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정기총회 & 임시총회
5시 20분 퍼시스 쇼룸 관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길건너 중앙일보 건물 8층 입니다.
관람 후 5시 50분까지 복귀 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는 오후 6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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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사업보고

3-1
핀업 컨셉디자인어워드 현황

자동차와 공동개최 되었으며 2016년도부터는 졸업작품 전시 시즌에 맞추어 하반기에 개최
하여 전년도보다 접수량이 향상됨

[

[

매년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과 LG전자, 삼성전자, 퍼시스, 현

3-1
2016 핀업 컨셉디자인어워드 보고
출품작품 수- 269
대회보고

[

1차 온라인 심사

2차 본심사

기간

2016.11.10~15

2016.11.23

인원

34인

12인

1차 온라인심사(2016년 11월10~15일) 진행후 11월23일 본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 구성 및 심층 심사로 대회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
전년대비 접수량 33% 증가
청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동서대학교, 강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48개 대학 207명 지원
해외 출품작 증가 - 중국, 미국, 대만

3-1
2016 핀업 컨셉디자인어워드 수상작 [ GRAND]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품 오남용 방지 알약 디스펜서

고연신, 박진주

(제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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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업 디자인어워드 현황

2016년도부터는 공모분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참여율 증대에 기여
1차 20인의 온라인심사 진행후 11월22일 11인의 심사위원이 본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

[

[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후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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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상

A. 가전제품디자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

B. 생활가전제품디자인

정수기, 믹서기,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생수기, 다리미 등 소형
가전

C. 정보기기디자인

컴퓨터, 휴대폰, 팩스,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D. 생활용품디자인

문구류,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

E. 이동기기디자인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 이동수단 기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F. 중장비·기계디자인

굴삭기, 3D프린터, CNC, 전문공구류 등 산업 장비

유리할 수 있도록 접수분야를

G. 가구·인테리어 용품디자인

사무가구, 주방가구, 교육가구, 조명 등

H. 의료·헬스케어디자인

의료용품, 헬스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I. 장신구·패션용품디자인

안경, 벨트, 신발, 구두 등 패션 및 액세서리

J. 교육·완구디자인

교구 및 완구 디자인

K. 팜디자인

농업용품, 복합기, 경운기, 6차 산업용품 등

핀업 디자인어워드의
변화

세분화 함

L. 패키지디자인

분야

용기류, 포장류 등

대상

M. 인터페이스·인터랙션디자인

게임앱, 웹디자인 등

N. 서비스시스템디자인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 용품

O. 사회기반·공공활동·지역활성화디자인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 사회기반 디자인

P. 인클루시브·유니버설디자인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회적 소수자(minority)를 포함한 모든 사용
자를 위한 디자인

Q. 뉴비즈니스모델 구축
디자인
분야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비즈니스의대상
계획

R. 공공시설·공공제품·공공설비디자인

휴지통, 가로등, 벤치, 볼라드, 사인 등 공공시설의 환경디자인

S. 주택·공공주택·환경디자인·점포디자인

개인주택, 아파트 단지 등 건축물 디자인

T. 인테리어플래닝디자인

커피점, 패션매장, 음식점, 박물관 등 상업 또는 공공시설의 인테리어
기획 디자인

3-2
2016 핀업 디자인어워드 보고

출품작품 수-166작품

수상현황
인증

150

FINALIST

85

BEST OF BEST

24

PIN UP BEST 100

61

3-3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규정 변경

변경 후

편집위원회를 통해 2015년 11월 기존의 논문 편집 규정 및 논문 작성 규정을 변경

[

2016년 3월호부터 새로운 편집 및 작성 규정으로 변경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해외 우수 논문집을 대상으 로
가장 우수한 논문집을 벤치마킹하여 본 학회의 논문집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

변경 전

3-3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개요
발간일 안내
발간일

마감일

Vol1.

3월31일

1월31일

Vol2.

6월30일

4월30일

Vol3.

9월30일

7월31일

Vol4.

12월31일

10월31일

발간일 안내

[

연 4회 게재논문집 발간 및 봄/가을 학술대회개최
학술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지속적인 투고량의 증가
2017년도 등재학술지 유지를 위한 평가 접수 완료

3-3
ksid 2016 운영 보고
기관별 투고율

게재율
내용

논문 수

분포순
위

소속

투고자
수

분포도

1

국민대학교

12

12.4%

2

홍익대학교

9

9.3%

2016년에 게재된 논문 수

71

2016년에 투고된 논문 수

99

2016년 이전에 투고된 후 2016년에 게재된
논문 수

7

3

동서대학교

8

8.2%

2016년에 투고된 후 2017년에 게재된 논문
수

4

4

숙명여자대학교

5

5.2%

논문게재율

69.6%

5

전북대학교

5

5.2%

6

기타

58

59.8%

97

-

계

[

2015년도 총 55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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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d 봄 학술대회 보고

2016 KSID & KIDM 봄 학술대회
디자인경영회와 공동개최

[

일시: 25 June 2016
장소: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서울)
주제: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경영
기조연설: 윤내한 (특허청 서기관)
김선아 (금오공과대학교)
33편 발표

