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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FOR 
THE YOUTH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 
한국디자인의 미래를 보다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
Watch the Future of the  Korean Design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는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능을 겸비한 디자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올 해로 18회를 맞는 

전람회 수상작들이 소개되는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 

한국디자인의 미래를 보다]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21세기 ‘인간, 자연, 테크놀로지’의 환경 속에서 

펼치는 무한한 상상력을 직접 확인해 봅니다.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was 
launched to enhance awareness about design 
among the youth. It aims to discover and 
educate young designers who are both creative 
and talented.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exhibits winners of the competition which 
celebrates its 18th anniversar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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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후 

JEONG Seohu

대상 Grand Prize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밤에도 신나게 농구할 수 있어요

I CAN PLAY BASKETBALL AT NIGHT

여름철의 선선한 밤, 한강시민공원에서 농구를 할 때 크고 

작은 벌레들이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기구는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농구대와 가로등 

근처의 벌레를 모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설치하면 

겁먹지 않고 즐겁게 농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Outdoor insect killer sustainable for lamp poles 
and basketball hoops. This killing device will 
allow gamers to play night games without being 
annoyed � ying insects.

홍예빈  

HONG Yebin

대상 Grand Prize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중학생부 

Middle School

알리는 것 꾸미기 

Visual Design

돌려보아라

REVERSE IT

최근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빈번한 뉴스만 봐도,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약간의 

변화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글자를 모티브로 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살 [jasal]” means suicide in Korean, whereas 
it turns into “살자[salja]” meaning life, when the 
syllable is reversed.  The designer presents a 
visual image, using words that have different 
meanings when the spellings are inverted.  The 
work sends a message of positive mind and 
vision for distressed people. 

황나영

HWANG Nayoung

대상 Grand Prize

국무총리상 
Prize of the Prime Minister

고등학생부 
High School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반쪼기의 한국사 연표 게임

BANJJOGI’S TIME TABLE OF 
KOREAN HISTORY

한국사 연표 100가지 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주사위 게임형태로 만들진 이것은, 

‘반쪼기’ 캐릭터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더욱 쉽게 한국사를 

익힐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단순하고 친근한 

형태의 ‘반쪼기’ 캐릭터는 각종 제품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Banjjogi” is a dice game consisting of one 
hundred historical incidents of Korea. A famous 
character “Banjjogi” will draw the children's 
attention so they can learn Korean history while 
playing the game. You can produce related 
character items with this character.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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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서

KANG Yeseo

금상 Gold Prize

지식경제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불어라! 태양열 양산

PORTABLE SOLAR PARASOL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태양열 양산’은 햇볕을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기능 좋은 집열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비축할 수 있지만 무게가 무겁지 않고 공기를 

불어넣는 튜브구조로 만들어져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A lightweight portable parasol equipped with 
solar panels. The surface is UV block for higher 
protection effect.  You can easily set up the 
parasol by blowing the tube.

최준엽  

CHOI Junyeop

금상 Gold Prize

지식경제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중학생부 
Middle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막걸리 포장용기 디자인

PACKAGE FOR FOUR MAKGEOLLIS

우리의 전통술인 막걸리를 해외에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막걸리 포장용기입니다. 외곽은 변질을 막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을 수 있도록 8각으로 만들고, 

막걸리를 담는 용기는 휴대하기도 간편한 ‘팩’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막걸리를 팩에 보관하면 양 대비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배달하기도 편리합니다.

A package for Makgeolli (Korean traditional 
brewed rice wine) designed particularly for 
exporting products. On four corners of the 
octagonal case, you can put ice to preserve 
the Makgeolli for a long time. It reduced the 
volume signi� cantly by using plastic packing 
bags instead of bottles. 

박예림  

PARK Yerim

금상 Gold Prize

지식경제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고등학생부 
High School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탁상용품 및 액세서리

OFFICE SUPPLIES 

현대인의 사무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탁상용품(꽃병, 

필기도구함, 명함꽂이, 컵, 소형 사물함 등) 일체입니다.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멋을 살리기 위해 떡살문, 

목단문 등의 무늬를 현재적 방식으로 해석했고, 초가집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부채꼴의 형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 set of of� ce supplies including a pencil 
case, card holder, storage case, cup and vase 
decorated with modernized traditional Korean 
patterns (ddeoksal-mun and mokdan-mun). 
Some items are designed in a fan-shape and in 
the form of traditional thatched houses of Korea.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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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KIM Seoyeon

금상 Gold Prize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알리는 것 꾸미기 

Visual Design

오염시키는 만큼 돌아와요

KARMA OF POLLUTION

이상기후, 동식물의 멸종은 전 세계의 자연 환경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나 샴푸와 같은 화학제품의 무분별한 이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 만큼 우리의 눈물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디자인하였습니다.

