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BEST 

DESIGN
월드베스트디자인

월드베스트디자인 : 
세계 디자인트렌드 여행

World Best Design : Travelling 
toward the World Design Trend

국내외 굿디자인 제품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의 

청사진이자, 향후 예상되는 디자인트렌드의 시초입니다. 

[월드베스트디자인 : 세계 디자인트렌드 여행]에서는 한국은 

물론, 세계 디자인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 독일, 

호주, 중국의 우수디자인 선정기관이 참여하여 자국의 디자인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각 기관의 수상작품들을 통해 해외의 

디자인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Good design product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re blueprints of the rapidly-changing 
design industry and the beginning of the future’s 
design trends. In the [World Best Design], the 
design trend of each continent can be viewed 
through the good design winners of Korea, 
Germany,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hina 
exhibited side b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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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한국

우수디자인상

GOOD DESIGN

우수디자인상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조형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제품은 정부로부터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 받아 

GD마크가 부여됩니다. 우수디자인상은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선정, 장려하여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합니다. 또한 품질의 우수성은 물론 사용에도 편리하고 생활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상품의 

개발과 발굴을 촉진합니다.

The Good Design (GD) Selection was inaugurated in 1985 as a system by which the government 
df� cially endorses products that are being or will be sold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as being superior 
in terms of overall design and such factors as form, functionall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The 
GD system aims to promote design and encourage innovation.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increasing 
expor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Ultimately, the GD system aims to improve the 
Koreans'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product design and meeting their diverse demands.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1970년에 한국정부가 설립한 국가디자인 

기관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의 중장기 디자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디자인시대에 부응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디자인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와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회원이며, 여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70 
with the aim to promote the design industry and to expand exports. As a national government 
design organization, KIDP promotes Korea's mid-to long-term design policies and engages in various 
exchange programs with countries around the globe. To meet the demand of the digital design era 
of the 21st century, KIDP speci� cally focuses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a cutting-edge design industry. As a standing member of Icsid and 
Icograda, KIDP has successfully hosted many international events.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WORLD BEST 
DESIGN

KOREA



38

매직 다용도 믹서기 

MAGIC MULTI BLENDER | MCH-300

중요부품들의 구성을 디자인적으로 잘 배치한 

미니믹서기입니다. 기존의 제품들보다 매우 심플한 

형태지만, 사용자의 그립(Grip)감이 높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법이 간단하고 

바디의 칼라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라인업이 가능합니다.

This is a mini-multi blender in which its main 
functions are well arranged in the aspect of 
design. It is very simple in shape compared 
to existing blenders. However, the customer 
would feel that the grip is much better to hold. 
Everyone may use this blender without a 
problem because it is very easy and simple 
to use. Various line-up is possible just by 
changing the color of the body.   

Company (주)동양매직  Tongyang Magic
Design 금창성, 홍준영  KUM Changsung, HONG Junyoung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한국월드베스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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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현관 디지털 도어록입니다. 심플한 라인의 터치 

방식으로 구현되는 이 도어록은 신개념의 홈 시큐리티 기능을 경험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비밀번호 누출 방지, RFID카드 및 교통카드, 모바일칩을 

사용하여 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This digital door lock is very easy to use. The door lock is a smart 
product which enables customers to experience the new concept 
of home security with its simple line of touch method. While 
the PIN is safely guarded, the door can be opened using the 
customer's RFID card, transportation card, or mobile chip. 

엘이디 데스크 램프 

LED DESK LAMP

엘이디(LED)광원을 소재로 이용한 데스크 램프입니다. ‘링(Ring)’ 형상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램프의 요소요소마다 직선과 ‘링’의 형태가 반복됩니다. 

램프의 이러한 형태적 상징성 덕택에 제품이 놓인 공간은 더욱 돋보입니다.  

This is a desk lamp which uses LED light as its material. Using a 
"Ring" motif, a straight line and "ring" shape is repeated in various 
parts of the lamp. This formal symbolism of the lamp makes the 
space more attractive and unique.

스마트-터치 디지털 도어록

SMART TOUCH DIGITAL DOOR-LOCK

Company 삼성엘이디(주)  Samsung LED
Design 전종훈, 차민호  JEON Jonghoon, CHA Minho

Company (주)한화건설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Design 장효정, 김재훈, 하정훈
  JANG Hyojung, KIM Jaehoon, HA Junghoon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WORLD BEST 
DESIG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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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들이 가진 기능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살린 제품입니다. 간결한 원기둥 형태에 

티탄 실버를 적용했으며, 톤온톤 컬러의 데코 적용으로 

차량 인테리어에도 좋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목적에 따라 차량 내외부를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esthetic and it maintains all the 
functions that existing car black-boxes have. 
Titan silver was applied to the simple column, 
and by applying a tone-on-tone color scheme, 
it is also good for refreshing the car interior, 
also. As it is possible to revolve this product 
360 degre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ar 
may be conveniently � lm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ustomer.

마우스

MOUSE | COMFI

기존 마우스는 손과 팔이 뒤틀린 상태로 잡게 되어있어 

장시간 사용하면 손과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이 제품은 손이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와 클릭되는 

손가락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만들었습니다. 

3D 스캐닝과, 크래이(유토,찰흙)를 사용하여 형태적인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The existing mouse gives pressure to the hand and
the wrist of the user because its form makes the 
user maintain his/her hand in a twisted position. 
This produc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position of the 
� nger when clicking the mouse, while 
comfortably holding the mouse in his/her hand. 
Our measurement data was extracted by 3D 
scanning and clay modelling method.

차량용 블랙박스
VEHICLE DRIVE RECORDER | 
BLACKVUE DR400-HD

Company 피타소프트  PITTASOFT
Design 정성모  JUNG Sungmo

Company (주)디케이디자인  DK DESIGN
Design 고상륭, 장현기  KO Sangrwung, JANG Hyunki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한국월드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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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IGUASSU A-061 AIR PURIFIER | CHA-550ZA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 ‘바람’의 형상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면과 면이 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닌,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형상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To visually appeal the character of the air puri� er, we used smooth 
curves to realize the form of the "wind." The design was highlighted 
by layered form, different from the more traditional geometric form 
in which the planes meet each other in right angles.

Company 청호나이스(주)  Chunghonais
Design 안미정, 김정아, 정석준  AN Mijung, KIM Jungah, JUNG Sukjun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WORLD BEST 
DESIG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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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조명 아이로

IRO | SPI-1100

아이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제품의 수명도 

긴 고효율 로봇 조명입니다. 외형은 다양한 캐릭터로의 

변신이나 여러 대의 조명을 층층이 쌓는 연출이 가능한 

큐브 형태입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화 

과정에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IRO is a highly ef� cient robot light which 
helps save energy and is very durable. It is 
cube shaped to enable the user to stack many 
lights or make shapes and characters out of 
the stacked lamps. It was produced by the 
utilization process from the children's viewpoint.

Company (주)소노코리아  SOGNO KOREA
Design 이병성, 김상도, 노광호  LEE Byungsung, KIM Sangdo, NOH Kwangh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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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및 이동이 가능한 북 스캐너로,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제품입니다. 

책 스캔 시, 동시에 양쪽 페이지를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재를 스캔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책의 제본부가 

검게 스캔되는 타 제품들과 달리 비추미는 잔상 없는 깨끗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This is a portable and mobile book scanner for schools and public 
institutions. When scanning the book, pages on both sides can be 
scanned simultaneously with simple operation. Thus, it displays 
the content of the book while scanning it. This product scans 
without any afterimages,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which 
display the binding parts in shadowed images.

원목자석블록 - 플레이그라운드

MAGNETIC BLOCK SET - PLAY GROUND | PG10173

평면뿐 아니라 곡면 위에서도 3차원의 입체 구성이 가능한 블록입니다. ‘회전형 

접합 장치’가 달린 각각의 블록들은 측면연결, 사선연결, 돌리기, 비틀기 등이 

가능해 아동의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시켜줍니다. 유럽산 비취목을 사용하여 

제품의 질감도 좋습니다. 

This block can be three-dimensionally constructed on both the 
curved surface and � at surface. Each block with a "revolving 
connection device" enables side-connection, diagonal-connection, 
twisting turning, etc., helping children to explore their creativity. The 
blocks are made of European Monadenium for smooth textures.

비추미

MAGIC VT-320TTS

Company (주)오르다코리아  OLDAKOREA
Design 이용식, 심수연, 이은혜
 LEE Yongsik, SHIM Suyeon, LEE Eunhye

Company 엠지엠씨 디자인  MGMC Design
Design 김기웅  KIM Ki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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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헬멧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역학적 기능미를 최대한 살렸고,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시켜 안전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터널 및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진입할 

경우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This versatile helmet is for various uses.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wind, 
aerodynamic function was maximized. 
Functional aspect was highlighted to fully 
achieve safety and ef� ciency. Safety was given 
utmost care to prevent sudden accidents 
occurred when entering tunnels or dark areas.

매직큐브

MAGIC CUBE

세계 최초 패턴 프로젝션 키보드 & 가상 멀티 터치 

마우스입니다. ‘마술 상자’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하여 

하이테크하고 모던한 큐브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연계되도록 심플하고 절제된 라인을 주조로 

부분적 곡면을 적용시켰습니다. 

This is the world's � rst pattern projection keyboard 
and virtual multi touch mouse. By applying the 
design concept, "magic box," it is produced with 
the latest technology in the modern cube shape. 
Curved planes were partially applied, as well as 
simple and minimal lines was mainly used to easily 
harmonize with smart phones and tablet PCs.

알파맥스 시스템 헬멧

RPHA-MAX FLIP-UP HELMET

Company (주)홍진에이치제이씨  Hongjin HJC
Design 이승우, 황두현, 최영욱
 LEE Seungwoo, HWANG Doohyun, 
 CHOI Youngwook

Company (주)셀루온  Celluon 
Design 신종민  SHIN Jongmin

디자인코리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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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식 가습기

HEATING HUMIDIFIER | HSV-330

물을 가열하면 김이 나오게 되고 자연히 방안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가습기입니다. 물을 100℃에서 끓이기 때문에 

100% 멸균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전력이 차단되도록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When water is heated, the humidity inside the room naturally 
increases. This humidi� er is based on this principle. As water 
is boiled at 100℃, 100% sterilization is possible. It is safer than 

existing products because the electricity automatically shuts 
down when the product is falls down.

Company 한일전기MMC(주)  Hanil Electric MMC
Design 김정욱, 황정행, 이규선  KIM Jungwook, HWANG Jeonghaeng, LEE Kyusun

DESIGN KORE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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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멀티도마셋트

BIO MULTI CHOPPING BOARD SET | C-50

바이오멀티도마셋트는 미국 FDA에서 발표한 올바른 

도마 사용법 자료를 기초해 만든 제품입니다. 도마에서 

여러 개의 식재료를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세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개 도마의 보관 

및 사용, 건조 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Bio Multi Chopping Board Set is made on 
the basis of the correct material for chopping 
boards stated by the United States' FDA. 
It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bacteria which 
may occur by using various ingredients on the 
same chopping board. This product also allows 
for easy storage, use and drying of many 
chopping boards.  

Company (주)네이처닉  NATURNIC
Design 오대운  OH Dae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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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케어 이온 정수기

SMART CARE ION PURIFIER | ION-1100C

국내 최소 사이즈인 110mm 폭의 세로 타입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정수기입니다. 직수 타입으로 수질이 안전하고 내부구조까지 한 번 더 

세정하는 자동세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티타늄백금도금 전극사용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This puri� er enhanced the utilization of space with its vertically 
oriented design with the narrowest width of 110mm in Korea. 
The quality of water is guaranteed through direct supply of water, and 
it is equipped with an automatic wash system which washes even 
the interior structure once more. It is a semi-permanent usable device 
because of its utilization of titanium-white gold coated electrode.

Company (주)동양매직  Dongyang Magic
Design 유종윤  YU Jongyoon

캡슐마사지기

CAPSULE MASSAGE

Company 엠지엠씨 디자인  MGMC Design
Design 이송구, 김기웅  LEE Songkoo, KIM Kiwoong

마사지 크림을 사용하여 마사지할 때 크림의 피부 침투율을 높여 주는 캡슐형 

피부 마사지기입니다. 각 단계별 모드 조절이 가능하며 음이온 파우더가 

내장되어 있어, 피부에 유용한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가볍고 심플하게 만들어져 

보관 및 휴대가 쉽습니다.

This is a capsule massaging device which helps the penetration 
of the massage cream to the skin. Different modes of massaging 
is available. Negative ion good for the skin is radiated from the 
negative ion powder embedded in the product. It is very easy to 
store and carry the product because it is designed light and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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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용 층을 고려해 설계한 e-book단말기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 키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그립(grip)감을 살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선 상태에서 보기 힘든 기존제품들의 불편함을 해결했습니다.

