운 측면이 있었다. 디자인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이 정리되면 그 효용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높은 디자인 인력이 팀 내부로 합류하게 

되면서, 디자인의 방향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사용했던 컬러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스텔 계열의 ‘탁색’을 사용했었는데, 오히려 이 탁색이 

가독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리어 뚜렷하고 명쾌한 컬러가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색도 조정부터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와 아이콘을 디벨롭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특히 제품 충전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유선으로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디자이너와 함께 고민하며, 흑백이었던 표기를 컬러로 바꾸고, 

글로벌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아이콘을 적용하게 되면서 제품 설명을 더욱 용이하게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심미적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 제품의 완성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시니어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도전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시니어를 위한 디자인이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매뉴얼이 많

지 않아, 시니어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적용할 만한 기타 사례를 찾기 어렵다. ㈜효돌은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해 ‘반려로봇 효돌’의 퀄리티를 높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효돌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도하며,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시니어에게 ‘따뜻한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효를 기반으로, 시니어를 향한 애정과 배려의 마음이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에서 노력하고 있다. 효돌이 나아가는 앞으로의 방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컬러 표기 방식

색도 조정 : 탁색 -> 뚜렷한 컬러
흑백 지양,

글로벌적 표준이 되는 아이콘 삽입

시니어를 위한 제품 디자인의 긍정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다

효돌 디자인 개선 전

전자부 디자인 개선 전

효돌 디자인 개선 후

전자부 디자인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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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아트에 디자인을 더해
성공적인 아트테리어를 만들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내 일을, 내일로'라는 모토 

아래 청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는 청년협동조합이다.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 간 경험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실험

한다.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 청년 사회적 경제 네트

워킹, 지역 의제 사업, 홍보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외부 

용역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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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청년이 하고 싶은 ‘내 일을, 내일로’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하고 싶은 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청년들 간 경험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실험하다

낙후된 동네 가게에 감각적인
아트마케팅을 지원하다

지역 예술가와 지역 소상공인을
매칭하다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를
결합하다

예술과 동네 가게가 만날 수 있도록
디자인 실무를 지원하다

인력 변화

2021년
· 관악구 아트테리어 사업 진행

· 양평문화재단 SNS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운영

· 서울 사회적경제 영상 캠페인 제작

· 충북글로벌게임센터 홍보 마케팅 진행

2020년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진행

기타성과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14명 16명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538,147,480원

133,880,717원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비교 

404,266,763원 증가

· 충북글로벌게임센터 홍보 마케팅 진행

· 서울시 사회적경제 뉴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

· SDPC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진행

· 가치모아 온/오프라인 종합 홍보마케팅 대행

· 나믿제 포장박스 디자인 제작

2019년
· 서초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진행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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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자신의 일을 만드는 청년들에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협동조합이다. 

청년들의 가치창출과 가치공유라는 큰 비전 아래 청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청년들 간의 경험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건강한 

청년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 청년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 지역 의제 사업, 외부 용역 사업 등을 진행하며 하고 싶은 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낙후된 동네 가게에 감각적인 아트마케팅을 지원하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있는 만큼 각자의 능력을 조합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홍보 마케팅 사업을 기반으로 브랜딩 디자인, 영상 제작 등을 겸하며 자체 진행 사업과 외부 

용역 사업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이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지역 예술가가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여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홍보 마케팅을 진행해, 지역 예술가에게는 민간 일자리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효과적인 점포 개선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단순히 점포를 정리하거나 간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아닌 예술가만의 차별화된 아트를 적용

하여 가게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역 예술가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매칭해 각 가게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가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디자

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서초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대의 아트테리어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1년

에는 관악구 아트테리어 사업을 진행했다. 낙후된 동네 가게에 감각적인 아트마케팅을 지원하여 점포 환경을 개선

하고 차별화된 명소로 개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했다. 또한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시각 디자인물 제작, 사례집 발행 등을 통해 홍보를 병행했다.

예술에 디자인이 더해져 현장에 적용하다

2019년부터 진행된 아트테리어 사업이 3년 차를 맞

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예술가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운영의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 다양성이 

부족하여 당초의 아트테리어 사업 기획 방향과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디자이너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부 디자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에서 해당 사업에 내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때 알게 된 것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

지원사업이었다. 내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 인력을 새로이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해 

신규 디자인 인력을 채용했다. 신규 디자이너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에게 실무적인 지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아트테리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협업을 통해 예술과 디자인이 만나는 과정,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정 등 

새로운 일의 과정 속에서 디자이너와 팀 모두 함께 성장

하는 기회가 됐다.