The climate change and the extinction of animals 
and plants are the results of the crisis of natural 
environment caused by pollution.  This is a 
message that indiscriminate use of chemical 
products will end up destroying our lives and 
living environment.

김세연  

KIM Seyeon

금상 Gold Prize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중학생부 

Middle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물에게 생명을!!!

SAVE WATER

숲이 적은 우리나라는 더욱 물을 아껴야 하는 나라입니다. 

체육시간 후 손이나 얼굴을 씻기 위해 무분별하게 쓰는 

물을 보며, 버려지는 물에 대한 재활용을 고민하다가 

디자인했습니다. 물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실천한다면 작은 수돗가에서 버려지는 물이 큰 댐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This is a device to prevent the waste of water 
and to recycle tap water in public places.  
Designed out of concern for global water 
shortage, this will contribute to saving and 
preventing an overuse of water.

하진주

HA Jinju

금상 Gold Prize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고등학생부 
High School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재난구호 물품 상자

HUMAN & GREEN BOX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의 희생자인 수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실속 있는 재난 구호 용품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친환경적인 종이를 이용했고, 자연의 느낌과 더불어 

자연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This is a survival kit for potential refugees 
of natural disasters.  The emergency kit has 
become a necessary item as more disasters 
occur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The package, made of eco-friendly paper, is a 
practice of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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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LEE Dahyeon

금상 Gold Prize

여성가족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 Family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움직이는 동물 씨리얼 패키지

ANIMAL CEREAL PACKAGE

다양한 종류의 씨리얼을 골라 먹으려면 이런 씨리얼들을 

담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상자가 필요합니다. 씨리얼의 

빈 상자가 곧장 쓰레기통으로 가야하면, 매우 귀찮고 

불편할 것이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리얼을 먹는 중에도, 또 다 먹은 후에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동물 씨리얼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This is a cereal packaging designed to recycle 
the box. You can put various different cereals 
in one case.  Kids will enjoy playing with the 
animal shape box. 

여명인  

YEO Myeongin

금상 Gold Prize

여성가족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 Family

중학생부 
Middle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길이 조절 가능한 버스, 전철 손잡이

ADJUSTABLE BUS/METRO HANDLE

제각각 키가 다른 어린이와 어른, 노인과 젊은이를 위해 

만든 손잡이입니다. 지금의 손잡이는 어린이들의 키와 

맞지 않아 결국 안전하지 않은 다른 것을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는 이동을 더욱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 줄 것입니다.

The length of this handle for public 
transportation is adjustable according to the 
passenger’s height.  This will reduce the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when small children 
hang on a high handle, and will provide the 
passengers with safer and more convenient 
boarding.

고은비  

GO Eunbi

금상 Gold Prize

여성가족부장관상 
Prize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 Family

고등학생부 
High School

디지털미디어디자인

Digital Media Design

새 신을 신고

WEARING NEW SHOES

이 작품에서 ‘신발’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새 신발로 

태어나 여러 풍파를 겪으며 낡아지는 신발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저분함을 서서히 알아가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또한 밟혀지고 찢어진 아이 신발은 아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폭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Shoes are a mirror of our lives, getting worn 
out and dirty as we go through dif� cult paths 
of life. The torn shoes showcased in the 
exhibition represent the dark side of society in 
which many children are exposed to abuse and 
molestation.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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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CHOI Hyejin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지팡이 네비게이션

WALKING STICK NAVIGATOR

이 제품은 시각장애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길눈이 어두우신 그분들을 위해 지팡이에 

네비게이션 센서를 부착한 것으로, 지팡이에 목적지를 

말하면 네비게이션이 음성으로 길 찾기를 돕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팡이에 띠를 둘러 지팡이를 

놓쳤을 경우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지팡이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The navigator sensor attachable to a walking 
stick is designed particularly for the blind and 
the elderly. The sound sensor recognizes the 
user’s voice and helps � nd the direction. 
You can distinguish the top from the bottom 
of the stick by the band in the middle. 
The length is adjustable.