This is an e-book reader which was designed 
for every age group. To be used conveniently, 
button keys were applied to the front panel, 
and we put much care to make the customers 
feel more comfortable with the grip. We 
resolved the uncomfortableness felt when 
reading with existing e-book readers on public 
transportations.

스마트 셋톱박스 레보큐

SMART SETTOP BOX REVOQ | TMP 550

동영상을 비롯 디지털 사진, 음악 파일 등을 TV로 

재생하는 미디어플레이어입니다. 기존 미디어 기기와 달리 

TV 전용 앱 마켓을 제공해 주어,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 

정보, 교육, 게임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감춘 미니멀한 외관입니다.

This is a media player which plays digital 
photographs, music � les, video � les, etc. Unlike 
existing media devices, it provides an exclusive 
TV app market, allowing the customer to easily 
use internet based broadcast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games. The outer appearance is 
minimal, with all unnecessary elements hidden.

전자책단말기 

E-BOOK | B-365

Company (주)다산지앤지
 DASAN Global New Technology Group
Design 이섬균  LEE Seomgyun

Company 테라온(주)  Teraon
Design 양용민, 홍정수  YANG Yongmin, HONG J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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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AT735

TABLET PC AT735 

차세대 PC로 주목 받는 태블릿 PC에 안드로이드 OS 2.2를 탑재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휴대성을 고려한 7인치 사이즈로 

와이파이를 탑재하여 무선인터넷지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고품질의 음성서비스도 제공합니다.

Various contents are supplied through this tablet PC with Android 
OS 2.2 system for the new generation. The 7 inch size of the 
product considers the portability of the user. Equipped with WiFi 
network, this tablet PC is speedy and is easily usable anywhere. 
High quality sound service is also provided. 

Company (주)모임스톤  Moimstone
Design 김광국, 박재민  KIM Kwangkook, PARK Ja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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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티

SOFTIE

차가움과 따뜻함, 단단함과 부드러움. 하드(Hard)한 

재질과 소프트(Soft)한 재질, 두 가지의 재질을  하나의 

형태로 완성한 제품입니다. 생활방수가 가능하며, 표준형 

A타입 커넥터를 적용하여 COB타입의 최대 단점인 

안정성을 보강했습니다.

Pairs of contrasting materials became one: 
coldness and warmth, hardness and softness, 
hard material and soft material. It is water-
resistant for living conditions, and a standard 
A type connecter was applied to enhance 
the stability which was actually the most 
conspicuous weak point of the COB type.

Company (주)메모렛  MEMORETTE
Design 박원영, 조성권  PARK Wonyoung, JO Sung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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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NAVIGATION | IQ 3D 2000

운전자의 시각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네비게이션입니다. 3차원의 

공간감을 착시의 느낌으로 유도하는 큐브 형상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전면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에 적용된 라이트는 운전 중의 각종 경고를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is is a navigation which cares to keep off from the visual angle 
of the driver. The 3D cube shape was used as a motif to give the 
product the feeling of a 3D through a delusion. The light applied 
to the edges of the front frame helps the driver to visually detect 
various warnings while driving.

Company (주)파인디지털  Fine Digital
Design 김진화, 고려빈, 전표옥
 KIM Jinhwa, KO Lyobin, JEON Pyook

700여 종의 각종 세균을 원적외선 열 건조 방식에 의해 살균해 주는 칫솔 

살균기입니다. 모든 부품이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서 안전하며, 벽걸이 형과 

스탠드 형의 2가지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면의 도어를 닫으면 살균이 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This is a toothbrush sterilizer which sterilizes about 700 kinds 
of bacteria by the ultra-red ray heat dryer method. As all parts 
are embedded inside the product, it is very safe to use. It is 
designed in two types of styles-wall-hanging type and stand type. 
Sterilization begins when the door of the sterilizer is closed.

O2 칫솔 살균기

O2 TOOTHBRUSH STERILIZER | BS

Company (주)엘루어에프앤비  ALLURE F & B
Design 채성수, 백창묵, 신미영

 CHAE Sungsoo, BAEK Changmuk, SHIN M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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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통신수단인 가정용 전화기를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 한 이후 가정용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하면서도 

사용이 쉬운 가정용 전화기만의 강점을 살렸고 이를 

‘스마트 룩’으로 완성했습니다.

This is a product which newly designed the 
more traditional medium of communication, 
the household telephone. Since the advent 
of the mobile age, the demand for household 
telephones are decreasing more and more. 
However, we highlighted the merit of household 
telephone which is safer and easier to use, and 
completed the product with a "smart look."

이티암 에스

ETARMS | AEH-01E1C

최소 15인치에서 최대 30인치까지의 모니터 거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외관 형태를 고려해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했으며, 동시에 트리플 스윙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관절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지를 디자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This product can hold the monitors which range 
from 15 inches to 30 inches. Considering the 
outer look, we ef� ciently composed the parts, 
and resolved the problem of organically and 
freely moving 6 joints including a triple swing. 

가정용 유무선전화기
DIGITAL CORD & CORDLESS PHONE | 
GT8505/8506

Company LG 에릭슨(주)  LG-Ericsson 
Design 지경수, 이희정, 디자인와우

 JI Kyungsoo, LEE Heejeong, Design WOW

Company (주)에이스힌지텍  Ace-Hinge Tech
Design 최경수, 박성연, 이미솔
 CHOI Kyongsoo, PARK Sungyeon, LEE Me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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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젯쉴드

GADGET SHIELD

태양광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컬러를 

대비시켜 심플하면서도 스포티한 스타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친환경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였으며, 후 가공을 줄여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했습니다.

This is an eco-friendly product which charges batteries with solar 
energy. A simple and sporty style was completed through the 
contrast of colors. The ef� ciency of energy was increased by its 
eco-friendly design. Moreove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was 
minimized by diminishing after-process during production.

Company (주)클로버소프트  Cloversoft
Design 신종민, 곽용주  SHIN Jongmin, KWAK Y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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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병 살균기

BABY BOTTLE STERILIZER | USD-10G

살균하기 위해 플라스틱 젖병을 열로 삶는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삶거나 가열하지 않고 자외선을 이용하여 젖병을 살균 

시키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유아용 젖병 및 

다양한 유아용 제품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al hormones may be released while 
boiling plastic milk bottles for hygienic concerns. 
This product sterilizes milk bottles by ultraviolet 
rays without boiling or heating it. Households 
with children may sterilize baby milk bottle and 
other baby products with this product.

 

Company (주)동양매직  Tongyang Magic
Design 유종윤  YU Jon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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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퀸 유아욕조

RAYQUEEN BATH

물을 최대한 덜 쓰도록 아기가 앉는 내부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거치대의 착탈이 쉽도록 만들어졌으며, 외관도 도자기 같은 오브제로 형상화 

했습니다. 인체와 만나는 부분들을 모두 곡면 처리하여 기존 유아용 욕조보다 

사용상 안전합니다. 

This product has an ergonomically designed interior for the baby 
to sit in, and for saving water at the same time. It is made to easy 
install and remove the stand. Its appearance is in the form of a 
ceramic objet. All the parts coming in contact with the human 
body are processed to be in curves, thus being much safer to use 
than the existing children's bath tub.

Company 엠지엠씨 디자인  MGMC Design
Design 이송구, 김기웅  LEE Songkoo, KIM Kiwoong

아이지오 블록

IGEO BLOCK | IG10024

아이들이 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지오 블록은 정육면체, 원기둥, 구 

3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최초로 개발된 

‘회전형 접합 장치’는 블록 간 연결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아이들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IGEO blocks are designed to help kids think while playing. 
It is made in 3 basic types of blocks: cube, column and sphere. 
The world's � rst "revolving connection device" helps with the 
easy connection between blocks, letting kids create what they 
imagined and thought.

Company 오르다코리아  OLDAKOREA 
Design 이용식, 심수연, 이은혜
 LEE Yongsik, SHIM Suyeon, LEE 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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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전기압력보온밥솥 
IH ELECTRIC RICE COOKER/WARMER | 
CRP-HT SERIES

범고래의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미를 밥솥에 적용했습니다. 

블랙과 실버를 잘 사용하여 단조로운듯 하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은 심플함을 강조했습니다. 압력 잠금 해제 

손잡이 또한 조약돌을 만지듯 한손에 부드럽게 감기도록 

완성했습니다.

Smooth and � exible curves of the killer whale 
were applied to the shape of the rice cooker. 
Although this product uses a simple black and 
silver tone, it is not monotonous. The pressure 
lock-release handle is also � nished to softly � t 
the hand like a pebble.

 

Company 쿠쿠전자(주)  Cuckoo Homesys
Design 김재곤, 강태욱, 강리라
 KIM Jaegon, KANG Taeuk, KANG Rira

휘슬러 프리미엄 원액기만의 차별화된 기술로 완벽한 착즙 

메커니즘을 실현한 주서입니다. 스크류와 착즙망에 신소재 

울템을 사용해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방사형 크랙이 적어 

보다 안전합니다. 매립형 듀얼 핸들을 적용하여 심미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With its differentiated technology of Whistler 
Premium Juicer, this juicer realized a perfect 
juicing mechanism. By using the new material 
Ultem on its screw and juicer net, it absorbs 
shock very well, and is safer because there are 
less diagonal cracks. By applying embedded dual 
handles, the aesthetic satisfaction and usability 
are maximized. 

주서 (원액기)

JUICER | FPJ-M100

Company 에프케이엘 전자  FKL Electronics
Design 김인영  KIM I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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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가열방식인 IH(Induction Heating : 전자유도가열)을 사용한 신개념 

조리기구입니다. 안전성과 친환경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웰빙 기기로 기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제품의 ‘미세온도 조절 기능’은 섬세한 조리를 가능하게 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려줍니다.

This is a new concept cooker which uses IH (Induction Heating) 
method which is one of the latest heating methods. It is highly 
ef� cient, safe, eco-friendly, and economic. Especially, "delicate 
temperature controller" function helps the user to cook delicate 
cuisines, vitalizing the taste and nourishment of the ingredient itself.

엔고스 8100WH

ENGOTH-8100WH | PRISM LED STAND

최소의 조형언어로서 완성한 엘이디 스탠드입니다. 엘이디가 갖고 있는 얇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원형이라는 조형언어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조명 기능을 갖춘 원형 다이얼 노브를 인터페이스로 채택하여, 사용자가 

편안하고 직관적으로 제품을 다룰 수 있습니다.

This LED stand is completed with minimal modelling. The thin and 
smart image of LED is interpreted in a circular modelling and thus 
re� ected in the design of the product. Circular dial knob, equipped 
with a lighting function was chosen as the interface, allowing the 
users to easily and intuitively control the product.

IH 전기레인지

IH RANGE | CIR-G100

Company (주)고스디자인  Designgoth
Design 강현석, 정석준  KANG Hyunseok, JUNG Seokjoon

Company (주)리홈  LIHOM
Design 김영민, 박상욱  KIM Youngmin, PARK Sangwook

주서 (원액기)

JUICER | FPJ-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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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iF CONCEPT AWARDS

iF는 현재 iF 제품디자인상, iF 커뮤니케이션디자인상, iF 소재디자인상, iF 패키징디자인상, iF 콘셉트디자인상으로 구분한 

다섯 개의 디자인 콘테스트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 센터입니다. iF 디자인 콘테스트수상자에게 부여되는 iF 

로고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iF 디자인 콘테스트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불빛입니다.

With our � ve iF competitions - the iF product design award, the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the 
iF material design award, the iF packaging design award and the iF concept design award for students 
- we have becom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respected design centers in the world.
The iF logo, which is given to the winners of our competitions, has become an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ymbol of outstanding design. It serves as a beacon for design-interested audiences in 
the global economies.

iF 국제디자인포럼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지난 50여 년 동안 iF Industrie Forum Design e.V.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했습니다. 1935년의 “Sonderschau 

formgerechter Industrieerzeugnisse”결과 2001년 iF국제디자인포럼으로 기관명을 바꾸어 모든 산업분야에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iF 디자인 콘테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or more than � fty years, iF Industrie Forum Design e.V. has been located in the grounds of the Messe 
Hannover in Germany. A result of the 1953 "Sonderschau formgerechter Industrieerzeugnisse", the iF 
Industrie Forum Design e.V. was complemented in 2001 by the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which is responsible for all areas of business, and particularly for the renowned iF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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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의 랩소디’는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책으로, 음악의 시각적 

해석을 다루며, 정보와 영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래픽적 테크닉은 음악적인 형태와 움직임을 

묘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색채의 랩소디-

대화형 책  

이레네 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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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공기에서 발생한 초고농축 분자들과 유해한 가스에 

노출됩니다. 그 피해와 증상은 종종 그러한 기체를 접한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발견되곤 합니다. CAS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을 

유발하는 물질들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합니다.

CAS-

공기 필터링 

마스크  

말린 그루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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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은 피트니스 이미지의 범주에 속하는 건강관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수영 시 자연스러운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사용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넵튠

수영 도우미 

리하르트 스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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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대형 텀블러는 노년층의 사용자들을 위해 디자인되었는데, 

도움을 주면서도 친근한 조수역할을 합니다. 

