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

초대 1970.5.~1972.3.
故이낙선 이사장

1970.5.19.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발족

1970.10.
CI변경 (디자인:자체개발)

역대 원장

산업진흥계획

인프라/협력기관 

정기간행물

사업 성과

법/제도

한국디자인사

★ 주목할만한 디자인
*<한국의 디자인 50선>
문화체육관광부, 2014

한국사

세계사

권리보호

인력양성/교육

문화확산

국제협력

기업지원/창업육성

연구개발/정책개발

정보제공

수상

기타

기관명

경영이념

제2대 
1972.3.~12.
故조태호 이사장

제3대 1973.1.~1976.6.
故장성환 이사장

제4대 1976.7.~1983.12.
故김희덕 이사장

1970.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개원

1976.11. 포장시험실 설치 1977.10. 상설전시관 준공 1971.11. 자료실 개관 1973.11. 공작실 설치

디자인·포장 1970.11. 창간호 ~ 1983.2. 66호

1970.11. 
<디자인·포장>지 
창간호 발행

1973.1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공장 개원

1970.6 
부산지소 개소

1972 한국디자이너협의회(KDC) 창립

1974 지하철 1호선 개통 1976 한국 자동차 최초 수출

1977 수출 100억 달러 돌파

1980 국내 컬러TV 방영

1981 제5공화국 출범

1970 새마을운동 시작

베트남 전쟁(1970-1975)
제1차 석유 파동(1973-1974)

제2차 석유 파동(1979-1980)

★ 1971  •공간사옥/김수근
	      •N서울타워/장종률

1975 포니(한국 최초 고유 모델 자동차)/현대자동차

★ 1981 경동교회/김수근

1976 월간 <디자인> 창간 1978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1970 
해외포장산업시찰단 운영

1970.11. 
제4기 포장관리사 및 포장기술 교육 실시

1978.9. 
디자인분야 석사과정 유학생 최초 파견

1971.11. 
전국 디자이너대회

1971.6.
제6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1976.9.
상공미술전람회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변경

1973 
해외 우수포장비교전

1971.9. 
세계공예협회(WCC) 가맹

1973.10. 
국제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ICSID) 정회원 가입

1972.8. 
세계그래픽디자인전람회(ICOGRADA) 가맹

1975. 4. 
제1차 UNDP 수원사업 개시

1975.1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국제포장세미나 개최

1973 
제1회 관광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1970.7. 
디자이너 등록제 최초 실시

1970.10. 상공부에 디자인포장과 설치

1973 
디자인·포장기술사 1급, 2급 기사제도 확립

1977.12. 
디자인포장진흥법(법률 제3070호) 공포

1973.11. 
대통령 단체 표창 
수출증진기여공포

1970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

1972
디자인·포장 실태조사

1975
중앙고속버스디자인

1977.4.
중동지역수출품 포장실태조사

1980
제품디자인실태 및 디자이너 활동 현황조사

1980
<솔> 담배 패키지 개발

1973.10.
지하철·시내버스 디자인

(디자인:신용태)

1983 현대중공업 조선산업 세계 1위 달성

1980 멤피스 그룹(Memphis Group, 창립자 Ettore Sottsass) 탄생

1981 개인용 컴퓨터 출시(IBM)

1990

1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1993-1997

사훈 1. 불신대신 믿음을 
        2. 답습보다 창조를 
        3. 나 이전에 우리를

1993.7
CI변경

제5대 1984.2.~1988.6.
故이광노 이사장

제6~7대 1988.6.~1993.4.
조진희 이사장

제8대 1993.4.~1996.12.
故유호민 원장

1987.11. 전산실 준공식 1989.7. 영상자료실 개관

1988.12
<산업디자인> 100호 발간산업디자인 1983.4. 67호 ~ 2001.1. 174호

포장기술/포장세계 1983.4. ~ 1997.1

1989.4. 
<디자인·포장>지를 
<산업디자인>과 <포장기술>로 분리 발간

1986 최초 무역수지 흑자 기록

1988 88서울올림픽 개최 1990 문화부 신설(초대장관 이어령)

1992 삼성전자 64M D램 세계 최초 개발1989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1995 수출액 1천억 달러 돌파

1994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달성

1993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출범

★ 1983	 •호돌이/김현
	 •우체국 CI/올커뮤니케이션

★ 1985	 •88올림픽 휘장/양승춘
	 •안상수체/안상수

★ 1988	 •평화의문/김중업
	 •아시아나항공 유니폼/진태옥

★ 1993 스포티지/기아

1984 체신부, 정부기관 최초 CI 도입

1992 212디자인 디자인 수출 (모토로라사)