예술과 동네 가게의 만남을 
체계적인 디자인 실무 관리로 이루어내다

가치창출

청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이를 새로운 일로 만든다

가치공유

청년들 간 경험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목표 및 비전

지역 예술가

자신만의 아트를 적용한

점포 개선 및 홍보 마케팅

민간 일자리 진입의 기회

지역의 소상공인

달쉬캔들 굿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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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내 일로, 내일을 만든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내 일로, 내일을’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의 염원이 담겨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찾더라도 그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는 것도 묘원하게만 느껴지는 시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청년

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사라졌다. 청년세대의 높은 실업률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낮은 혼인 및 출산율 등이 청년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의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악화할지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 이 욕구를 억누르고 포기하기를 반복할 때 인간은 극단적 선택이 이른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이 욕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혼자 문제를 안고 가기보다 협동조합으로서 여럿이 머리를 맞대길 선택

했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느리지만 단단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재미있는 일감으로 자기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함께 이루는 일터

모힝 아트테리어 적용 전

소담김밥 아트테리어 적용 전

소담김밥 아트테리어 적용 후

모힝 아트테리어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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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컴퍼니㈜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자인으로 기술과 오브제를
조화롭게 만들다

모아컴퍼니㈜는 2016년 모바일아일랜드를 시작

으로, 기술과 오브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좋은 디자인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 제조, 

유통까지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디자이너로서의 경계를 두지 않는 유연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모아컴퍼니는 밀레니얼 세대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품을 제안하고 있다. 디자이너

들이 고민하며 완성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반짝이는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충분한 오브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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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밀레니얼 세대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까다로운 안목을 지닌

MZ세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아컴퍼니㈜

밀레니얼 세대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로
완성되는 혁신 디자인 제품 개발

‘나만의 무선충전 섬’
세계관 도입

기획, 디자인, 제조, 유통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제품의 high quality 유지

다양한 환경에 제품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디자인 추구

혁신적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완성한
제품으로 성공적인 시장 진출

젊은 세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편집숍 입점

· 29CM 테크 부문 메인 런칭

· 텐바이텐 메인 런칭

· 1300K 브랜드 기획전 런칭

· YES24 입점 계약

· 게이즈샵 입점 계약(온/오프라인)

· YCK(디노마드) 온라인몰 입점 계약

· 브론테 온라인몰 입점 계약

기타성과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2명1명 3명2명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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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모아컴퍼니㈜

젊은 아이디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다

모아컴퍼니㈜의 모바일아일랜드는 말 그대로 ‘섬’ 이미지를 통한 독자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 세계관 안에서 

상품들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엮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모바일아일랜드에는 서로 연결하여 충전 공간을 확장하는 모듈형 무선충전기 ‘그라운드’가 있다.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의 ‘그라운드’에 충전 선을 연결하면, 어댑터 전력에 따라 다수의 제품을 충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라

운드’ 위에서 충전되는 다양한 제품군인 ‘빌딩’이 있다. 등대(무드등), 터널(스피커), 풍차(선풍기), 차고(보조

배터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라운드’와 ‘빌딩’이 만나면, 독자적인 무선충전 아일랜드를 갖게 된다.

이렇듯 상품 하나하나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아일랜드는 밀레

니얼 세대 디자이너들이 모여 혁신 디자인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아일랜드만의 독창적인 제품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변화에 민감한 MZ 세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퀄리티와 사업성을 높이는 디자인의 힘

모바일아일랜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접 

남긴 후기에는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자주 

들어온다. 기능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어려운 전자기기 시장에서 모바일아일랜드의 제품

들은 단연 눈에 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아일랜드의 제품을 택하는 이유로 ‘디자인’을 얘기한다. 