막대의 본체와 손잡이는 튼튼하고 가벼우며 일체화된 알루미늄 코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막대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코팅된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균형 막대  쳉 충 펜, 유 팅 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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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 미터는 수조나 생수용기에 붙일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로, 

접착된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알려줍니다. 수조, 

물주전자, 물병 등 어떤 곳에든지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커를 사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병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디 미터- 

부착 가능한

디지털 계량기 

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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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의 케이스는 깊숙이 남은 감자 칩을 꺼내 먹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블룸 칩스의 주름진 원통형 모양은 패키지가 

마치 꽃처럼 펼쳐져, 패키지를 열면, 사람들이 쉽게 감자 칩을 

꺼내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블룸 칩스-

패키지

서동한, 김석우, 

권도혁, 이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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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구매할 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짧은 동안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세발 자전거로 변신하는 유모차를 디자인했습니다. 

제품의 가치와 수명이 기존 유모차보다 훨씬 긴 이 제품은 오랫동안 

아이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모차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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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주차 가이드는 주차장 입구 근처의 주차공간을 찾아주고, 

그 공간을 주차 가이드에 표시해 줍니다.  주차 가이드가 가장 

가까운 빈 공간과 출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이드 황 샤오헝, 왕 셔우유, 

시 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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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선을 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재단사는 

옷(중국 청삼)을 만들 때, 보통 고객의 신체 치수를 매우 여러 번 

재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펜과 같은 

도구를 갖고, 동시에 표면 거리를 기록하는 것이 쉬워진다면 

창조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펜 자 이 주이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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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세면대는 핸드 드라이어나 종이 타월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을 야기합니다. 

‘에어블레이드 세면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핸드 드라이어’와 ‘세면대’를 합쳐서 더욱 쉽고 안전하게 

손을 씻고 말릴 수 있게 합니다.

에어블레이드

세면대

춘 치에, 창 완-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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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스티커는 폴더 안 식물성 섬유 속에 씨앗이 들어 있어서, 

공기 중의 습기에 노출이 되면, 씨앗이 자라나 녹색 식물로 변합니다. 

섬유 스폰지에 필요한 식물성 영양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 스티커 – 

개념적 원예

팡-이 린, 유-휘 수, 

쥰-관 우, 롱-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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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럴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컴팩트 드릴로, 사용이 쉽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드릴을 사용할 때, 모든 부분이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목표물에 드릴을 갖다 대면, 드릴이 가장 적절한 

속도와 토크 세팅을 선택합니다.

뉴트럴- 

컴팩트 드릴 

팀 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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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

우수산업디자인상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우수산업디자인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 디자인상으로 제품, 에코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패키징, 전략, 리서치 

그리고 콘셉트 등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 디자이너, 학생 그리고 기업체들이 참가합니다. 

수상작들은 후원사인 패스트 컴퍼니와 idsa.org를 통해 발표되며 전 세계의 수백 개가 넘는 출판물과 방송을 통해 

알려집니다.

The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DEA) program is a premier international competition 
honoring excellence in products, ecodesign, interaction design, packaging, strategy, research and 
concepts. Entries are invited from designers, students and companies worldwide. Winning entries are 
announced in Fast Company and idsa.org, and receive coverage in hundreds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networks around the world.

미국산업디자인협회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미국산업디자인협회는 산업디자이너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교육·정보전달·커뮤니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디자인 분야를 진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업디자인협회는 27개 분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2,300명에 이르는 디자이너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IDSA) is the voic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fession, 
and is committed to advancing the profession of industrial through education, information, community 
and advocacy. Today, IDSA has nearly 2,300 members and 27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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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동로 (자전거 레일)

BIKE-PULLWAY (BIKE RAIL)
에네루프 스틱 부스터 KBC-D1AS

ENELOOP STICK BOOSTER KBC-D1AS

Company   산요 일렉트릭  SANYO Electric 

자전거 이동로는 굴곡진 자전거 레일로서, 

자전거 탑승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계단 위 아래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미리 모든 제작 공정을 거친 완제품 

상태로 배달되어, 설치 시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The Bike-Pullway is a grooved bike rail that allows 
riders to easily and safely move their bicycles up 
and down stairs. All fabrication and assembly is 
done off site, resulting in an installation time that 
is one-tenth of the typical time needed.

이 날렵하고 가벼운 모바일 기기 충전기는 충전가능한 

AA NiMH 전지를 사용합니다. USB인터페이스는 

각각의 기기마다 다른 충전기를 살 필요 없이,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기기의 충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네루프 스틱 안의 전지가 닳으면(약 1,500번의 충전 후), 

새로운 전지로 갈아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This slim and lightweight power source 
for charging mobile devices uses AA NiMH 
rechargeable batteries. The USB interface 
makes it unnecessary to carry multiple chargers 
for all your devices. When the batteries inside 
eneloopstick run out (after approximately 1,500 
charges), simply replace them with new ones.

Company 네오머스  Neo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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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나인

CLOUD NINE

기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미래의 느낌을 가진 이 의자는, 돌출되고, 분말 코팅이 

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퓨어(흰색), 쉐이드(부드러운 잿빛), 

브리즈(푸른색) 프레임은 포물선형의 패브릭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임과 

패브릭의 색깔은 믹스매치가 가능하며, 클라우드(흰색), 미스트(부드러운 잿빛), 

풀(푸른색 빛)의 코르투라(CorturaⓇ, 코리안(CorianⓇ)) 테이블 덮개는 

어울리는 색깔의 테이블 상판과 믹스매치 할 수 있습니다. 

The Cloud Nine Collection illustrates modernity for its study of 
curvaceous and continuous organic lines captivating the eye and 
inspiring the imagination. At � rst glance, you will see a glimpse of 
the future combined with a clever infusion of what is functional 
and comfortable today. Extruded and powder-coated aluminum 
frame � nishes in the colors of Pure (off-white), Shade (soft gray) 
and Breeze (blue-green) are complemented with matching 
parabolic fabrics. Frames and fabric colors may be mixed and 
matched. Coordinating Cortura® (Corian®) tabletop surfaces in 
Cloud (off-white), Mist (soft gray) and Pool (blue-green) may be 
speci� ed to either have tabletop and legs match in color ways or 
mixed and matched for a more spontaneous design option.

Company   프리니어 아틀리에 앤 브라운 요르단  Frinier Atelier and Brown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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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슈즈 토들러즈 두들

SIMPLE SHOES TODDLER'S DOODLE

Company 뉴  New

토들러즈 두들은 환경인증을 받은 염색업체에서 만든 

세탁 가능한 스웨이드 신발입니다. 보드라운 안감은 

인증 받은 유기농 면으로 되어있고, 구두 밑창은 묻어나지 

않는 재활용 천연고무입니다. 접착제 또한 석유 추출물이 

아니라 수용성입니다. 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틀과 신발 상자 

또한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마다 

박스에 다른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The Toddler’s Doodle is a line of washable suede 
shoes from an eco-certi� ed tannery. The soft 
linings are made of certi� ed organic cotton, the 
soles are made of natural and recycled non-
marking rubber, and water-based, rather than 
petroleum-based, glue is used to hold the shoe 
together. The foot form inserts and the shoebox 
are made of post-consumer recycled paper. 
Each size has a different animal o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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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 토트 스프라우트 의자

OXO TOT SPROUT CHAIR
헬프 수면 도우미

SLEEP BY HELP REMEDIES

OXO 토트 스프라우트 의자는 기능이 확장된 의자로서,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변형되는 의자입니다. 6개월에서 다섯 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이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발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선반은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떼어낼 수도 있어서 

의자를 테이블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The OXO Tot Sprout Chair is an extended-use chair that grows with 
a child, from 6 months to 5 years. The seat adjusts in height and 
depth, and the footrest is height adjustable. A depth-adjustable 
tray accommodates babies as they grow and can be removed 
so the chair can be pulled up to the table. For children over 3, the 
crotch post, tray and harness can be removed so kids can sit 
comfortably at the table.

Company 스마트디자인 앤 OXO Smart Design and OXOCompany 챕스 마리나 앤 리틀 퓨어리  Chapps Mallina and Little Fury

헬프는 수면에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위한 간단한 솔루션으로, 보다 

인간적인 의학기구입니다. 각각 다른 색깔로 코드화된 제품은 기본적인 

건강상의 문제들을 보다 알기 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며, 코팅이나 염색,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알약의 형태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패키지는 

보다 친근한 색감을 가졌고, 부드러운 종이 펄프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베게 같이 생긴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Help is a collection of simple solutions for simple health problems 
that humanizes medicine. Each color-coded product states the 
basic health problem it addresses in straightforward human terms 
and offers a simple solution in the form of a pill without coatings, 
dyes or complications. The package communicates this approach, 
and a friendlier tone, with a pillow-like form made of soft paper 
pulp and biodegradable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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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 보존 도우미

CONSERVE VALET
킨 원

KIN ONE

Company 마이크로소프트 앤 신코디자인 오피스
 Microsoft and Cinco Design Of� ce

벨킨 전기 에너지 보존 도우미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USB 충전기로, 동시에 4개의 기기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사용자의 모든 

기기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집으로서, 기기들을 

재충전할 수 있으며, 이미 충전된 기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전력을 절약해 줍니다.

The Belkin Conserve Valet is an energy-saving USB 
charging station that can charge up to four devices 
at once and automatically shut off when not in use. 
It provides a central home for all of your devices 
while they are recharging, and it prevents the 
energy waste that results from idle chargers. 

킨은 소셜 네트워킹과 친구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에 

열중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관찰하고, 그 방법을 모방하도록 

이 모바일 전화기를 디자인했습니다.

KIN was born out of the way a new generation 
of people communicate with mobile phones, 
immersed in social networking and constant 
sharing with friends. This mobile phone was 
designed to mimic how people communicate 
in real life, with people (not icons) at the heart 
of every action.

Company 벨킨  Be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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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패키징과 퀵 스타트 가이드 그래픽

KIN PACKAGING AND QUICK START GUIDE GRAPHICS

Company   마이크로소프트 앤 신코디자인 오피스  Microsoft and Cinco Design Of� ce

킨의 모바일  패키지는 업계의 비슷비슷한 기기들과 차별화된 킨을 

나타내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보다 개인적인 

느낌을 주도록 표현했습니다.

KIN was born out of the way a new generation of people 
communicate with mobile phones, immersed in social networking 
and constant sharing with friends. This mobile phone was 
designed to mimic how people communicate in real life, with 
people (not icons) at the heart of every action. And the packaging 
was designed to differentiate KIN from a sea of uniformity within 
the mobile industry while also being approachable and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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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유리 물병

MODERN GLASS WATER BOTTLE

Company 시로 디자인 앤 다께야  Ciro Design and Takeya

모던 유리 물병은 스타일리시하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물병으로, 신선하고 맑은 물을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모던 유리 물병은 움직일 수 있는 

수분충전기구로써, 유독성 화학물질이나 금속/플라스틱이 

용해되지 않는 건강한 대안 물병입니다.

The MODERN GLASS WATER BOTTLE is a 
stylish, reusable eco-friendly water bottle made 
especially to help urban dwellers retain the 
freshness and purity of their water while they 
are at work, at the gym, in transit or anywhere 
else where they don’t have reliable access to 
clean water. The bottle is a healthier alternative 
for portable hydration and is free from any toxic 
chemicals or metallic/plastic � 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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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알케이에스  RKS

비올라 파크 주방 시스템

VIOLA PARK KITCHEN SYSTEM

Company 헨리빌트  Henrybuilt

코르 비다 스테인리스 물병은 몇 번 쓰고 버리는 튼튼하지 못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과는 다릅니다. 깔끔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비다’ 물병은, ‘코르’ 사(社)의 기존 포트폴리오 및 새로운 제품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모든 환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성맞춤입니다. 

The KOR Vida reusable stainless steel water bottle was designed 
as an alternative to disposable aluminum and plastic water 
bottles. Featuring a clean, ergonomic design, Vida was built to 
harmonize with KOR’s existing and new product portfolio, and it 
was designed to be appropriate for all users in all environments, 
whether at the of� ce, gym, home or anywhere in between.  

비올라 파크 주방 시스템은 모듈화된 주방 시스템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자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비올라 파크의 독창적인 온라인 레이아웃 

도구는 소비자들이 직접, 디자이너나 건축가의 도움 없이, 뛰어난 디자인의 

주방을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The Viola Park Kitchen System is a modular kitchen system that is sold 
directly to consumers in a simple straightforward way. Viola Park’s 
unique online layout tool makes it possible for customers to easily 
create superior designs without the help of a designer or architect.