1994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창설

1983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설치

1982.12.
국비 유학생 파견에 디자인분야 신설(2명)

1982.10. 
산업디자인교육(제품디자인분야) 최초 실시

1987 
컴퓨터응용디자인 교육 실시

1989.8. 
중·고교 미술교사 디자인교육 실시

1983.1
KBS월요기획 세계는 디자인혁명시대 특집방영

1990.5. 
한국산업디자인대회
1990.5.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디자인 대회

1993.9.
•디자인발전 원년의 해 선포
•디자인주간 선포(1993.9.1-9.7)
•디자이너의 밤 행사

1994.5.
산업디자인의 날 선포(매년 5월2일)

1994.6. 
제1회 전국 중고생산업디자인공모전

1984.9. 
중소기업 디자인·포장 상담실 설치 운영

1992.12.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도 실시 1호
(212디자인)

1994.1. 
본격적인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지도사업 실시

1985.3.
유망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상공부)

1987.12. 
공업표준화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공업진흥청)

1988.10.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선정(과학기술처·병무청)

1985.6.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GD마크제) 최초 실시

1985 
최초로 국고보조금 5억원(연간) 지원받음

1984 
포장기사와 제품디자인기사 분리(직업훈련관리공단)

1984.6. 
디자이너 등록제 재정비

1990.1. 
대외무역법 개정(수출품의 디자인보호신설)

1992.12. 
제조업경쟁력강화 유공자포상대상에 
디자인개발 분야 포함

1991.1. 
디자인·포장진흥법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개정

1991.9.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디자인분야포함)

1988.6.
국제산업디자인대회

1993 
제30회 무역의 날, 
수출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1986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8 세계 그래픽디자인의 해 
(ICOGRADA 제정)

1990 독일 통일 1991 소련 붕괴 1995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1989 영국 디자인뮤지엄 개관
1989 독일 비트라 디자인뮤지엄(Vitra Design Museum) 개관

1994.9.
 제1회 전국 초등학생 
산업디자인 공모전

1982.2.
올림픽상품개발위원회 설치

1984
디자인R&D		전담기관 

1985.11
아시안게임 공식 포스터 개발

1986
올림픽 대비 해외기념품 현황조사

1989.12
해외유망상품에 대한 기초연구 발표

1993
수출의 탑 트로피 개발(무역의 날 30주년 기념)

1987
기업의 디자이너 활용 및 디자인용역회사 실태조사

1982
기업디자인부서운영 실태조사

1991.7.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KID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and 
Packaging) 명칭 변경

(디자인:권명광)

2000

2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1998-2002 3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2003-2007 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2008-2012

1996.9.3.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 개교

1997.11. 
KIDP 공식 웹사이트(www.kidp.or.kr) 오픈

1998.3.
영남디자인분원 개원

2001.9.
코리아디자인센터(KDC) 완공

제9대 1997.1.~2000.2.
故노장우 원장

제10대 2000.2.~2003.5.
정경원 원장 취임

제11대 2003.5.~2006.5.
故김철호 원장

제12대 2006.5.~2009.3.
이일규 원장

2000.5.
designdb.com 오픈

2004.11. 디자인체험관(DEX) 개관

2000.3.
디자인혁신센터(DIC) 개설

2006.3.
광주디자인
진흥원 개원

2007.4.
부산디자인진흥원 개원

2008.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개원

designdb 2001.7. 175호 ~ 2004.1. 188호

2001.7. 
<산업디자인>지
<designdb>로 제호 변경

2001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3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출범

2007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 달성

2008 이명박 정부 출범

2007 세계 금융위기(2007-2009)

★ 1996	 •한복:바람의 옷/이영희
	 •천지인 키패드/조관현
	 •7겹 드레스/앙드레 김

★ 1997 설화수/태평양

★ 1998 쿠쿠 압력밥솥/쿠쿠

★ 1999	 •네이버
	 •싸이월드
	 •녹말 이쑤시개/신의식

★ 2000	 •리니지/송재경
	 •메이플스토리/넥슨
	 •몬스터길들이기/CJ E&M

★ 2001	 •포도호텔/유동룡
	 •SCH T100/현상민

★ 2002	 •아이리버 IFP-100/김영세
	 •선유도공원/조성룔
	 •Stori Handbags/조명희

★ 2003	 •뽀로로/아이코닉스, 오콘
	 •김해 기적의 도서관/정기용
	 •청계천/서울시
	 •현대카드/현대카드 Design Lab

★ 2005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KV5900 초콜릿폰/차강희

★ 2006	 •보르도TV/강윤제
	 •아트디오스프렌치/이형준,김주상,정길수

★ 2007	 •코메론/㈜퓨전디자인코메론
	 •라궁호텔/조정구
	 •전주한옥마을/전주시 아트폴리스 담당관

★ 2008 쏘울/기아

1995 삼성디자인교육원(SADI) 개원 1999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개관