박유선 

PARK Yuseon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중학생부 
Middle School

알리는 것 꾸미기 

Visual Design

광어공주

HALIBUT PRINCESS

광어공주는 서천을 대표하는 ‘광어’를 캐릭터로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광어공주 캐릭터로 맛의 고장이자 

바다의 고장인 충남 서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서천은 광어공주 캐릭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맛의 고장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This is a character design for the city of Seocheon, 
famous for Halibut. The character will increase 
the communication with foreign tourists and 
advertise Seocheon city as one of the reputational 
regions of Korea for traditional cuisine.

.

장혜림 

JANG Hyerim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고등학생부 
High School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꽃과 식물이 자라는 생태 방음벽

ECO-WALL FOR FLOWERS AND PLANTS

소음을 방지해 주는 것은 물론,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디자인입니다. 

이 방음벽은 운전자에게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보행자에게 

공원과 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획일적이고 단순한 패턴과 색 때문에 인공적인 느낌이 

강한 방음벽 외관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 outdoor sound-proof wall creates an almost 
perfect natural space without noise in the urban 
environment. It provides the driver a quiet car 
interior space.  When it is used in public space, 
pedestrians can stroll along the street feeling as 
if they were in a peaceful park.  The wall design 
adds more diversity and natural atmosphere to 
the currently dominant arti� cial c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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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 

SON Hyeon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벽지 디자인

WALLPAPER

도시에, 실내에 갇힌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이런 작은 

질문의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생각난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벽지는 공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쾌적한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is wallpaper is designed to create a fresh and 
natural environment for people under enormous 
stress in stuffy urban surroundings.

김예림  

KIM Yerim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중학생부 

Middle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금연을 유도하는 담뱃갑 포장

NO SMOKING SERIES

딱딱한 경고문구 대신 시각적으로 위트 있게 금연을 

권유하는 담뱃갑 포장 시리즈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기 시작한 담배가 몸을 더욱 파괴하고 끊는 것조차 

힘들게 합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도와주는 담뱃갑,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담뱃갑 

디자인입니다.

A series of cigarette packages with witty warning 
messages, instead of threatening warnings. This 
is a positive strategy to encourage the smokers 
to stop smoking and recover their healthy life.

김민우

KIM Minwoo

은상 Silver Priz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고등학생부 
High School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스마트폰 뮤직 독

SMARTPHONE MUSIC DOCK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의 

역할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스마트폰으로 재생시킨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기존 스피커의 이미지를 깨고,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With this speaker specially designed for 
the smartphone, you can watch videos while 
listening to music.  It gives a totally new 
experience that you have never had with 
other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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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JO Hyeonsu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이야기가 있는 유기농 야채 포장 디자인

STORYTELLING PACKAGING FOR 
ORGANIC VEGETABLES

야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야채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기농 야채의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투명 포장으로 마무리 했고, 짧은 4컷 형식의 

만화도 패키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만화의 내용을 통해 

야채 효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야채를 편식하는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A four-cut cartoon is included in the packaging 
design to inform the vegetable’s nutrition facts.  
The transparent bag visually emphasizes the 
freshness, which may help kid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홍성민 

HONG Seongmin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중학생부 
Middle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매일매일 쉬면서 즐겁게 외워요! 쑥쑥!

EASY MEMORY

복잡한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한문 등은 암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을 학교 벽이나 바닥에 

설치하여 암기력도 향상시키고, 공부의 재미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퍼즐을 맞추는 재미는 물론 

학습 능력까지 쑥쑥 키워주는 이것은, 즐겁고 신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The puzzle is designed to memorize complicated 
math formulas, English vocabularies, or Chinese 
characters. This is to be installed on walls and 
� oors, so that the children can play with and 
learn the content at the same time.

.

홍연우 

HONG Yeonwoo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고등학생부 
High School

디지털미디어디자인

Digital Media Design

길 그리고 사랑, 만남, 인연

ROAD, LOVE, ENCOUNTER, AND 
SERENDIPITY

수채화 같은 길, 이야기가 있는 길, 설렘과 만남이 있는 길, 

추억과 사랑이 있는 길, 행복이 있는 길. ‘길’이라는 글자를 

통해, 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길’에 대한 

사전적 설명보다는 ‘길’에 대한 서정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길’을 상징해 주는 주요 이미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The video features romantic expressions about 
roads where everyone has one’s own stories 
and memories of love and happiness.  The large 
main screen gives more emotion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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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 

MOON Sanghyeon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알리는 것 꾸미기 

Visual Design

재활용 교육을 위한 재활용품 캐릭터 디자인

CHARACTER DESIGN FOR RECYCLING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때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재활용품 마크가 

있긴 하지만 느낌이 딱딱하고 그림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도 편리하고 친근해 보이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대상 물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The character design is combined with a sign 
design for more effective recycling.  
Easily recognizable characters indicate different 
recycling types and help separate the items 
properly.