코르 비다 수분재충전 용기

KOR VIDA HYDRATIO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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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브이-언어학습기

VV-TALKER

브이브이 언어학습기는 청각-언어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이 학습기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은 말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대한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이 언어학습기는 장애가 없는 언어사용자들의 성대 울림을 

기록하여, 촉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기기는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듣기 능력을 보완해주며, 자신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VV-Talker is a language-learning assistive 
device for deaf-mute children. It allows them 
to understand and develop speech, motivating 
them to learn, communicate and practice. It 
records the throat vibration of normal speakers 
and plays it back in tangible simulation. This 
complements the senses of deaf children, 
enabling them to compare their speech with that 
of others.

Company   중국 삼성 디자인 멤버십  Samsung Design Membership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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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잇Ⓡ 지 노트 내츄럴 디스펜서

POST-IT® Z-NOTES NATURAL DISPENSER
스피드 시트

SPEED-SHEET

Company   스트라이커  Stryker

포스트잇Ⓡ 지 노트 내츄럴 디스펜서는 오직 천연의 원자재로만 만든 제품으로, 

플라스틱 없이 유리와 100퍼센트 재활용된 코르크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디스펜서는 최소한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이 제품은 오직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합체와 분리, 

재활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The Post-it® Z-Notes Natural Dispenser was designed with 
sustainability and life-cycle management in mind. It is constructed 
with natural raw materials only—just glass and 100 percent 
recycled cork, no plastics. Plus, while most dispensers on the 
market have a minimum of � ve pieces, this product has only two, 
making it very easy to assemble, disassemble and recycle.

스피드 시트는 환자 이동과 격리를 위한 일회용 시트로서,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소방서와 응급 처치 기관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환자가 이 시트 위에 누웠을 때, 

이 시트는 항상 불활성 상태로 있으며, 환자와 매트리스 사이의 유동적인 

보호 격리장치로 기능합니다. 또한, 마찰이 적은 이동장치로서, 

환자가 다른 곳으로 수평 이동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Speed-Sheet is a disposable patient transfer and barrier sheet 
for use by emergency medical services, � re departments and 
emergency response units. It lies inert under a patient at all times 
(serving as a � uid barrier protec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mattress) and transforms into a low-friction transfer aid when the 
patient is laterally transferred to another surface. 

Company 쓰리엠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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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니쉬의 집안 청소를 위한 이동식 용기/재사용 가능 병

REPLENISH DELIVERY SYSTEM/REUSABLE BOTTLE FOR HOUSEHOLD CLEANERS

Company 이스트먼 케미컬, MBDC 크래이들 투 크래이들 컨설팅, 라디우스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Eastment Chemical, MBDC Cradle to Cradle Consulting and Radius Product Development

리플레니쉬는 집안 청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동식 용기이자 재사용 가능한 

스프레이 병입니다. 농축액을 담는 부분이 스프레이 병 

아래에 부착되어 있어서, 농축액과 물이 섞여 세척액을 

만듭니다.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세척액이 다 떨어지면, 

간단하게 병을 뒤집어서 농축액을 채우고 수돗물을 

스프레이 병에 담아주면 됩니다.

Replenish is a reusable spray bottle for 
household cleaners with a delivery system 
in a two-part arrangement: a reservoir of 
concentrate attached to the bottom of a spray 
bottle in which a unit of concentrate is mixed 
with water to make the cleaning � uid. When the 
spray runs out, simply � ip the bottle to replenish 
the concentrate and re� ll with tap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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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마이크로소프트 앤 원 & 코  Microsoft and One & Co. 

디스쿠스 뉘앙스

DISCUS NUIANCE

Company 알케이에스 디자인  RKS Design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바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상의 편안함과 조작의 용이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터치 마우스는 그 도전에 응하는 제품으로, 수평면을 곡면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넓은 부분의 두께도 15mm를 넘지 않아서, 

가방, 손가방, 주머니 그 어디에라도 쉽게 넣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People today are using mobile computers more than ever, yet they 
still want comfort and control when using them. The Microsoft Arc 
Touch Mouse was designed to deliver on that challenge. 
It goes from � at to curved in one simple movement, so working 
on the go is easier than ever. At less than 15 millimeters thick at 
its widest point, it easily slips into a bag, purse or pocket 
for ultimate portability.

치과용 복합레진 전달 시스템으로, 광 조사된 나노레진을 배출하여 

치아를 치료하는 기구입니다. 레진을 배출하는 주사침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더욱 고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Nuance is a dental composite delivery system for performing 
tooth repairs that dispenses light-cured nanoresin. 
The delivery syringe elevates the user experience with advanced 
ergonomics, multichannel feedback and improved environmental 
appropriateness, all while providing precise and measured 
extrusion of composite material designed to reduce waste and 
save money.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터치 마우스

MICROSOFT ARC TOUCH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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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마루

ZEA MARU
에코 북 

ECO BOOK

지아 마루는 목재로 된 바닥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바닥재로서, 나무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뭇결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된, 신속하게 교체 가능한, 옥수수에서 

추출된 폴리락틱산(PLA)으로 만든 바닥재입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0%), 

사용하는 동안 어떤 독성가스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ZEA MARU helps save trees by replacing 
wooden � oors with a wood-like design that is 
made of rapidly renewable corn-based polylactic 
acid. It is 100 percent formaldehyde-free and 
emits no toxic gas during its life, providing a 
healthier and safer environment for habitants.

조금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이나 재사용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쇼핑 백 사용의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 북을 만들었습니다. 에코 북 자체에 

손잡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에코 북만 있으면 

책을 들고 다니기 위해 쇼핑백을 따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안에 부착된 날개를 접어서 핸들을 잡으면 됩니다. 

Recognizing that low use is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or reuse, eco-book promotes the 
reduction in the use of shopping bags.
The book itself has an integrated handle. With 
eco book, consumers don’t need a shopping bag 
to their carry books. Just unfold the inside � aps 
and grab the handle.

Company LG하우시스 디자인센터  
 LG Hausys Des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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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로테 가정용 신발

CHILOTE HOUSE SHOES

칠로테 가정용 신발은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수공예에 가까운 제작 방법과 

미적인 감각을 선보입니다. 이 제품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생산 모델을 

통해 생산된 아름다운 제품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감성에 

응답합니다. 자연 방목한 파타고니아 양털과 업사이클 방식으로 만든 

연어 가죽을 잘 조직하여 만들어, 부흥하는 환경-프리미엄 시장에 적합합니다.

The Chilote House Shoe’s highly innovative low-tech 
manufacturing methodology and aesthetics speak directly to the 
conscious consumers’ sensibilities that expect highly responsible 
and ethical production models to manifested noble, useful and 
beautiful products. It uses free-range Patagonian sheep wool and 
repurposed and up-cycled salmon leather combined with guided 
craftsmanship to appeal to the growing eco-premium market.

Company   디쎄뇨  Es Dise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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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엠™ 벌사플로™ 엠-씨리즈 헬멧, 전원 공급과 산소 공급 가능한 공기 호흡기 시스템

3M™ VERSAFLO™ M-SERIES HEADGEAR, 
POWERED&SUPPLIED AIR RESPIRATORY PROTECTION SYSTEM

Company DCA디자인 인터내셔널, 쓰리엠 미국, 쓰리엠 영국
 DCA Design International Ltd., 3M United States and 3M United Kingdom plc

벌사플로 호흡기 시스템은 헬멧, 호흡 튜브, 공기 공급장치 

등 세 개의 사용하기 쉬운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다양한 종류의 배치를 통한 보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호흡기, 머리, 눈, 귀에 대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The Versa� o respiratory system gives users 
� exibility as they move from one environment 
to another or from one application to the next. 
Each system consists of three easy-to-select 
modules—headgear, breathing tubes and air 
sources—that can be combined into dozens of 
system con� gurations for protection from a range 
of respiratory, head, eye and hearing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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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엠™ 벌사플로™ 엠-씨리즈 헬멧, 전원 공급과 산소 공급 가능한 공기 호흡기 시스템

3M™ VERSAFLO™ M-SERIES HEADGEAR, 
POWERED&SUPPLIED AIR RESPIRATORY PROTECTION SYSTEM

Company 미니멀  MINIMAL

카디날 헬스 엔두라 스크럽

CARDINAL HEALTH ENDURA SCRUBS

Company 스마트디자인 앤 카디날 헬쓰  Smart Design and Cardinal Health

틱톡+루나틱은 아이팟 나노를 멀티 터치 손목시계로 변형시켰습니다. 

틱톡은 간단한 스냅형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빠르고 안정감 있게 아이팟 나노를 

손목에 고정된 도크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루나틱은 보다 

영구적인 전환 키트로서, 자신의 아이팟 나노를 첨단기술 기기로 바꾸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TikTok + LunaTik transform the iPod Nano into multitouch watches. 
TikTok is a simple snap-in design that allows the user to quickly 
and securely snap the iPod Nano in and out of the wrist dock. 
It was designed for those who want to easily transition from 
clip mode or watch mode. The LunaTik is a more permanent 
conversion kit for those wanting to transform their Nano into a 
bold technology statement.

틱톡+루나틱 멀티 터치 손목시계 키트

TIKTOK+LUNATIK MULTI-TOUCH WATCH KITS

엔두라 기능성 의류 스크럽은 활동을 많이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편안하고 전문적인 룩을 선사합니다. 독창적인 기능들로는 블라우스처럼 

열리지 않는 옷깃,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소매, 남성과 여성의 몸에 맞춰진 

허리선과 안쪽 솔기, 쏟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리고 공기 순환을 위한 

통기성의 메쉬 패널 등 입니다.

Endura Performance Apparel Scrubs were designed to keep active 
doctors and nurses comfortable and professional looking. Unique 
features include collars that don’t blouse open, a sleeve design 
that allows versatile movement, a waistline and inseam that 
adjusts to male and female bodies, pockets that prevent spillage, 
breathable mesh panels for circulation and adjustable leg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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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 엠보싱 처리된 12온스 긴 목 유리 맥주병

INTERNALLY EMBOSSED 12-OUNCE LONG-NECK GLASS BEER BOTTLE

Company 오 아이  O-I

내부 엠보싱 처리를 통해서, 표면은 라벨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매끄럽게 유지하면서도, 유리병의 목부터 바닥까지 

독특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병 디자인은 

병목에 나선형 고리 느낌의 3D 효과를 만드는 서로 

꼬아지는 ‘소용돌이’선을 선보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다른 

맥주병들과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전합니다.

 

Using internal embossing, unique decorations can 
be applied to the inside of glass bottles from neck 
to heel while keeping the exterior smooth for easy 
labeling. The eye-catching design of the bottle 
features intertwining spirals that create a helix-like 
3D effect on the neck for instant shel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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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스탠리 블랙 & 데커  Stanley Black & Decker

하트 프레이밍 망치 라인

HART™ FRAMING HAMMER LINE

Company 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컨셉 센터 인터내셔널
 Techtronic Industries-Concept Center International

하트 프레이밍 망치는 다기능 망치로서, 옆으로 치기, 자성을 가진 못 고정장치, 

측면 못 뽑기와 철근 구부러뜨리기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쓰임을 주기 위해 망치를 칠 때의 무게감과 균형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이 망치는 

강한 소재의 자루와 더불어 광택을 낸 철 등의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히코리 재목(hickory), 강철, 유리 섬유 등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The Hart Framing Hammer incorporates multiple features, such as 
a side strike, magnetic nail set, side nail puller and rebar bender 
while maximizing weight and balance for optimal user comfort 
and usability. It also retains the traditional qualities of polished 
steel as well as strong handle materials, such as hickory, steel and 
� berglass, all of which are recyclable.

보스티치 래칫 조절 가능 렌치

BOSTITCH RATCHETING ADJUSTALE WRENCH

래칫 조절 가능 렌치는 기존의 조절 가능 렌치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했습니다. 

래칫 매커니즘이 렌치 헤드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서 헤드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볼트나 고정 나사에 공구를 

고정하고, 조이거나 풀어줄 때 따로 들어서 위치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 Ratcheting Adjustable Wrench adds a new feature to a 
traditional adjustable wrench: a ratcheting mechanism built into 
the lower jaw of the tool. This feature allows the user to keep the 
tool on the fastener without lifting it off and repositioning it during 
tightening or loos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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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저 프로 유씨

VOYAGER PRO UC

Company 플랜트로닉  Plantronics

플랜트로닉스 보이저 프로 블루투스 헤드셋은 

섬세하고 우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 테크놀로지의 집합체입니다. 이 제품은 모바일 

전화기, 스카이프 등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교류 

소프트웨어 따위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간의 

통합적인 정보소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헤드셋을 사용하는 동안 모바일 전화기에 전화가 오면, 

스카이프 또한 당신을 통화 중 모드로 변경시켜 줍니다. 

스카이프에 전화가 와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헤드셋을 장착하기만 하면 모바일 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이중으로 스카이프를 통화 중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The Plantronics Voyager PRO Bluetooth headset 
combines sophisticated hardware, software 
and sensor technology, which provide a uni� ed 
experience across communication platforms, 
from mobile phones to computer-based 
communication software, such as Skype. When 
you receive a call on your mobile phone using 
the headset, Skype knows you are busy and 
vice-versa, and you can answer calls just by 
placing the headset in your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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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게이트웨이와 디스플레이

CONSERVE GATEWAY AND DISPLAY

Company 벨킨  BelkinCompany 카르텐 디자인 앤 미국 스타키 사  
 Karten Design and Starkey Laboratories Inc.

