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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나라는 물론 성별, 나이, 전문 분야, 작업 스타일은 다르지만 36인 

모두에게서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다. 이들은 현재 디자인계에서 

학생, 인하우스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이너 혹은 대표로서 서로  

다른 소속과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주목할 젊은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줬고, ‘36 YOUNG DESIGNERS IN ASIA’ 라는 기사 

안으로 불러 모았다. ‘아시아의 주목할 젊은 디자이너 36인’이 새로운 디자인 

시대를 열고 이끄는 ‘아시아의 든든한 대표 디자이너 36인’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36인의 2010년 1월 현재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2010년 한 해 

동안 어디쯤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려 한다. 그리고 36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는 이들의 오늘도 기억할 것이다. 

아시아의 주목할 젊은 디자이너 36인을 소개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에서 찾아낸 젊은 디자이너들. 

 
YOUNG

DESIGNERS 
IN ASIA

발란스 우 빌 옌 

강순모 다이스케 엔도

백두리 손범영 

권재준 마이크 막 

정혜림

슈라섹 유티와트  

김경은 미시마 아키요시

앙쿨 아사바비분팡 

왕춘호 어민선 우에다 료 오혜진 유타 오노다 이고은 

자렌 고 

조형석 카토 토모히로 

이상훈 정연우 

질리 리우 카토 고 

이승주 조성호 

츠지 코 킷카와 케이타

킷 맨 킁 한스 탄 킹슬리 응 홍제형 토비 응 훌루 

36

기획 편집부   디자인 김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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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톡:툭(Tok:Took)

2

트랜스레이션 멀티 탭

(Translation Multi-Tab) 

3  

행거:티(Hanger:Tea) 

2

문학이 담긴 디자인          권재준은 연세대에서 국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SI일러스트레이션 스쿨(SI 

Illustration School)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Daum 문학속세상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연제했고, 

<르네상스 문학의 세 얼굴> <나의 체질은 무엇인가> <내 남자친구 이야기> <내 여자친구 이야기>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마주보는 세계사교실> 등의 단행본에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다. 또 <더 뮤지컬(The Musical)> <GQ KOREA> <Club ACE 멤버쉽 매거진> <좋은생각> <LG CNS> 

등 다양한 매체와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다. 권재준은 그림에 대한 갈망이 커 스스로 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며 자신을 알려왔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만큼 글과 그림,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진 책을 

출간하는 것이 목표인 그는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이뤘을 때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이 

내 작업의 힘이다”고 말한다. 한때 디자인을 갈망한 문학도였던 권재준. 이제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느껴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비상하고 있다.

1 

개인작업

2

<르네상스문학의 세 얼굴>

3 

<GQ KOREA>

1

2

31

사람을 위한 디자인          상명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강순모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보다 답이 없는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항상 

정답을 찾기 위해 고민한다. 그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며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2007년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유니버설 디자인공모전 환경/제품부문 입선, 핀 업 디자인 어워드 2008(PIN 

UP Design Award 2008) 스페셜 프라이즈, IDEA 디자인 어워드 2009 파이널 

리스트, IF 콘셉트 디자인 어워드 2009 위너 등 다양한 곳에서 그의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IF 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던 그의 대표적인 작품 ‘트랜스레이션 멀티-

탭(Translation Multi-Tab)’은 멀티 탭에 스티커를 붙여 어떤 제품의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원터치 방식으로 탭과 플러그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힘만을 요한다. 그래서 한 손만 사용 가능한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톡:툭(Tok:Took)’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켓 안에 

플러그가 숨어 있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감전의 위험을 최소화했고, 

플러그를 빼낼 때도 살짝 눌러주면 쉽게 분리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다. 그의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그의 말투처럼 

간단하고도 명쾌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지금까지 해온 디자인보다 앞으로 할 

디자인이 많기에 그의 가능성에 기대하며 행보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1984년생•에스모 디자인•산업 디자인•tnsah1984@naver.com

2
권재준 

Kwon Jae Jun

한국•1978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blog.naver.com/luviv 

3

1
강순모 

Kang Soo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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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과정과 결과          김경은은 2008년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젊은 디자이너다. 클럽데이 

및 사운드데이 디자인, 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주어진 자료 

안에서 작업의 방향을 잡고, 과정을 짜임새 있고 기분 좋게 만들어가려고 한다. 결과물뿐 아니라 작업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그녀에겐 중요하다. 2008년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있었던 국민대 

졸업전시 포스터와 브로슈어 작업을 맡아 ‘각기 다르고 다양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점에 초점을 맞췄다. 