‘그라운드’와 ‘빌딩’을 통해, 자신만의 아일랜드를 

만들어 내면서, 자발적으로 감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후기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모바일아일랜드는 기술과 오브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품을 

제작하며, 모던함을 유지하는 깔끔한 디자인을 고수

모바일아일랜드의 ‘그라운드’

모바일아일랜드의 ‘빌딩’ 중 등대(무드등) 제품 Lighthouse

해왔다. 제품의 메인 컬러로 화이트를 유지하고, 한층 

다운된 색상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부담

스럽지 않은 감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모바일아일랜

드는 제품의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하여, 원하는 디자인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한다. 디자인에 대한 

모바일아일랜드의 이유 있는 ‘고집’은 역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이프스타일, 전자기기 시장에서 넘치도록 많은 제품 

중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무언가 반짝이는 

독창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모아컴퍼니는 모바일

아일랜드를 통해 ‘나를 보여주는 제품’을 선보이며, 

취향을 제안하는 디자인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만의 개성과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퀄리티 높은 디자인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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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컬러타입이 적용된 Lighthouse 제품

리뉴얼 전의 로고

리뉴얼 후의 로고

모아컴퍼니㈜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매출 증대로 이어지다

모바일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디자인의 리뉴얼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기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가장 큰 화두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유지한 채, 또 다른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전문 인력을 팀에 새로이 영입하게 되면서, 

디자인 리뉴얼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모바일아일랜드의 브랜딩 중 로고를 기존 대문자 타입에서 소문자 타입

으로 변경하여, 제품이 주는 느낌과 더욱 어우러질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기업의 ‘얼굴’이 되는 로고가 주는 

아우라 자체가 변하게 되며, 제품과의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품의 컬러 타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다운된 색상 톤을 유지하였던 기존의 컬러 타입에서 좀 더 

명확한 컬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기존 디자인에서 유지하던 색감과 달라 브랜드 경험을 분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에, 2차례의 워크숍과 여러 차례의 디자인 조색을 거쳐 컬러 타입을 면밀히 분석

하였다. 이후 시장조사와 소비자 니즈를 고민하여 새로운 컬러를 런칭하였고,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정

량적 성과가 되었다. 모바일아일랜드 브랜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뉴 웨이브를 이끌어내는 디자

이너의 영입으로 사업성의 확장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규 브랜드 런칭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

이제 모아컴퍼니는 신규 브랜드 런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바일아일랜드에서 Portable(동적인) 제품을 

전개해왔다면, 신규 브랜드인 nwkr에서는 데스크, 

데스크 스탠드 등과 같은 Stable(정적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포스터 코로나 국면에 들어

서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최소화되고 실내 생활에 대한 

관심도 또한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홈 오피스, 

홈 퍼니싱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모아컴퍼니 또한 변화하는 일상에 발맞추어, nwkr 

런칭을 통해, 홈 오피스 시장을 넘어 홈 퍼니싱 시장

까지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모아컴퍼니가 마주하

게 될 2022년과 그 이후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새로운 컬러타입이 적용된 Lighthouse 제품

시장성이 확장되어 가는 홈 오피스,
퍼니싱 시장에서 모아컴퍼니만의

가능성을 채워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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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파일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멀티디자인을 꿈꾸다

㈜디자인파일은 가구에 최적화된 기획, 디자인 개발, 

상품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가정용 가구, 부엌 

가구, 사무 가구 이외에도 골프장, 리조트나 다양한 

공용공간에 필요한 제품들도 함께 디자인하고 제작

하여 공급하는 종합 가구 디자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샵에 

필요한 매뉴얼 가구는 이미 전문화를 이루었으며, 공용

공간 가구는 다년간의 공급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축적과 서비스 개발을 완성하였다. 현재 가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조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가구전문회사 협동조합 에이하우스’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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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DIGEST

멀티디자인을 통해 가구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파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멀티디자인 차용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우르는
디자이너의 역량

가구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공간성 창조

매뉴얼 가구의 전문화된
디자인 서비스 개발

변화하는 고객의 환경에 맞추어
시장성과 경쟁력 획득

아동을 위한 디자인 가구의 제약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타성과

2021년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몰 입점

· 쿠팡 온라인몰 입점

2020년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폴리베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입점

상품 매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27,900,000원

18,500,000원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전

디자인 인력 변화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사업 참여 이후

4명3명 6명4명

벙커침대 상품 매출액
전년 대비 35% 성장

3 4

5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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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역량이 곧 기업의 역량으로 차별화되다

가구 상품의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이 바로 ㈜디자인파일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량이 곧 