보청기 사용자의 생활 향상

HEARING AID USER EXPERIENCE

벨킨 에너지 절약형 게이트웨이와 디스플레이는 가정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게이트웨이와 

디스플레이가 함께 작동해서, 장치에 내장된 스마트 측정기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출력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장치를 통해 그들의 에너지 사용형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The Belkin Conserve Gateway and Display provide real-time insight 
and control over home energy use. Working together, they translate 
data from a utility-installed smart meter into an easy-to-understand 
format to allow consumers to better understand their energy use, 
make smarter decisions and change how they use energy.

이 디자인 프로젝트는 선도적인 보청기 생산자로 하여금, 그 사용자들이 겪는 

신체적이며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게 하고, 혁신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연구를 통해, 

보청기를 착용하는 데에 따르는 수치심을 줄이고, 사용자의 보청기 사용생활을 

향상시키는 두 개의 보청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This research and design project helped a leading hearing aid 
manufacturer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emotional challenges 
faced by its customers and drive innovation in its product line. For 
over two years, a multidisciplinary team used research insights to 
develop and test two hearing aids that help reduce the stigma of 
wearing a hearing aid and improve the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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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타팩

BOOSTAPAK

Company 티그 앤 휴렛 팩커드  TEAGUE and Hewlett-Packard

에이치피 엔비 100 프린터는 어떤 생활공간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다기능 프린터로서의 모든 기능성을 

완비하면서도, 치밀한 공정을 통해 매력적이고 콤팩트한 

형태를 선보입니다. 원터치 무선 셋업과 자체적인 용지 

선반과 자동화된 인쇄지 선반을 갖추었습니다. 엔비는 

소비자의 가정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능적인 제품입니다.

With its premium � nishes, the HP ENVY 100 
printer is the perfect complement to any modern 
living space. It provides all the functionality 
expected of an all-in-one printer in an attractive, 
compact form. With a one-touch wireless set 
up, self contained paper tray and an automated 
output tray, the ENVY creates complete 
versatility at home in a more thoughtful package.

에이치피 엔비 100

HP ENVY 100

Company 마그네틱 앤 JMDA  Magnatic and JMDA

부스타팩은 부스터 시트(어린이용 보조 의자)가 완전히 

배낭으로 통합된 제품으로, 어린이용 보조 의자 내의 

버려진 공간들이 새로이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명절, 

카풀, 혹은 비행기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부스타 팩은 어디로 가든지 부스터 시트를 챙겨야 하는 

번잡함을 제거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당신의 여행 

필수품을 보관하는 손가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BoostApak is a booster seat that doubles as a 
fully integrated backpack, making use of the 
wasted space inside booster seats. It is ideal 
for holidays, car pooling and even the airplane. 
BoostApak eliminates the hassles of lugging a 
booster seat with you everywhere; when not in 
use it can be � lled with all your travel essentials 
and simply carried as hand lu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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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는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진 3차원적 형태의 타일입니다. 

하나는 오목하고 하나는 볼록한 스타일로, 다양한 패턴을 창조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1960년대에 만든 독창적인 

디멘셔널 콜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간결하고 심플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 

매혹적인 광택을 갖춘 형태로 창조된 크리스는 모던하면서도 잘 만들어진, 

빛과 그림자의 우아한 놀이를 보여주는 타일입니다.

Crease is a three-dimensional tile that is made up of two styles, 
one concave and one convex, that can be arranged in multiple 
ways to create a variety of patterns. Inspired by the company’s 
original Dimensional Collection from the 1960s, Crease fuses 
simple crisp lines, geometric forms and lustrous glazes to create 
a modern, yet well-crafted feel resulting in a sophisticated interplay 
of light and shadow.

Company 원 & 코  One&Co

히스 크리스

HEATH CREASE

Company BMW 그룹 디자인웍스 USA  BMW Group Designworks USA

이 라인의 이어폰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노력하는 운동선수들을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내장된 이어핀(EarFin) 고정 시스템과 

유연한 이어 클립, 케블라(Kevlar) 강화 코드와 인체공학적인 목걸이형 밴드는 

안정감 있고 완벽한 장착을 보장합니다. 반투명 소재의 섬세한 처리는 

시각적인 가벼움과 격조 있으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간적인 형태의 

이어폰을 완성합니다.

This line of earphones was ergonomically designed for serious 
athletes. The integrated EarFin holding system, � exible ear clips, 
Kevlar-reinforced cord and ergonomic neckband each ensure a 
secure and perfect � t. Careful use of translucent materials and an 
expressive language conveys a visual lightness and a sophisticated 
yet approachable humanistic character.

젠하이저/아디다스 이어폰-스포츠 레인지

SENNHEISER/ADIDAS EARPHONES-SPORT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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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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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타디자인상

RED STAR DESIGN AWARD

중국산업디자인협회와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 그리고 뉴이코노미위클리에 의해 발족된 중국 레드스타디자인상 추진위원회는 

2006년 레드스타디자인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6회 시상해 왔습니다. 이 상은 창의적 국가 건설, 중국 디자인 산업계의 

육성, 중화권 기업의 독자적 혁신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The Red Star Design Award was established in 2006 by the China Red Star Design Award Committes, 
which is mainly constituted by the China Industrial Design Association, Beijing Industrial Design 
Center and New Economy Weekly. Up until now, the Red Star Design Award has been held 6 times. 
The Red Star Design Award aims to help build a creative country,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design industry, and encourage Chinese enterprises to carry on independent innovations.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

BEIJING INDUSTRIAL DESIGN CENTER

1995년에 설립된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는 합법적이고도 독자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정부가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창의적 디자인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와 

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icograda)의 회원인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는 디자인산업 정책연구 및 계획,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계의 정보 제공, 디자인 산업체가 기획한 계획의 실행, 디자인 포럼, 전시, 교육 등을 통한 기업과의 디자인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95, the Beijing Industrial Design Center (BIDC) is a public institution possessing 
independent legal quali� cation. As a promotional institution that assists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and design creative industry, BIDC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 and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 (icograda). BIDC's main responsibilities include: undertaking researches 
in policies of the design industry; carrying out plans of the design industry; organizing the application 
of design projects; providing design consulting services; releasing key information of the design 
industry; developing international desig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supporting 
enterprises to develop design through organizing design forums, exhibitions, trainings and the Red 
Star Desig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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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람들, 특히 유럽인들에게 사랑받아 온 이 제품은, 

최신 PTC 세라믹 난방기술을 적용하여 난방 효과를 

30% 높였습니다. 둥글고 유기적인 형태와 브랜드의 

전통에 기초하여 완성된 제품입니다.

This applies the latest heating technology of PTC 
ceramic to enhance the effect by 30%. 
This product has been loved by person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Europeans. This 
product is based on the round organic form and 
is full of family breath.

킹피셔 히터

KINGFISHER HEATER

녹색 생수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펜입니다. 친환경적인 

재생 페트(PET)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생수병의 재활용을 크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병모양의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이 소재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합니다. 

Green bottles of mineral water is recycled into 
a pen through the processing of environmental 
materials recycled PET, thereby greatly 
enhancing the recycling of bottles of mineral 
water. The simple bottle design makes 
consumers better understand the material, 
and promotes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y 킹피셔(상하이) 소싱 컨설턴시
 King� sher (Shanghai) Sourcing Consultancy

Design 상하이 모마 산업 제품 디자인
 Shanghai Moma Industrial Product Design

바틀 팬 (펫 펜)

BOTTLE PEN (PET PEN)

Company 베우파 그룹 Beufa Group
Design 지앙 링화 Jiang Ling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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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봉황 문양의 띠, 중국적인 붉은색,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바다의 푸른색, 짙은 회색 등의 국가적인 요소들을 차용했으며, 간결하고 

우아한 “빼기”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세련된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균일하고 매끈한 접합과 유연한 곡선이 디테일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This product took the national elements such as the Phoenix belt, 
Chinese red, golden yellow, sea blue, dark grey, etc and followed 
the principal of "subtraction," which is simple and elegant. 
Its technology is sophisticated and it has an even and smooth joint, 
� uent curve. 

갓 오브 래빗 (토끼 신)

GOD OF RABBIT

Company 이-무 테크놀로지 I-mu Technology
Design 이-무 테크놀로지 I-mu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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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더(Highlander)에 장착된 보호막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땅에 닿지 않게 합니다. 우오보에 

장착된 텐트같이 생긴 보호막은 빛을 90%정도 투과시켜, 

사용자들이 음식이 요리되는 전 과정을 360도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둥근 모양의 디자인은 

지구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The shield makes the product much safer, reliable 
and durable. The shield in highlander keeps the 
light completely away from the earth while the 
tent of UOVO, with 90% of light transmittance, 
allows users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cooking in a range of 360 degrees. The round 
design is originated from that of the planet earth.

우오보

UOVO

Company 광동 갈란즈 전자레인지 전자설비 
 Guangdong Galanz Microwave Oven Electrical Appliance Manufacturing
Design 광동 갈란즈 엔터프라이즈 그룹 Guangdong Galanz Enterpris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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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이전의 세면기들이 하나의 기능만 가졌던 전통에서 벗어나서, 

기능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선반 기능과 기존의 세면기 기능을 겸비하였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잡이와 본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역동적인 느낌으로 가득하고, 마치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This creates a usage space, breaking the single-function tradition 
of previous faucets. It smartly combines the shelf function and 
traditional faucet function together, and has a unique and novel 
shape. The handle and the main body are designed in perfect 
coordination; it looks like "� ying" lightly, full of dynamic sense.

플라잉 시리즈 세면기 믹서 04 4027

FLYING SERIES BASIN MIXER 04 4027

이 주서는 여성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였고,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습니다. 흰색, 은색, 그리고 회색은 이 제품을 더욱 미적으로 

완성시킵니다. 흰색의 외관을 가진 본체는 순수함, 재생, 영원함과 조화를 

표현합니다. 이 제품은 흰색의 세라믹 웨어로 되어 있어서, 빛이 더욱 

잘 비추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This juice extractor aims the female market and is designed with 
the beauty of a woman in mind. The white, silver and grey color 
makes it more aesthetic. The main body, with its white appearance, 
represents purity, rebirth, harmony. 

제이엠352 주서

JM352 JUICER

Company 지디(GD) 미데아 프리미엄 설비
 GD Midea Premium Appliance Mfg.
Design 지 하이샨, 우 칭샤 Ji Haishan, Wu Qingxia

Company 에이비엠(ABM) 위생용품 테크놀로지
 ABM Sanitary Ware Technology
Design 탕 샤오핑 Tang Xia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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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간결하게 디자인되었으며, 표면의 

비대칭적인 디자인은 제품이 보다 균일하고, 얇고, 

들기 편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앞 커버 부분의 

스크린이 윤곽보다 다소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은 

스크린이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거의 실제 종이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This product is designed concisely and is 
comfortable to hold. The non-symmetrical 
surface design also makes the product look 
more uniform, thin and comfortable to hold. 
The front cover is depressed in order to avoid the 
screen being crushed. The electronic ink screen 
provides a close-to-real-paper effect.

한본 컬러 이-리더

HANVON COLOR E-READER

세련된 외관과 부드러운 느낌의 인터페이스 버튼과 

탈부착이 가능한 필터 코어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적인 빨간색과 

차분한 검은색을 조합하여, 보다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The exquisite appearance and mild nature 
with visual operation interface as well as the 
removable � lter core highlight the people-
oriented design. Combine popular Chinese red 
and sober black and it appears more beautiful 
with visual enjoyment.

Company 한본 테크놀로지 Hanvon Technology
Design 한본 테크놀로지 Hanvon Technology

미데아 다기능 정수기
MIDEA MULTI-FUNCTION 
WATER DISPENSER JR1199T

Company 광동 미데아 정수기 회사
 Guangdong Midea Water Dispenser Company

Design 광동 미데아 정수기 회사
 Guangdong Midea Water Dispenser Company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중국월드베스트

디자인



103

혁신적으로 나누어진 구조로 완성된 이 제품은 두께가 단지 1.85cm 정도로, 

에이아이오(AIO)의 얇고 가벼운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품의 문양(패턴)은 중국의 도자기에 기초하여, 우아하고 패셔너블하고 섬세합니다.

The creative separated structure makes it just 1.85cm thick and it 
sets the new standard for AIO's thinness and lightness. 
The pattern of this product rooted from Chinese porcelain and 
looks elegant, fashionable and delicate and is one of the best 
sellers in the market.