민경준  

MIN Kyeongjun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중학생부 

Middle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비가 오는 날 자동차에서 내릴 때 

비를 막아주는, 라씨네

RACCINE, SUNRAIN AWNING FOR CAR

비 오는 날 차에서 내리며 우산을 피는 동안, 옷은 젖고 

자동차 실내 또한 축축해집니다. 이 제품을 자동차 창 측에 

설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자외선 차단막이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블라인드 형식으로 

돌돌 말려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차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solution to avoid getting wet on a rainy 
day while getting out of the car.  On sunny days, 
the awning can be used as a sunscreen.  The 
awning is made in the form of blind that can be 
rolled up.  It � ts with the cars of all size.

박진솔

PARK Jinsol

은상 Silver Prize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고등학생부 
High School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흥부와 놀부’ 무대 디자인

STAGE DESIGN FOR 
"HEUNGBU AND NOLBU" 

이 무대는 ‘흥부와 놀부’에서 ‘박’을 열었을 때, 금이 쏟아져 

나오는 대목을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둥그런 

형태의 ‘박’은 사람들의 소망이자, 행복의 결과입니다. 

흥부, 놀부와 관객에게 ‘박’은 소망이며, 희망에 대한 

형상입니다. 또한 ‘박’의 둥그런 형상을 닮은 달, 항아리 

등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흥부와 놀부’의 무대 배경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tage set design for the famous Korean 
tale “Heungbu and Nolbu.” It illustrates the 
climax of the story, the moment of the splitting 
the gourd from which great fortune came out.
Additional round shapes of the moon and jars 
that look similar to the gourd increase the 
symbolic image of th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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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정 

JEGAL Jeong

동상 Bronze Prize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Scout Association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알리는 것 만들기 

Visual Design

환경을 지키는 에코식물

ENVIRONMENT GUARDIAN

주변의 나쁜 공기를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 

에코 식물입니다. 에코 식물의 흙에 사는 지렁이는 

공기구멍과 거름을 만들며,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The eco-plant takes in the polluted air and 
emanates puri� ed fresh air.  Earthworms in 
the soil also affect the plant-growth by creating 
holes for ventilation and excretion of nutrients.

김보담 

KIM Bodam

동상 Bronze Prize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Scout Association

중학생부 
Middle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탈부착이 가능한 교복

DETACHABLE COLLAR

하루면 더러워지는 교복 블라우스의 칼라(collar)를 

탈부착하자는 생각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여러 벌의 교복 대신 여러 개의 칼라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로, 탈부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탁도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탈부착 칼라는 세탁 후 

건조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The collar of the school uniform gets dirty very 
easily. The detachable collar allows you to change 
collars everyday, wash more conveniently and 
dry more quickly. You can also save laundry fee 
and protect the uniform.

.

윤영조 

YOON Youngjo

동상 Bronze Prize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Scout Association

고등학생부 
High School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많은 사람들은 MP3 플레이어를 선택할 때 디자인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해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TOTEM MP3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simple layout of the MP3 player gives 
higher usability and the neat outlook � ts well 
with all interiors.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TOTEM MP3 디자인

TOTEM MP3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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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LIM Hyeonwoo

동상 Bronze Prize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Girl Scouts of Korea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수박을 보호하라

PROTECT THE WATERMELON

수박을 사서 차의 트렁크에 넣고 이동할 때, 수박이 끈으로 

묶여져 있어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 밑 부분에 수박을 받치는 구형 스티로폼 4개를 

달아보았습니다. 이 받침대를 사용하면 수박을 차에 넣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수박을 상처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To prevent the watermelon from being broken, 
the designer created a wire bag with four 
styrofoam pads.  The watermelon can be kept 
safe while in a driving car.

서하연  

SEO Hayeon

동상 Bronze Prize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Girl Scouts of Korea

중학생부 

Middle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청소년병원 디자인

TEEN HOSPITAL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눈, 입, 혀, 위, 작은창자 

등의 형체와 모양을 반영한 캐릭터들입니다. 이 같은 

자연친화적이고 개방적인 병원공간은 청소년에게 더욱 

안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답답하고 폐쇄적이며 무섭고 

우울한 병원이 아닌, 개방적이며 활기찬 병원은 건강을 

되찾는 공간으로서의 느낌을 더욱 생생히 전달합니다.