기업의 핵심 자원이다. 전체 공정에 디자인 개발이 필수 요소가 되며, 디자이너의 역량이 최종 제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파일의 디자이너들은 제품 기획부터 시작하여 디자인 콘셉트 수립, 디자인 개발, 설계, 

샘플 제작, 상품화 품평, 상품화 개발, 전시, 보완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CAD와 3D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업무에 필요한 웹디자인 역량을 

겸비한 ‘멀티 디자이너’는 내부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본래 이 역할을 수행하던 

전문 디자인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는 회사 내부의 큰 고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역량 있는 

담당 디자이너가 팀에 다시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파일과 함께 ‘멀티 디자이너’로서 호흡을 맞춰왔던 

경험을 되살려,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현,
친환경 소재 가구를 창조하다

디자인파일이 많은 연구와 개발 끝에 런칭한 제품은 

‘4세~7세 아동용 미끄럼틀 벙커침대’이다. 미끄럼틀과 

계단을 침대와 나란히 부설하여, 올라갈 때는 계단을 

활용하고,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기성의 벙거침대 제품은 어린이들이 계

단을 거꾸로 내려올 때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 디자인

파일의 벙커침대는 이 점을 보완하여 미끄럼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놀이로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위험한 수직형 계단을 굳이 사용

하지 않고 미끄럼틀로 내려올 수 있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또한 상부는 침대, 하부는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 공간 

이제는 기능이 아닌 디자인 가구의 시대

국내의 가구 산업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기능적 필요’에 오랫동안 맞춰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어 

기능보다 개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디자인파일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와 수요에 따라 알맞은 디자인을 적재적소에 제안하며 가구 디자인 회사의 입지를 단단

하게 다지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생활공간에 적합한 디자인에 고민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으며, 성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아동 고객을 위한 미끄럼틀이 부설된 

침대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면서, 혁신적인 멀티디자인을 차용하여 시장에 진출하였다.

기능적 가구에 디자인을 더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다

㈜디자인파일

활용도도 크게 높였다. 

디자인파일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뿐만이 아닌, ‘제작’

에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설계하였다. 

아동용 가구 제품의 제약 사항으로, 기존의 성인용 소재

들만으로는 복합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디자인의 

특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한계를 고려

하여, 이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를 통해 디자인을 

리뉴얼 하였다. 패널의 코아 소재를 MDF에서 자작

원목 적층 패널로 변경하여 유해물질 방출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였으며, 사물을 만지고 빠는 아동들의 행동 

특성에 맞추어 마감을 도장기법에서 무해한 천연

오일 마감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세심한 상품 디자

인과 설계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기존 매출에서 

35%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미끄럼틀을 통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

멀티 디자이너

디자인 콘셉트 수립

디자인 개발

설계

샘플 제작

상품화 품평

상품화 개발

전시

보완 개발
벙커침대 Polly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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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맞춘 발 빠른 대처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점유하다

IoT와 메타버스로 온/오프라인의 시장이 합쳐지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자인파일도 다양한 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SHOP에서만 제품을 소개하였으나, 고객이 제품을 볼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 밀리토피아시티에 오프라인 전시장을 오픈하였고, 5월에는 현대

백화점 디큐브시티에 입점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였고, 2021년 9월에는 

‘쿠팡몰’에 입점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멀티 디자인’이 가능한 디자

이너들의 역량에 힘입어, ㈜디자인파일은 오늘도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히트

상품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다.

㈜디자인파일

침대 하부에는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놀이 공간 설계

벙커침대 Polly Bed

멀티 디자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장을 점유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

디자인

디자인파일의 오프라인 쇼룸

온라인 판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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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데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전담 디자이너가 만든 큰 변화,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에 도전하다

아이데는 모터스포츠 용품 전문 브랜드인 노바크(NOVAC)를 운영하며,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담은 라이더 힙색을 

만든다. 오토바이 시트 소재의 튼튼한 원단과 글로벌 지퍼 업체 YKK와 콜라보한 알로이 휠 소재의 지퍼, 그리고 

레이싱트랙을 형상화한 노바크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레저 라이더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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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전체 고용인력 변화

사업 참여 이후

1명 3명

DIGEST

라이딩백 디자인이 촌스러운 게 싫었어요.