아이디어센터 A300 올인원

IDEACENTRE A300 ALL-IN-ONE

Company 레노보 그룹 Lenovo Group
Design 레노보 그룹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 Lenovo Group Innovation Design Center

미데아 다기능 정수기
MIDEA MULTI-FUNCTION 
WATER DISPENSER JR1199T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WORLD BEST 
DESIGN

CHINA



104

전통적인 디자인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엄마와 아기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젖병입니다. 모유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깨지지 않으며 세척하기에 쉽습니다. 소비자를 생각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게 하는 고리형 잠금장치 디자인 등 

섬세한 공정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To be creative, KMTM changes the traditional 
design of baby's bottle. It can keep the breast 
milk fresh. KMTM’s bottles are unbreakable and 
easy-to-wash. A lot of work goes into KMTM’s 
bottles, with considerate locking ring design, 
which makes the using more convenient. 
The lovely shape delights both baby and mother.

코모토모

COMOTOMO

Company 코리아 코모토모 Korea Comotomo
Design 김상표 KIM Sang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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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폰은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GPS기능과 터치콜, 응급 전화 

기능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경보호기준에 맞춘 노스크린 디자인은 

전자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폐품을 줄여 줍니다. 

This mobile is designed for children. It has function of a GPS, touch 
calling and emergency call. Designed according to the European 
and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the no screen design can reduce electronic junks.

어린이 휴대폰

CHILDREN MOBILE

메모와 시계가 함께 하나의 물건으로 합쳐졌습니다. 사용자들이 중요한 스케줄 

기록과 메모노트를 직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모듈과 조합을 

바꿀 수 있도록 간단한 잠금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기능을 함께 갖춘, 기능적 제품입니다.

The combined memo and clock together in one object allows  
users to write down important times and memo notes directly on 
the product. Its simple lock construction makes it easy to change 
the module and assemble. It is a simple design with practical 
features.

메모 (1861)

MEMO (1861)

Company 피에스엘 PSL
Design 피에스엘 PSL

Company 셴젠 지티이(ZTE) 이동통신 Shenzhen ZTE Mobile Telecom
Design 지티이 이동통신 산업디자인부 ZTEMT Industrial Design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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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치피(SHP) 8000 헤드밴드는 유선의 실내 

하이파이 헤드폰으로, 전통적인 하이파이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인 쿠션이 솔기가 없는/원뿔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착용감을 제공하여 줍니다. 

또한, 유동적인 헤드밴드 쿠션은 착용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도 제품의 무게를 최소화 시켜줍니다.

The SHP8000 Headband is a wired indoor HiFi 
headphone that embodies traditional HiFi codes 
whilst utilizing new technologies and features; 
the � oating cushions ensure a great level of � t 
whilst allowing maintaining a seamless/conic 
design. Also, a virtual � oating headband cushion 
ensures the lightest possible weight while 
maximizing wearing longevity.

필립스 에스에이치피 8000 헤드밴드

PHILIPS SHP 8000 HEADBAND

이 제품은 아시아인의 스타일에 맞춘 것으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현장을 위한 전자 공구 시장에 

적합합니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미와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느낌을 주는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The design of this product � ts Asian styling and 
aims to open up the Asian market of electric 
tools. The product has � uent and dynamic curves, 
and a simple and entirety outlook.

Company 로열 필립스 전자  Royal Philips Electronics
Design 필립스 디자인 Philips Design

스킬 앵글 그라인더

SKIL ANGLE GRINDER

Company 스킬 Skil 
Design 팀즈 디자인 TEAM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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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선 감시카메라는 주로 파이프라인, 차량 관리, 에어컨 내부 및 폐쇄된 공간에 

쓰입니다. 카메라와 앞부분의 수신기 무게는 지렛대 원리에 따라 뒷부분의 배터리 

무게와 균형을 이루어 생산 시간과 단가를 줄여 줍니다.

 

    

This  WIRELESS INSPECTION CAMERA is mainly used for 
the inspection of pipeline, vehicle maintenance, inside of air-
conditioners and sealed space. The weight of the camera and 
receiver in the front balances the weight of the battery at the rear 
as per leverage principle so as to reduce production time and cost.

무선 감시 카메라

WIRELESS INSPECTION CAMERA

Company 고스펠 스마트홈 전자 Gospell Smarthome Electronics
Design 셴젠 이메이 디자인 Shenzhen Ima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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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출기 후드의 본체가 

부엌 찬장에 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외관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하기 쉽고, 

인체공학적으로 계획된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The use of compact ventilation system enables 
the main body of the extractor hood to be 
embedded inside the kitchen closets, which 
eliminates the need to clean the exterior shell. It's 
easy to clean and enables users to better utilize 
interior space which accord with the ergonomics.

로밤-8000 렌지 후드

ROBAM-8000 RANGE HOOD

Company 항저우 로밤 설비 Hangzhou Robam Appliances
Design 항저우 로밤 설비 Hangzhou Robam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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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피티씨(PTC)세라믹 난방 패널과 캔은 난방이 되는 영역을 효율적으로 

넓힙니다. 또한 제품의 로즈마리 골드 컬러는 디자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예술과 실용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디자인입니다.

With its large PTC ceramic heating panel this product can 
widen the heating area ef� ciently. Also, its rosemary gold color 
accentuates the warmth of the whole � uent design, and acts in 
perfect combination of art and safety.

이 제품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LED 전구 배열과 매뉴얼 타입의 

전원 스위치를 겸비하였습니다. 새로운 모델링과 디자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This product uses recycled materials and combins LED light bulb 
manual type power switch. It displays a new modeling novel and  
design feeling.

펌프 라이트

PUMP LIGHT

Company 페가트론 PEGATRON 
Design 페가 디앤이 PEGA D & E

피티씨(PTC) 세라믹 팬 히터

PTC CERAMIC FAN HEATER

Company 에어메이트 전기 (셴젠) Airmate Electrical (Shenzhen)
Design 노바 디자인 (상하이) Nova Design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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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넘기는 가상 줄넘기를 채택하여 줄의 부피를 줄이고, 

이동과 보관을 위한 공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더 자주, 많이 

운동할 수 있게 합니다.

This jumping rope adopted virtual ropes to reduce 
rope volume and space for transportation and 
storage. Also it encouraged people to exercise  
more anywhere at anytime.

코드리스 점핑 로프 (줄이 없는 줄넘기) (1843)

CORDLESS JUMPING ROPE (1843)

공학적인 재료 분석과 보다 스마트한 기기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충격이 

가해진 이후에도 원래의 형태로 복구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 디자인은 새롭고 힘 있는 스타일을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With its mechanics analysis and smart design, 
the case body can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after 
being striked. The design totally re� ects the 

“new vigorous style”

Company 피에스엘  PSL
Design 피에스엘  PSL

에코락 PC013 트롤리 케이스

ECHOLAC PC013 TROLLEY CASE

Company 상하이 콘우드 인터내셔널 
 Shanghai Conwood International

Design 상하이 콘우드 인터내셔널 
 Shanghai Conwoo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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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1차/2차 대응 컨트롤” 이 

덧붙여졌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은 전력 익스텐션 코드의 

전통적인 형식을 깬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고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Along with the function of lighting protection, it was added 
the “priority / secondary corresponding control” was added to 
protect electrical equipments. Compared with others, it broke 
the traditional shape of power extension cord, and is extremely 
completive and � t for targeted consumers.

마이크로 프로젝터와 카메라가 일체화된 제품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자마자, 

곧바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세세하게 고안된 설계와 

패셔너블한 외관 디자인, 화려한 감각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It's a combination of a micro projector and camera; you can 
share the pictures or videos that you took just now with your 
family or friends immediately.  An arti� ce product design, and the 
fashionable outlook design with strong luster feeling makes the 
product have a strong sense of science and technology.

3M 마이크로 카메라-프로젝터 -- CP45

3M MICRO CAMERA-PROJECTOR -- CP45

Company 3M 차이나  3M China
Design 3M 차이나  3M China  

전기 소켓

ELECTRICAL SOCKETS

Company 공니우 그룹  Gongniu Group
Design 노바 디자인(상하이)  Nova Design (Shanghai)

Company 상하이 콘우드 인터내셔널 
 Shanghai Conwood International

Design 상하이 콘우드 인터내셔널 
 Shanghai Conwoo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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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원형 디자인으로 전통적인 소켓의 외형을 

바꿨습니다. 원형으로 만들어진 아울렛은 넓은 각도에 

적용되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비용 대비 매우 효율적이어서, 중국에서 

큰 시장잠재력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 unique round-shape design innovates the 
traditional shapes of sockets. Circularly arranged 
outlets ensure a wide coverage angle and makes 
it convenient to users at different positions. 
It is very cost-effective and has a large market 
potential in China as well as other great social 
and economic bene� ts.

탑-오피디유

TOP-OPDU

효율적인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된 

라이에이터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화해 심미성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2만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This series of products adopted a design of � at 
plate, no bag, edge glass panel, with a concise 
and elegant shape, and beautiful and succinct 
designs. It was produced in April 2011. With an 
average production scale of 20,000 each year, 
after sealing, it will gain a pro� t of 0.7million 
dollars.

하이센스 유리 패널 라디에이터

HISENSE GLASS PANEL RADIATOR

Company 켈온 피팅  Kelon Fitting 
Design 퀸페이란 후즈히용  Qinpeiran Huzhiyong

Company 베이징 톱 전자 Beijing Top Electric 
Design 베이징 뉴플랜 디자인 Beijing Newpl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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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패널입니다. 간결하고 우아하며 

매우 슬림한 이 제품은, 2009년도에 이미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하이엔드 마켓의 

약 30%를 점유하였습니다. 

The panel is made of aluminum magnesium. The appearance of 
this product is concise, elegant, ultra-thin fashion. In 2009, the 
market outlook was already outstanding and occupied nearly 30% 
of the high-end market share.
  

기존의 박스같은 모양의 핸드사이드 싱크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스테인리스 부엌 싱크입니다.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소재를 제품에 활용하여, 

공간과 선의 기하학적 디자인을 극대화하였으며, 통일감 있는 공간을 

창조하였습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Break the box-style hand-side basin, stainless steel sink designed 
to create a new direction. The platinum diamond elements in 
products will give full play to the geometric design of space and 
line and the space of the integration. This product displays to the 
essence of Minimalist.

 

크룹 182 부엌 싱크

KRUUP 182 KITCHEN SINK

Company 프리미 쿠퍼레이션 Primy Coorperation 
Design 프리미 쿠퍼레이션 Primy Coorperation

Company 푸저우 송지아 전자 기술
 Fuzhou Songjia Electronics Technology

Design 에스티지 (푸저우) 제품 디자인 
 STG (Fuzhou) Product Design

지능형 가정용 인테리어 익스텐션

INTELLIGENT HOUSEHOLD INTERIOR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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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상자 가운데 있는 하나의 소재를 두 가지 다른 각도로 

보면, 두 개의 다른 표정이 보입니다. 이처럼 쓰촨 변검의 

얼굴 표정 바꾸기 기술은 직접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자와 덮개, 내지 또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In the middle of the book box, two different 
facial patterns are shown from two angles on the 
same material, so that the face-changing skill in 
Sichuan Opera is vividly and directly presented 
to the readers. Also, the box, cover and inside 
are harmonious in whole.

이 제품은 태양열을 전기로 변환시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조명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의 충전을 돕습니다. 

간단한 기술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This product converts solar power to electricity, 
mainly solving people's basic lighting and mobile 
charging problems; the simple technology to 
reduce the cost.

《중국 쓰촨 변검》

《CHINA SI CHUAN OPERA》

Company 베이징 아트론 컬러 인쇄
 Beijing Artron Color Printing 
Design 유안 슈에 준 Yuan Xue Jun

안데스 20W DC 태양열 홈 시스템

ANDES 20W DC SOLAR HOME SYSTEM

Company 씨에스아이(CSI) 태양전지 CSI Solar Power
Design 유에 웬롱 Yue Wen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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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금속 표면의 트라코마와 스토마타 및 몰드 스크래치를 수선하는 

기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조절 가능한 고전류를 사용하여 손상부위를 메우고, 

채움재와 기면이 야금에 의해 결합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This a machine used to mend metal surface trachoma, stomata 
and mold scratch, to � ll the defects in a short time by taking use 
of adjustable high electric current, to make the � ll material and the 
substrate go to a metallurgical bonding.

금속 표면 손상 냉동 수선 기기

METAL SURFACE DEFECTS COLD MENDING MACHINE

Company 베이징 티엔쳉유 신소재 기술 Beijing Tianchengyu New Materials Technology 
Design 지씨오 디자인 ZCO Design

Company 씨에스아이(CSI) 태양전지 CSI Solar Power
Design 유에 웬롱 Yue Wen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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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호주

호주국제디자인상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굿디자인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표준청과 함께 호주국제디자인상을 운영하는 새로이 신설된 

디자인진흥기관입니다. 굿디자인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를 포함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인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굿디자인카운슬의 지도 하에 운영이 됩니다.

Good Design Australia is a new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that now operates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with Standards Australia, Australia's peak Standards body as the 
Principal Sponsor. It is guided by the Good Design Council, a newly established advisory committee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the design industry in Australia and internationally.