3-3
ksid 가을 학술대회 보고

2016 KSID & KIDM 가을학술대회
디자인경영회와 공동개최

[

일시:12 Nov. 2016
한성대학교 (서울)
주제: Design for the Real World
(세상을 위한 디자인)
기조연설: 정경원 (KAIST 명예교수)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장)
30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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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외부 사업보고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미래환경 예측 및 사용자 기반의 신상품 기획 시스템 개발 참여기
관으로서 총3차년도의 수행기간 중 1차년도 수행 완료

1차년
도

플랫폼 요소기술 개발

2차년
도

DB 구축

3차년
도

웹 기반
DB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검증

-

제품 유형 모델 개발
디자인 요소 모델 개발
대표 제품군별 감성어휘 Pool 구축
소비자 유형 모델 개발
소비자 유형별 선호감성 매핑

중소기업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DB 추출

- 대상 제품군 확대하여 모델 확장
- 디자인 요소별 소비자 유형별 선호요인 DB 구축
- 모델 및 콘텐츠 검증

가구

화장품

소형가
전
생활용
품

패션잡
화
레저용
품

조명

완구

문구

식품류

대상 제품군 적용 검증
(대상 제품군 선정은 추후 확정)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선호요인
DB 구축 및 검증

아시아
EU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가이드

미주
지역 검증
(수출상품 개발 지원)

3-6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원 현황

2015

2016

정회원

136

171

평생회원

68

68

법인회원

12

11

합계

216

250

ksid 산업디자인학연구지의 학술등재지 승격이후 논문 투고량의 증가와 더불어
협회 정회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중

[

[

연도

협회 정회원 가입시 kaid 운영 의사결정권 부여 및 ksid논문 투고 자격 및 kaid에서 발간되는
간행물(학술지 4회, 핀업(컨셉)디자인어워즈 도록 2회 배송 등의 혜택 제공.
가입일 기점 연회비 연체시 3개월간의 의사결정 기간 후 정회원에서 제외함

4
2016 회계감사 보고

4
회계감사 의견서

5
차기회장 선출
단독후보: 차강희 LG전자 디자인연구소장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업디자이너로서 Chocolate폰,PRADA폰, Shine
폰등의 휴대폰디자인과 TV, Audio, Video, IT Product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자인
경력을 거쳤고 현재는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의 Home Entertainment 디자인연구
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랜 디자인 경험과 다수의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대
한민국디자인대상 공로부문 산업훈장 수상, 대한민국 Good design전 대통령상수상
등의 국내수상과 Reddot “Best of the Best” Design Award와 IF Design Award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5-1
§

차기회장 후보 직무수행 계획서

KAID 기본방향
대한미국 대표 산업디자인협회로서의 위상 정립과
중추적인 역할의 수행

§

운영계획
• KAID 위상 제고
- 국제화
- 대외협력 강화

§

사업의 기본방향
산업디자인 진흥과 산업디자이너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 디자인산업 활성화 주도
- 국가 산업디자인 정책방향 개발
- 산업디자이너 역량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새롭
게 시행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하여 운영

• 국가산업 연계 사업추진
- 4차산업 디자인 경쟁력 제고
- 지역별 맞춤 디자인 연구지원
• 열린 협회 강화
- 열린 협회강화
- KSID 확대

5-1

차기회장 후보 직무수행 계획서

§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싶은 조직
§ 활력이 넘치는 조직
§ 정보가 공유되는 조직
§ 정책이 반영되는 조직
§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2
투표

6
토의

사단법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임시총회
[ 안건: 정관개정 ]

1 kaid / ksid 정관 개편 개요
KAID

KSID

회장
2년 임기 후 자동 승계

KAID/KSID 겸직

수석부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회장단)
2년 임기 후 자동 승계

부회장 5(4)인

부회장 5인

(현임 부회장중 수석부회장 선출시 4인)

이사 25인
이사 승인(총회)

총회

부회장 선출(총회)

KAID/KSID 겸직

이사 25인

2-1 kaid 정관 개편 개정안
변경후

변경전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3. 감사 2인
4. 이사 25인 이내(회장단 포함)
5. 사무국장 1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은 취임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4)인 (현임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시 4인)
4. 감사 2인
5. 이사 50인 이내(회장단 포함)
6. 사무국장1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역임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의 직전기 부회장이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은 2년의 임기 후 회장 직을 승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의 설
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6.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8. 임원은 취임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의 회장의 직을 겸임한다.
3. 이사는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의 이사의 직을 겸임한다.
4.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한다.
6. 부회장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행
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7.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8.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ksid 정관 개편 개정안
변경전

변경후

제4장 임 원

제4장 임 원

제11조(조직)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이내
③ 이사 10명 이내
④ 감사 2명 이내
⑤ 사무국장 1명 이내

제11조(조직)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③ 이사 50명 이내
④ 감사 2명 이내
⑤ 사무국장 1명 이내

제12조(임원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제12조(임원선임)
① 회장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등)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는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⑥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
는 자로 선출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등)
① 회장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의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②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의 이사가 겸임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로 선출한다.

3 토의 및 인준

저녁식사 장소 안내

황제보쌈

현위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