2001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총연합회 법인설립

2005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1999.3.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뉴밀레
니엄(최고경영자) 과정 신설

2001
e디자인아카데미 웹사이트 오픈

2003 
글로벌디자이너양성과정(디자인밸류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운영

2001.12
제3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김대중대통령내외참석)

2004.9. 
차세대디자인리더 육성사업 실시

2007 
T형 인재 육성 사업(디자인학과 계약 운영제 사업, 캡스톤 디자인 사업) 실시
2007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 KIDP 디자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2008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 사업 실시

2005 
해외선진기관워크숍 사업시작

1997.1. 
산업디자인정보화프로젝트(MIDAS) 5개년 계획 착수

1998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개최

2002.11.
제1회 국제포스터비엔날레

2002.9. 
성남 국제디자인포럼

2003.11. 
디자인대학박람회

2003.12. 
•제1회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
•제1회 국가상징디자인공모전

2007.4. 
디자인대토론회 개최

2008.5. 
Korea Design Forum 개최

1999.11.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최(청와대 영빈관)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최초 시상(청와대 영빈관)

1999.9. 
KIDP 이순인 본부장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이사 피선

2000.9. 
ASEM III 특별전 ‘테크노가든’ 개최

2001.10.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개최 

2000.10. 
•세계 청소년 디자인대전(Designit) 개최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 개최

2003.12. 
디자인코리아 2003 국제회의

2004.11. 
디자인코리아2004 첫 해외 개최
(중국베이징)

2006.6.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GD심볼, 
호주AIDA와 상호인증으로 공동마크 사용

1997.7. 
공인디자인전문회사 등록 100개 돌파

2001.3. 
TOP 10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1997 
디자인 관련 최초 전국 단위 통계조사 '디자인 센서스' 실시

2008
고속도로표지판 한길체 서체개발

2007
국가통합인정마크디자인

2006.12.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개발

200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2003.12.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보고’ 발표(청와대 영빈관)

2006.3.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확대

1996.8. 
초·중·고 교과서에 산업디자인 내용 수록

1998.12.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 발표

2000.3. 
디자인 전문인력 병역특례 허용

2002 
디자이너 등록제 폐지

2005.7. 
디자인보호법 시행(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1996.12.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공포

2001.1. 
디자인의 해 선포

1996 
세계 산업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1996.12. 
무역의 날 대통령표창

1998.6. 
제1회 한경인터넷대상 수상 공공기관부문

1999.5. 
제1회 조선일보 인터넷대상 디자인부문 대상 및 인기상 

2000.12. 
제2회 조선일보 인터넷대상 기관부문 우수사이트 대상 및 인기상

2006.11. 
웹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

1997 홍콩 반환 2001 9.11 테러

2007 스마트폰 출시(애플 아이폰)

(디자인:김현)

2008.8. 
<designdb+> 발간

2007.12. 
웹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및 인기상 수상

1997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심벌 변경

1999
대한민국디자인대상

2004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벌 변경

1996 OECD 가입 1998 김대중 정부 출범

1997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요청

2004
우수디자인(GD)상품 심벌 변경

1997.1.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명칭 변경

2001.4.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명칭 변경

(디자인:자체개발)

2001
미션 Wrold Design Leader
비전 e-Design Excellence, Global Networking, Design for You

2001.1 포장 공장 매각(136억)

20202010

디자인산업융합미래전략 2013-2017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2019-2022 

2010
미션 	디자인 진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디자인 

토탈 서비스 기관

2012-2015
미션 	우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산업 지원으로 

산업의 지속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전 	세계 속 한국디자인의 창조적 가치를 구현하는 

K-DESIGN 리더

2016-2017
미션 	디자인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시대 선도
비전 	국가 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Platform Provider)

2020
미션 	디자인 주도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비전 	 글로벌 선도 디자인 혁신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창립 50주년

2013.3.
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센터 개원

제13대 2009.4.~2012.3.
김현태 원장

제14대 2012.3.~2015.5.
이태용 원장

제15대 2015.6.~2017.9.
정용빈 원장 

제16대 2018.4.~2021.5.
윤주현 원장

2008.8. 코리아디자인센터(KDC) 다목적홀 증축 2013.1. 디자인영재아카데미 개원 2015.8. 디자인영재아카데미 
STEAM 체험관 개관
2015 중부창업보육센터 개소