호주표준청

STANDARDS AUSTRALIA

1985년 처음 설립된 호주국제디자인상은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가 호주 디자인 산업 최고의 

진흥행사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호주국제디자인상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With a proud heritage dating back to the Industrial Design Council of Australia, � rst established 
in 1985,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is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 as Australia’s peak design endorsement scheme.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has a legacy of promoting new, innovative and well 
designed products in Australia and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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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fin)이 없이 보드의 곡면과 레일만으로 구성한 신개념의 

서핑보드입니다. 신소재를 사용하여 물살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서핑보드 디자인은 서핑 산업 

전체를 빠르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This is a � nless surfboard with a perfect blend 
of � ex, and the rail and bottom contours are 
combined with modern materials to increase 
� oatation and manoeuvrability. This new approach 
to the surfboard design is rapidly changing the 
sur� ng industry and overall sur� ng experience.

카로마 플로우  

CAROMA FLOW
시글래스 프로젝트 튜나

THE SEAGLASS PROJECT  TUNA

카로마의 최신 특허 샤워 기술을 보여주는 샤워 기기입니다.

뛰어난 성능 및 안정감은 물론이고 분당 6.5리터의 최저 

수압을 적용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shower incorporating Caroma's latest 
water ef� cient, patented shower technology. 
It offers high levels of performance and comfort, 
with an ultra low 6.5L/min � ow rate providing 
energy and water savings.

Company 글로벌 서프 인더스트리  Global Surf Industries
Design 글로벌 서프 인더스트리, 탐 웨거너  

 Global Surf Industries, Tom Wegener

Company GWA 욕실 & 주방  GWA Bathrooms & Kitchens 
Design GWA 욕실 & 주방  GWA Bathrooms & Kitchens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호주월드베스트

디자인



119

레스메드 S9™ 시리즈–자동 온도 조절 기능
RESMED S9™ SERIES WITH AUTOMATIC CLIMATE CONTROL

자동양압호흡기(APAP: Automatic Positive Airway Pressure) 

장치를 이용한 혁신적인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입니다. 제품의 성능과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 기존의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S9를 사용할 경우에 30분 이상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수면의 질과 

건강, 라이프스타일 면에서도 눈에 띄게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This is a system revolutionising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by delivering one of the highest quality, best featured, 
most comfortable, user friendly, portable, consumer-looking 
Automatic Positive Airway Pressure (APAP) devices to the market. 
Clinical results show users enjoy 30 minutes more sleep with 
the S9 compared to their previous device, creating a measurable 
difference in their sleep, health, well-being and lifestyle.

Company 레스메드  ResMed
Design 레스메드  Res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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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콘Ⓡ

MICROCONEⓇ

사방으로 설치된 6개의 서라운드 오디오 채널을 통해 

소규모 회의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녹음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분석할 수 

있고, 중요한 순간들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innovative multi-directional microphone 
designed for small group conversations that can 
record individuals within 360 degrees on six 
separate audio channels. With the associated 
software, a database of conversation recordings 
can be quickly and easily searched and 
navigated in order to analyse discussions and 
playback key moments.

Company 데브-오디오  Dev-Audio
Design 디자인웍스  Design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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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닉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낸, 효율성이 높고 

소음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신개념 천장 팬입니다. 에어컨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천장 팬의 전력 소비량에 비해 최대 50%까지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new generation of ceiling fan fusing bionic engineering 
with creative and advanced technologies, best suited to customer 
requirements in terms of ef� ciency, silence, design and the 
environment. The fan uses a fraction of the electricity consumed 
by conventional ceiling fans, allowing up to 50% energy savings 
when integrated with air conditioning systems.

위닝 텅 플레이트

WTP™ WINNING TONGUE PLATE

말을 타는 기수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갈 디자인입니다. ‘텅 플레이트’는 말의 신체 구조에 맞추어 혀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재갈을 사용할 때 자주 일어나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volutionary new horse bit designed to improve 
performance, comfort and safety. Its unique design incorporates 
an ergonomic tongue plate which protects the horse's tongue 
from injury often sustained using conventional bits.

아에라트론 천장 팬

AERATRON CEILING FAN

Company 인텔리전트 인벤션스  Intelligent Inventions
Design 3Di 디자인  3Di Design

Company 아에라트론  Aeratron
Design 아에라트론  Aera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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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과 침대를 하나로 결합한 야외용 침구로, 실제 거리의 

노숙자뿐만 아니라 재난 시 안전용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자선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사회적 비전과 실천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This is a backpack and bed in one that has 
revolutionized single bed outdoor sleeping 
and provides emergency relief to both street 
sleeping homeless people turned away from 
shelters and as material aid for disaster relief 
areas. As a self sustaining vision, the beds have 
been designed to be sold to the public with 
pro� ts going back to the charity.

하이포몬Ⓡ 저혈당 모니터

HYPOMON® HYPOGLYCAEMIA MONITOR
백팩 베드

BACKPACK BED

세계 최초로 수면 중에 저혈당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입니다. 하이포몬Ⓡ은 특히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잠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고 경고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his is a world's � rst non-invasive alarm system 
that identi� es sleep-time hypoglycaemi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ype one diabetes. 
When monitoring and alerting to hypoglycaemia 
during sleep, the HypoMon® is more accurate, 
more comfortable and more affordable than any 
other system on the market. 

Company 스웨그스 포 홈리스  Swags for Homeless
Design 스웨그스 포 홈리스  Swags for Homeless

Company 아이메딕스  Aimedics
Design 아이메딕스  Aimed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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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빌 키친 위즈 프로

BREVILLE KITCHEN WIZZ PRO

정확한 두께로 슬라이스 할 수 있는 조리 기구입니다. 슬라이스 디스크를 

0.3mm에서 8mm까지 조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가 충분히 넓게 

만들어져 당근, 감자, 가지 같은 채소도 통째로 슬라이스 할 수 있습니다. 

야채빵이나 피자, 라자냐, 샐러드 등도 이 기구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This is a food processor with adjustable stainless steel slicing disc 
provideing 24 precise thickness settings from 0.3mm to 8mm. 
The extra wide feed chute allows large vegetables such as carrots, 
potatoes and zucchinis to be sliced end-to-end for vegetable bakes, 
pizzas, lasagnes and salad platters.

Company 브레빌 그룹  Breville Group
Design 브레빌 그룹  Brevil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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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T 바디스패너 테라피 기구
SMRT BODYSPANNER THERAPY DEVICE

근육과 뼈의 재활을 돕는 혁신적인 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증후군(RSI: Repetitive 

Strain Injury)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지원 상담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revolutionary new product and 
treatment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body's musculoskeletal rehabilitation. It has 
also been proven to signi� cantly reduce the 
amount of practitioner RSI. Support is provided 
by an online interactive website which is 
updated regularly with new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Company 바디스패너  Bodyspanner
Design CMD 프로덕트 디자인 & 이노베이션  CMD Product Design &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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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비용절감효과가 큰 

콘크리트입니다. 0.5mm 두께의 코팅이 되어있으며, 부착될 표면의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활용 범위에 제약이 없으며, 환경을 훼손할 

우려 없이 강화 콘크리트 같은 외관을 연출할 수 있는 대안 제품입니다. 

Incorporating 10 year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exciting 
product offers a revolutionary, sustainable, lightweight and cost 
effective alternative to solid concrete. The concrete coating is 
0.5mm thick and can be applied to virtually any solid surface of any 
size or shape giving the object the appearance of solid concrete 
without the associated restrictive or environmental issues.

레스메드 미라지 FX
RESMED MIRAGE FX NASAL MASK

비만증이나 2형 당뇨병,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수면 무호흡증 장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코 호흡 마스크입니다. 고정양압 호흡기(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 치료 방식을 개선하고 환자의 감성적 상태도 크게 

호전시켜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This is a nasal mask designed to be a new industry benchmark 
that signi� cant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suffering 
from Obstructive Sleep Apnea, prevalent in patients with 
obesity, type 2 diabetes and other life threatening diseases. This 
revolutionary nasal mask system improves the emotional impact 
and compliance of CPAP therapy on the patient.

액솔로틀 콘크리트

AXOLOTL CONCRETE

Company 레스메드  ResMed
Design 레스메드  The Mirage FX Design Team-ResMed

Company 액솔로틀 그룹  Axolotl Group
Design 액솔로틀 그룹  Axolot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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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담아 디자인 한 획기적인 

주스 병으로, 이 분야에서는 호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된 병 디자인입니다. 우아한 스트림라인 

디자인에 중앙에는 조각적 형태의 손잡이를 달아 주스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병을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This is a juice bottle incorporating a landmark 
design bringing the consumer's needs and 
desires back in frame. This bottle innovation is 
a � rst for Australia and this category globally. 
The elegant, streamlined design features a 
sculptured central handle for easier anti-glug 
pouring and handling. 

클린치 연장주머니

KLINCH TOOL TETHERS
골든 서클 칠드 주스병

GOLDEN CIRCLE CHILLED JUICE BOTTLE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연장을 안전하게 몸에 지니고,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장비입니다. 

여러 개의 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이 

사용자의 몸에 안전하게 붙어 있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A device that allows users to safely and securely 
carry and use tools at heights and manage them 
effectively. It provides the � exibility of using 
multiple tools and the ability to dock and switch 
the tools between hands while ensuring they 
are safely connected to the user or their work 
platform.

Company 호주 하인즈  Heinz Australia
Design 아우터스페이스 디자인  Outerspace Design

Company 로카 디바이스  Rocka Devices
Design 로카 디바이스  Rocka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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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셔 스테이샤프

WILTSHIRE STAYSHARP

칼 집 내부에 칼을 가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칼을 넣고 뺄 때 자동으로 칼날이 

다듬어지는 독특한 기능의 디자인입니다. 칼 손잡이는 폴리프로필렌, 삼중 리벳, 

스테인리스 스틸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This is a unique knife that sharpens itself, housed and stored in 
a scabbard that sharpens and hones the knife as it is removed. 
The range features loose knives in three different handle styles: 
polypropylene, triple rivet and stainless steel.  

Company 맥퍼슨 소비재  McPherson's Consumer Products
Design D3 디자인  D3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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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바이크

FLIP BIKE

2~5세 유아를 위한 초경량의 ‘콤팩트 밸런스(Compact 

Balance)’ 자전거입니다. 각 부품마다 특별히 내구성에 

신경을 써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건 

맘껏 주행할 수 있고 접이식이어서 보관도 용이합니다.

This is a compact, lightweight, folding balance 
bike for children aged two to � ve years. Every 
single component has been thoroughly 
considered with regard to strength and 
durability for its intended purpose, and it is 
perfect for travelling and storage.

Company 플립바이크  FlipBike
Design 아이디에이션 디자인  Ide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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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방향으로 기구를 밀어 넣으면 수돗물을 바로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일종의 

간편 정수병입니다. 프렌치-프레스(French-Press)의 뛰어난 필터 시스템을 

결합한 물병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이며, 형태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만큼 눈길을 끕니다.

This is a beautifully designed, reusable water bottle with a 
distinctive French-Press � lter system. This unique design allows 
the bottle to be � lled from any tap and with one � uid movement, 
plunged to create fresh � ltered and great tasting water.

스테어 스퀘어

STAIR SQUARE

어떤 형태의 계단도 쉽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절식 마진으로 디자인되어, 매우 정확하게 치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에서 특허 출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This is a new stair layout tool innovatively designed to make it easy 
to set out any type of stair stringers. It has an adjustable margin 
not seen before in any stair tool patents and it is very accurate, 
with patents pending in USA, China and Taiwan.

321워터

321 WATER

Company 리얼 인벤션스  Real Inventions
Design 잼  Jamb

Company 해프 어 티스푼  Half a Teaspoon
Design 찰우드 디자인, 베일리 그룹, 툴크래프트  

 Charlwood Design, Bayly Group, Tool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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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선 채로 MR16 

다운라이트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신개념 조명 

시스템입니다. 자석으로 전구를 부착시키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장 막대를 이용하여 전구를 떼어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volutionary lighting system designed 
to enable users to replace MR16 downlight 
globes with their feet planted � rmly on the 
ground, eliminating the chance of ladder injuries. 
Magnets are used to hold the globe in place 
and a magnetic extendable wand enables the 
removal of the failed globe and easy insertion of 
a new one. 

로드 비디오마이크 프로

RøDE VIDEOMIC PRO
이지 업 세이프&이지 다운라이트 시스템
EASY UP SAFE 
AND EASY DOWNLIGHT SYSTEM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가진 마이크로, 

캠코더나 최신형 디지털 SLR 카메라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보다 

훨씬 향상된 오디오 성능을 보여주며,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This is a broadcast quality microphone designed 
to be mounted to video camcorders and the 
latest generation of digital SLR cameras with 
video capture. It provides high quality audio far 
better than in-built camera microphones, as 
well as superior directional characteristics for 
minimizing ambient noise.