The hospital space is specially designed in 
forms of human organs such as eyes, ears, 
tongue, stomach, and intestine. The open and 
enlivening interior provides the teenage patients 
with a comforting and healthy mood instead of 
depressing atmosphere of the general hospital.

박지현

PARK Jihyeon

동상 Bronze Prize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상 

Prize of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Girl Scouts of Korea

고등학생부 
High School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그린 캠페인

GREEN CAMPAIGN FOR 
MOMS AND KIDS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지만, 

또다시 버려진 재활용 봉투를 다시 재생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베이커리의 일반적 재활용 봉투에 

아이들을 위한 종이접기 그림을 접목시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 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To reuse already recycled paper bag, the 
designer combined ‘origami’ with bakery bags 
made of recycled paper.  Kids can lear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preservation while 
playing with the ‘orig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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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JEONG Jaewook

동상 Bronze Prize

서울YM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MCA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환경 꾸미기 

Environmental Design

한글 놀이터

HANGEUL PLAYGROUND

많은 사람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더욱 친근히 느끼는 요즘,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좀 더 친숙하게 

한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한글 놀이터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 한국어와 한글을 널리 

알려, 세계 속에 ‘한글의 위상’을 높이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The playground took the design motif from 
Hangeul, the Korean alphabet.  This is an idea 
to let kids become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en more and more 
people are enthusiastic about learning English.

김선희 

KIM Sunhee

동상 Bronze Prize

서울YM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MCA

중학생부 
Middle School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Package Design

찬장 속 자연 (바다향기, 들판향기)

NATURE IN THE PANTRY 
(SCENT OF SEA, SCENT OF FIELD)

규격화되고 딱딱한 조미료 용기를 좀 더 밝고 산뜻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천연 조미료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조미료를 사람들이 더욱 건강과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Salt and pepper shaker and condiment container 
designed for organic food.  The outlook of the 
container gives an ecological and healthy image 
of organic condiments that are good for both 
nature and human beings.

.

김보원 

KIM Bowon

동상 Bronze Prize

서울YM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MCA

고등학생부 
High School

디지털미디어디자인

Digital Media Design

세상에는 남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아이러니한 역학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관계들이 서로 얽혀져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차별적인 

욕구와 갈망을 돌아보아야 하며 타인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There is an irony in the world that some people 
kill other’s happiness for their own.  This work 
sends out a message that we need to control 
our indiscriminate desire and be more conscious 
of others.

아임 쏘리

I'M SORRY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스마트디자인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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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빈 

LEE Seungbin

동상 Bronze Prize

서울YW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WCA

초등학생부 
Elementary School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Product Design

매직 이불 하나로 감기가 뚝딱!

MAGIC BLANKET, NO COLD

이 매직 이불은 어린 아이들이 발로 이불을 걷어차도 벗겨질 

염려가 없어, 덮고 자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캐릭터들로 이불을 디자인하여, 

그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불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불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A specially designed blanket to keep children 
warm.  With this blanket, there is no worry of 
kids kicking off their blankets and catching a cold.  
You can change the character design as the kids 
like and give it a new image.

김유정  

KIM Yoojeong

동상 Bronze Prize

서울YW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WCA

중학생부 

Middle School

알리는 것 꾸미기

Visual Design

지역특산물 QR코드

QR CODE FOR INDIGENOUS 
PRODUCTS
QR코드도 디자인하는 시대입니다. 흑백의 암호처럼 

보이는 QR코드를 파격적이고 다채롭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 QR 코드는 전국의 소비자에게 대전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의 우수함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Colorful QR code design for indigenous products 
from Daejeon, Korea. Practical information for 
different products is encoded for wider PR and 
for customer services.

박윤우

PARK Yunwoo

동상 Bronze Prize

서울YWCA회장상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YWCA

고등학생부 
High School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개성있는 QR코드 디자인과 다양한 활용

QR CODES DESIGNS AND DIVERSE 
UTILIZATION

차세대 정보저장 매체인 QR코드는 바코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전화/사진/동영상/지도/URL링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QR코드를 활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검정색으로 개성이 없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 미아방지 용품 및 반려동물 인식표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QR codes provide unprecedentedly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f pictures, videos, and URLs. 
These are QR codes for safety items to prevent 
missing child, and for the ID for guide-dogs. The 
characteristic codes are distinguishable from 
regular black-and-white ones.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