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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개요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 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며, 정부시책 및 
전략 산업을 디자인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2006), 
부산(2007)에 이어 2008년 대구지역에 설립된 디자인 진흥기관으로 현재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법인설립)
2008년 6월 19일(개원)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의한 지자체 출연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

지역 디자인산업 역량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역량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디자인적 가치 혁신을 중점으로『TOTAL BIZ CARE CENTER』지향
- 디자인의 핵심요소인 CMF(Color, Material, Finishing)와
  지역전략선도산업의 국제적 디자인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법인설립허가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물 준공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초대 정용빈 원장 취임
세계 최고 디자인소재 기업(Material ConneXion) 유치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Grand Opening'
지역 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코리아’ 개최 (지역 최초)
고용노동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및 우수상’ 수상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구고용증진대상 기관·단체부문 수상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주관기관 선정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찬 원장 취임
디자인리뉴얼센터 착공식
더나누기_DFA(Design for Asia) Awards 우수상 수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운영기관 최초 5년 연속 수상
홍콩 DFA(Design for Asia) Awards 2년 연속 수상
사회공헌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2015 굿디자인 선정-중소기업청장상
한국업사이클센터(명칭 변경) 개원

2006. 12.
2007. 7.
2007.  8.
2008.  2.
2008. 6.
2011. 9. 
2012. 10. 
2013.  8. 
2013.  9.
2013. 12. 
2014. 3. 
2014. 10. 
2014. 12. 
2014. 12. 
2015. 9. 
2015. 12.
2015. 12. 
2015. 12. 
2016. 6.

www.dg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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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2016 행복한공동체발표한마당경진대회 행자부 장관상
대구시 상생일터 우수기관 선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어워드 연말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기업사회공헌 부문 대상
더나누기_일본굿디자인(G-mark)상, 홍콩DFA어워드 동상
더나누기_레드닷어워드 Best of Best 수상
남구 이동식 관광안내소 제작
2018 굿디자인어워드우수디자인상품선정(G-mark 획득)
동구 율하문화마당 조성_2018 잇-어워드 본상 수상
동구 율하문화마당 조성
2019 SEGD Global Design Awards 'Honor Award' 수상 
2019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대회 '우수상' 수상
2019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수상 
남구 이동식 관광안내소_2019 핀업 디자인 어워즈 'BEST 100' 수상
20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포스트스타트업) ‘S등급’

1-3대 정용빈 원장 (2007. 8. 1. ~ 2014. 7. 31.)
4-5대 김승찬 원장 (2014. 10. 1. ~2020. 9. 30.)
6대 김윤집 원장 (2020.10. 1.~ )

역대 원장

2016. 10.
2016. 11. 
2016. 11. 
2016. 12. 
2016. 12. 
2017. 12.
2018.  9. 
2018. 11. 

2018. 12. 
2019. 6. 

2019. 10.
2019. 11. 
2019. 12. 
2019. 12.  

조직 원장

감사역(1)
미래전략추진단(1)

경영기획본부(9)

경영기획팀
(5)

경영지원팀
(3)

기업지원팀
(8)

디자인
융합팀(8)

전략사업팀
(8)

디자인
교육팀(9)

사업본부(17) 진흥본부(18)

도시재생프로젝트T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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