Company 이지 업(자디크 코퍼레이트)  
 Easy up (Manufactured by Jadig Corporate)

Design 이지 업(자디크 코퍼레이트)  
 Easy up (Manufactured by Jadig Corporate)

Company 로드 마이크로폰  RøDE Microphones
Design 로드 마이크로폰, 콘스트럭트  

 RøDE Microphones, Konstru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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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터치

TRIO TOUCH

DAB+, FM, 인터넷 라디오, 아이팟, 아이폰, 그 외의 다양한 음원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뮤직 시스템으로, 유럽풍의 디자인과 첨단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스피커는 탈부착식으로 만들어져서, 개인 취향에 맞게 

오디오 시스템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Encompassing eye-catching Australian and European design and 
advanced technology, this music system provides access to a 
wide range of music sources (DAB+, FM, Internet Radio, iPod or 
iPhone and music streaming). The unit has been designed with 
detachable speakers so users can personalise their audio system.

Company 부시 오스트레일리아  Bush Australia
Design 데어포어 프로덕트 디자인, 컨설턴트  Therefore Product Design,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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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 ICCL LED 헤드피스
MST - ICCL LED HEADPIECE

지난 50여 년 동안 백열등으로만 사용해왔던 

광산모(조명이 부착된 안전모)를 대체하는 LED 광산모 

디자인입니다. 더 밝고 더 긴 수명으로 안전모의 효율까지 

배가시킨, 매력적인 100% 기능성 제품입니다.

This is a LED mining headpiece designed to 
replace the incandescent bulb equivalents that 
have dominated traditional miner's cap-lamp 
brands for more than 50 years. The result is an 
attractive, � t-for-purpose product offering massive 
gains in ef� ciency while providing an increase in 
lighting intensity and double the run time.

Company 마인 사이트 테크놀로지  Mine Site Technology
Design 마인 사이트 테크놀로지, 어 포레스터, 비셔스 파워  Mine Site Technology, A Forrester, Viciou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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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수치제어(CNC)’로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압축 방식을 활용한, 

정확성을 보여주는 토스터입니다. 가장자리와 부드러운 플라스틱 세부를 

노출시킨 디자인이 눈에 띄며 질적인 우수함과 더불어 세련된 디테일에 

각별히 신경 쓴 제품입니다.

This is a toaster featuring the same precision CNC anodised 
aluminium extrusion, exposed edges and soft textured plastic 
details Sunbeam's Pure Elements® range signi� es. It has been 
designed to convey quality and re� ned detail.

조이칸

JOEYCAN

양동이와 분무기를 결합한 형태로, 샤워할 때 무심코 그냥 흘려 보내는 물을 담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표면에 홈을 내어 물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였고 물을 따르는 위치를 세심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양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This is a combination bucket and watering can designed to 
collect water as people adjust the temperature when turning on 
their showers. Its front ridges reduce water bounce-off and its 
strategically placed spout allows for maximum water capture. 

썬빔 퓨어 엘레먼츠Ⓡ 토스터

SUNBEAM PURE ELEMENTS® TOASTER

Company 조이칸 (호주)  Joeycan (Australia)
Design 조이칸 (호주)  Joeycan (Australia)

Company 썬빔  Sunbeam 
Design 썬빔  Sun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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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다리미 제품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울투라(UlturaⓇ)의 뒤를 잇는 차세대 가정용 

스팀다리미입니다. 썬빔 사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온 다리미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비 형태를 관찰하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This is Sunbeam's next generation domestic 
steam iron designed to replace the Ultura® - 
Australia's number one selling iron range for 
over a decade. Irons are the most researched 
of all Sunbeam's categories and this is the 
result of ten years of listening, observing and 
anticipating customers' needs.

일렉트로룩스 E:모션 웍 세트

ELECTROLUX E:MOTION WOK SET

현대적인 인덕션 레인지 위에서 ‘웍’(Wok: 우묵한 중국식 

냄비) 같은 전통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스타일리시 

한 삼발이입니다. 전통적인 중국 조리기구와 현대적인 

인덕션 기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 모던한 부엌 실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This is a stylish trivet allowing wok cooking on 
induction hobs. This unique product fuses the 
bene� ts of traditional Asian wok cooking with 
modern induction technology and an innovative 
design to suit most contemporary kitchens.

썬빔 버브Ⓡ 아이언스

SUNBEAM VERVE® IRONS

Company 썬빔  Sunbeam
Design 썬빔  Sunbeam

Company 일렉트로룩스 홈 프로덕트  Electrolux Home Product
Design 일렉트로룩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아시아 퍼시픽  

 Electrolux Industrial Design Asia Pac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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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연기 이미지 감지기

OPEN AREA SMOKE IMAGING DETECTOR (OSID)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던 기존의 이미지 입력 장치 대신 카메라 같은 

이미징 시스템을 적용한 옵티컬 빔 연기 및 가스 감지기입니다. 

이미징 시스템은 최대 7개의 듀얼-파장을 감지할 수 있고, 먼지나 벌레 같은 

방해 요소를 말끔하게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어긋나거나 

건물이 흔들려도 기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his is a innovative optical beam smoke detector that uses a 
camera-like imager instead of a photo-diode based receiver. This 
imager observes up to seven dual-wavelength emitters, providing 
superior rejection of nuisance alarm sources like dust and insects, 
better tolerance to misalignment and building movement, and 
wider coverage than any existing beam detector. 

Company 엑스트랄리스  Xtralis
Design 엑스트랄리스  Xt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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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동 티메이커. 

물이 끓으면 차 거름망이 자동으로 조용히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가장 적절한 농도로 맛있는 차를 

우려낼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 is a fully automated tea maker 
for all types of teas. The water will heat to 
the correct temperature before the tea basket 
automatically raises and lowers in complete 
silence to achieve the desired brew strength.

블루앤트 Q2 플래티넘
BLUEANT Q2 PLATINUM

발신자 이름 안내 서비스와 음성 답변 기능 등 음성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음성 기능 

외에도 하드웨어 온-오프 스위치, 표준형 및 업그레이드 

버전의 USB 포트, 섬세한 볼륨 조절 버튼,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신기술과 디자인이 특허 출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This headset is a bluetooth headset that features 
caller name announce, voice answer, voice 
access to the world, patent pending wind armour 
technology and sophisticated styling. Other 
features include hardware on/off switch, industry 
standard micro USB charge and upgrade port, 
discreet volume buttons and an intuitive Voice 
User Interface.

브레빌 티 메이커

BREVILLE TEA MAKER

Company 브레빌 그룹  Breville Group
Design 브레빌 그룹, 큐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Breville Group, Cube Industrial Design

Company 블루앤트 와이어리스  BlueAnt Wireless
Design 스튜디오 페리스코프  Studio Peri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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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업체나 관광산업 관련 업체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판매/결재 

기기입니다.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와 다중 안전 결재 기술이 하나의 

이동식 기기에 결합된 것으로는 최초입니다. 독특한 양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쪽 면에서는 판매 정보가 입력되고, 다른 면에서는 결재가 진행됩니다. 

This is a compact handheld sales and payment device for the retail 
and hospitality industries. This is the � rst convenient portable 
solution offering point-of-sale and multiple secure payment 
technologies in one device. Its unique two-sided architecture 
allows sales to be entered on one side, and payments processed 
on the other.

오우츠 스퀴벌 몹 

OATES SQWIVEL MOP

혁신적인 회전 방식을 도입하여 핸들을 자유자재로 돌려 사용할 수 있는 

바닥청소기구입니다. 스프링 없는 리턴탭(회전판 – 특허상품)과 플라스틱 

핸들을 이용하여 스폰지를 편리하게 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철저히 연구한 끝에 탄생한 인체공학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디자인입니다.

This mop is a swivel mop specially designed to combine 
convenience with an innovative swivelling mechanism allowing 
you to twist and turn the mop as you use it. Designed and 
engineered from the ground up, the mop is elegant, ergonomic 
and durable and the patented springless return tabs and plastic 
strut ef� ciently wring out the sponge.

퀘스트 듀오:이동통신 판매 + 결재

QUEST DU  : MOBILE SALES + MOBILE PAYMENT

Company 오우츠  Oates
Design 찰우드 디자인  Charlwood Design

Company 퀘스트 페이먼트 시스템  Quest Payment Systems
Design 퀘스트 페이먼트 시스템, 아우터스페이스 디자인
 Quest Payment Systems, Outersp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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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INTELLIGY™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사용을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소비를 줄이고 

환경 피해 효과도 낮출 수 있는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기 사용 내역과 에너지 비용을 측정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무선으로 연결된 모든 기기들을 

중앙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This system is an energy management system 
that provides complete control over energy 
consumption, helping to minimise energy 
usage, reduce bills and environmental impact. 
It is a smart environment system that 
measures, monitors and manages utility 
usage and energy costs, allowing all wirelessly 
connected appliances to be controlled from one 
central location.

Company 밀레니엄 일렉트로닉스  Millennium Electronics
Design 밀레니엄 일렉트로닉스  Millennium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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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촉감과 이음새 없는 오버몰딩 실리콘 외장으로 마감된 자전거 

자물쇠 일체로, 자전거에 스크래치가 생길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크랜스키(Kransky)나 카바나(Kaban) 같은 대형모델은 브래킷 없는 

액세서리와 잘 어우러집니다.

This is a range of bicycle sausage locks with a soft-to-touch, 
seamless, over-moulded silicone outer casing, guaranteeing 
no bicycle scratches. The larger models are compatible with a 
separate bracket-free frame attachment accessory.

크리니아 C7™ 무선 헤드셋

CRINIA C7™ WIRELESS HEADSET

‘라이브 스왑(LIVE SWAP)’이라는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전문가용 무선 헤드셋으로, 

사용 시간이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는 최초의 제품입니다. 라이브 스왑에는 

컨트롤러가 통합되어 있고, 배터리 모듈은 라이브 콜 중에도 방해 요소 없이 

통화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wireless headset designed for the professional 
communications market featuring patented LIVE SWAP 
technology. It is the world's � rst wireless headset providing 
unlimited talk time. LIVE SWAP integrated controller and battery 
modules can be interchanged in seconds during a live call for 
continuous talk with no interruptions or loss of productivity. 

크녹 소시지 락  

KNOG SAUSAGE LOCKS

Company 크리니아  Crinia
Design 디자인 + 인더스트리  Design + Industry

Company 크녹  Knog 
Design 카탈리스트 디자인 그룹  Catalyst Desig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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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훤히 보여줌으로써 위험 물질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는 공공 쓰레기통 디자인입니다. 시드니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와 레일코프, 뉴사우스웨일스(NSW: 

New South Wales) 경찰청의 합작품입니다.

This is a trash receptacle offering a high level 
of visual access to ensure suspicious objects 
can be detected without obstruction. The bin 
has been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Railcorp and 
the NSW Police Force.

DR700

DR700

세계 최초의 720루멘 LED 다운라이트 전구로, 평균 

50와트 할로겐 전구와 같은 밝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트랜스포머나 간단한 조절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에너지와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연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world's � rst LED-based downlight bulb 
of 720 lumens to match the total light output 
of an average 50W halogen globe. The bulb is 
compatible with all existing transformers and 
dimmers for skill-free retro� tting and has � ow-on 
effects of reduced energy consumption, toxicity 
and light bulb cycles.

허브 20/20 빈

HUB 20/20 BIN

Company 허브 스트리트 이큅먼트  HUB Street Equipment
Design  허브 스트리트 이큅먼트, 레일코프 NSW,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시드니

   HUB Street Equipment, Railcorp NSW,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ompany 브라이트그린  Brightgreen
Design  브라이트그린  Bright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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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없이 작동되는 변기 카트리지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어댑터 부속이 

통합되어 있어서 다양한 모델의 변기에도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simple-to-use, reliable, universally compatible and 
serviced waterless urinal cartridge to encourage speci� ers and 
building managers to switch to waterless urinals easily, risk and 
hassle-free. The design incorporates adapter parts recon� gurable 
to suit many different models of urinals eliminating the need for a 
different product to suit each type of urinal.

크녹 스트롱맨 

KNOG STRONGMAN

정밀주조법으로 만들어진 단일 형태의 강화 철재 자전거 자물쇠입니다. 

일일이 압력을 가해 제작된 U 형태의 고리는 강력한 장력도 견뎌내면서 높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압축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자전거의 스크래치나 

패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his lock a single piece, investment cast hardened steel bicycle 
lock housing that forms a highly secure mechanical assembly, with 
the custom press formed U-shackle providing strength against 
high tensile forces. Compression overmoulded silicone rubber 
elements protect the bicycle from dints and scratches.

첨단 친환경 변기

DESERT ECO ADAPT ADVANCED URINAL CARTRIDGE

Company 크녹  Knog 
Design  카탈리스트 디자인 그룹  Catalyst Design Group

Company 데저트 에코시스템  Desert Ecosystems 
Design  아우터스페이스 디자인  Outerspace Design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WORLD BEST 
DESIGN

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