일상생활은 물론 라이딩도 나갈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데

라이더 입장에서 라이더가 원하는
가방을 만들다

일반 가방 제품에 비해
3배 비싼 개발비와 수많은 테스트

자동차 디자이너를 고용해 완성한
입체적 디자인

실용성 때문에 디자인을 버렸던
모터스포츠 용품 시장에 선전포고하다

최초의 패밀리룩 시리즈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다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갖추다

상품 매출액 변화 상품 수출액 변화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전사업 참여 이후 사업 참여 이후

45,000,000원

2,240달러

기타성과

2021년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 / 특허청

· 벤처기업 인증(혁신기술/디자인)

·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내 디자인 등록, 미국 디자인 출원, 베트남 디자인 출원, PCT 국제 특허 출원

· 국내 온라인 쇼핑몰(가방팝/쿠팡), 미국 쇼핑몰(아마존/이베이), 베트남 NP샵 입점

· 월간 매거진 <모토바이크> 머스트 잇 아이템 선정

3 4

5 6

1 2
0원 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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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노바크(NOVAC)의 배너 사진

자동차 디자이너 채용이라는
작은 변화가 만든 큰 성과

아이데 최재호 대표는 디자이너 채용에 있어 스트레

스가 컸다고 말한다. 채용을 진행하자니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외주로만 진행하자니 디자인의 일

관성이 흐트러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가 어려

웠다. 그러던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채용하게 된 이후 팀 내부에 전속 디자이너가 필요했

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된다.

외주 디자이너와 작업을 진행할 때는 디자인의 일관

일관성 없는 디자인

기대에 못 미치는 완성도

라인업 구축의 불가

아이데만의 디자인, 독보적 디자인 도출

완벽에 가까워진 결과물

아이데의 상품 라인업 구축

라이더가 라이더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담다

아이데는 라이더가 창업자인 기업이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오토바이 가방이 없어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창업 이유에서 보듯, 오토바이 가방 라인업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상품을 개발했다. 40여 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했고, 개발비에만 억대의 예산을 투자했다. 오토바이 가방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투자였다. 

이처럼 노바크는 모터스포츠의 특징을 살린 완벽한 가방을 향해 끈질긴 도전을 이어갔다.

오토바이 시트를 소재로 사용해 튼튼하며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가방을 만

들어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베트남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생산하여 높은 품질에 가성비도 좋은 제품을 선

보일 수 있었다. 또한 오토바이 동승자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노바크 세이프 핸들’을 개발해 오토바이 

시장에 혁신을 몰고 왔다. 광고비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제품의 혁신성 및 디자인으로 국내 오토바이 시장 

1위를 달리며 힙색, 슬링백, 백팩 등 가방과 다양한 오토바이 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Before After

라이더가 만드는 오토바이 가방
제2의 홍진크라운(HJC)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아이데

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정 작업에도 한계가 있어 

기대만큼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제품 건별로 디자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라인업 구축

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채용한 이후에는 상품 개발 

과정이 현저히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자

사의 브랜드 특징을 파악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품의 퀄리티가 향상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

되었다. 또한 라인업으로 제품 구상이 가능해졌으며, 

오히려 제품 개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고민 속에 

지원한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은 아이데에 기대 이상의 

변화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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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아이데는 ‘가방은 디자인이 먼저다’라는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다. 물론 오토바이 전문 가방이기 때문에 디자인 

못지않게 실용성 역시 중요하다. 디자인과 실용성,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쉬운 일이 

아니다. 오토바이 가방의 특성상 기능적이지만 곡선의 형태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몸에 밀착되는 구간에서는 

직선의 형태로 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심플하되 허전하지 않아야 하고, 포인트는 있되 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디자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책임감 있는 

디자이너와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탄력 있는 소재와 편리한 원터치 키홀더, 3D메쉬로 오토바이 라이더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상품을 완성한 것이다.

노바크(NOVAC)는 루마니아어로 ‘거인’을 뜻하며, 발음은 아랍어로 ‘장난감’을 의미한다. 타 기업을 압도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라이딩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자는 기업의 포부를 담

았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할 정도의 고집스러운 투자로 높은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해낸 노바크. 오토

바이 운전자들이 당연하게 노바크의 가방을 메고 평일에는 직장에 출근하며, 주말에는 라이딩을 가는 일상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까다로운 모터스포츠 패션 용품의 디자인
자동차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기하학적 디자인을 완성하다

아이데

노바크의 시그니처10(Signature10)과
시그니처8(Signature8)

노바크의 시그니처(Signature)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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