2017.7. 사이즈코리아센터 개소
2018.3.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개소

2018.3.
노조설립

2020.1. DK뮤지엄(DKmuseum) 개관

2019.7.
DK웍스(서울) 개소

2020.10.
DK웍스(경남, 경기) 개소

2020.2.
대전디자인진흥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개원

2020.11.
디자인비전 2050 선포

2015.2.
미래디자인융합센터 개원

2012.10. 
디자인법률자문단 출범

2018.8.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운영

2012.11.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18.9. 
디자인통합민원센터 개소

designdb+ 2008.8. vol.1 ~ 2012.9. vol.10 K-DESIGN 2013.1. vol.11 ~ 2015.4. vol.20 d.이슈 2019.4. vol.30 ~ 
디자인이슈리포트(웹진) 
2016.10. vol.1 ~ 2018.12. vol.29

2013.1. 
<K-DESIGN> 발간

2016.10. 
<디자인이슈리포트(웹진)> 발간

2019.4. 
<디이슈> 발간

2019 디지털정부평가 세계 1위 (OECD)

2010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세계 최초 수원국에서 후원국으로)

2011 무역수지 1조 달러 돌파(세계 9번째)

2016 AI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2012 총 인구 5천만 명 돌파
2018	 •1인당 국내 총생산(GDP) 3만 달러 돌파
	 •전자산업생산 세계 1위

2020	 •디지털전환 국가 세계 1위 (블룸버그)
	 •‘기생충’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
	 •BTS, 빌보드 HOT 100 최초 1위

★ 2009 김치냉장고/만도

★ 2010	 •맥포머스/맥포머스 박기용, 한국짐보리
	 •카카오톡/카카오톡
	 •파머스파티/이장섭

★ 2012	 •서울시 인포그래피 시스템/서울연구원
	 •갤럭시S3/임중혁

201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2016 정부 상징체계 통합2010 디자인모올(조영길) 디자인기업 최초 ‘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4.5. 
디자인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발족

2015.11. 
디자인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협의회(ISC) 1기 사업 시작

2016 
중앙공무원 대상 공공서비스디자인 교육 도입

2019 
KIDP 웹사이트(www.kidp.or.kr) 개편

2020.3. 
디자인DB(designdb.com) 개편

2020.5. 
DKaward 통합사이트 개설

2010.9. 
한-아세안(ASEAN) 해외디자인
나눔사업 현지 활동 시작(베트남, 말레이시아)

2011.12. 한-ASEAN 디자인나눔협의회 발족(KIDP 사무국 역할)
2016.11. 
세계한인디자이너네트워크(KDNEW) 발족

2018.6. 
제1회 국제융합디자인캠프(IIDC) 개최

2019.6.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09.5. 
디자인R&D 평가관리 기능 KEIT 이관

2010.3. 
한국디자인DNA 발굴·정립사업 실시

2011.1.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최초 실시
(에너지고지서 서비스디자인)

2013.8.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디자인특수분류 활용 실시

2014 
•사회문제해결R&D 도입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 주기 변경

2014
공주시 도시브랜드 개발

2013.1. 
서비스디자인 전담조직 개설(서비스디지털융합팀)

2014.5. 
국민디자인단 출범(시범사업)

2018.6.
디자인혁신위원회

2020.2.
국가디자인자문위원회

2019.3. 
대한민국 디자인공공기관협의회 발대식

2013.6. 
디자인표준계약서 제정(4종) 고시

2016.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19.6.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국가자격증) 신설

2017.4. 
국민디자인단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18.3.
도시재생전담기구 지정

2020.2. 
산업디자인 표준 품셈 제정

2019.
사업통합브랜드 개발

2013.7.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2015.10.
중국 한국디자인이우비즈센터 개원

2018.10.
베트남 한국디자인하노이비즈센터 개원

2019.6.
중국 한국디자인순더비즈센터 개원

2016.2. 
국민디자인단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분 세계 최초, 최고상 수상

2011 동일본 대지진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 미국 쿠퍼 휴잇 스밋소니언 디자인뮤지엄 재개관 2019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독일 바이마르)
2019 바우하우스 뮤지엄 개관

2012.7.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헌액 시작

2020.10.
우수디자인(GD)상품 심벌 변경

2019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심벌 변경

2019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심벌 변경

2015.9. K디자인숍 오픈(유통지원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확산

2017.11. 
디자인이노베이션랩 (유통지원사업) 실시

2018.3.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개소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50년사,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