김경은은 각 개인이 픽셀을 선택하고 대표 이미지를 주면 완성되도록 포스터를 만들었다. 브로슈어도 우선 각자 

리플릿을 만들고, 관람객에게 리플릿들을 모아 만들 수 있도록 킷을 제공했다. 과정도 재미있었을 뿐 아니라 

반응도 좋아 그녀는 뉴욕에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다. 어도비 디자인 어치브먼트 어워즈(ADAA) 2009 프린트 

커뮤니케이션 부문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고, 2008년부터 ‘디자인나우: 아파트, 콘크리트 유토피아’ ‘DRS01 

특별한 도시공부’ 등 전시에 참여했다. <DRS01 특별한 도시공부> <가짜잡지 2호/3호> <’언더월드시티보고서’ 

문화+서울 2009.05월호> 등 책과 저널 디자인도 맡았다. 최근 웹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예술디자인포털 

웹사이트 작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가짜잡지>에 실릴 작업과 디자인문화 관련 책에 실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은의 새해 소망은 “많이 배우고 싶다. 읽고 싶은 책도 실컷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자주 

만나고, 생각도 열심히 하고 싶다”다.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없는 다짐이며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계획이 아닐까. 

국민대학교 2008 졸업전시 

한국•1984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bykyong.com

4
다이스케 엔도
Daisuke Endo

풍요로운 삶의 제시  

뉴욕의 플라잉 머신(Flying Machine)의 디자인 

디렉터이자 무사시노 미술대(Musashion Art 

University) 정보디자인학과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이스케 엔도는 뉴욕 아트 디렉터스 클럽 

78회 어워드(New York Art Directors Club 78th 

Award), 그래픽 뉴 탤런트 디자인 어워드(Graphis 

New Talent Design Award), 45회와 47회 타입 

디렉터스 클럽 어워드(Type Directors Club Award)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최신 

작품인 ‘플라잉 머신’은 이름처럼 ‘날다’를 테마로 

비행기와 계기패널(계기패널은 일러스트레이션), 

점프하는 아이 사진, 그리고 소호의 오피스 주변 

그라피티 사진 등으로 구성했다. 그는 “디자인이란, 

문제해결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원만하게 하거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인 듯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더욱 

본질적인 디자인의 역할, 즉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와 미의식을 새로운 

가치로서 제안하고,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디자인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지금이야말로 

‘디자인 시대’라 느낀다”고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일본•1976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
daisuke0226.squarespace.com

플라잉 머신(Flying Machine)

3
김경은

Kyong 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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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에 도달하는 사다리

(Moon Reach Ladder)  

2

디어 반고흐(Dear Van Gogh) 
2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          2001년 도쿄의 예술집단 엔라이트먼트

(ENLIGNTEMENT)에 참가해 중심 멤버로 활동 후, 2009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픽 디자인, 영상, 공간연출, 디제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아티스트로서는 난즈카 언더그라운드(Nanzuka Underground)에 

소속되어 있다. 일본 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2006년부터는 야마모토 아스카

(Yamamoto Asuka)와 패션브랜드 푸가험(Fugahum)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미시마 아키요시는 자신의 디자인이 “세계의 문화가 모이며 

디자인, 아트, 패션이 밀접하게 연관된 도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가능한 표현인 것 같다.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믹스 감각과 그곳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도쿄만의 언더그라운드 사상을 갖고 작업하는 

것이다”며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최근 그래픽 디자인에서 오브제를 만들어 

촬영하는 일이 많은데, 그의 작품 ‘제이드(Jay’ed)’와 ‘텟판-야키(Teppan-Yaki)’는 

포스터처럼 돼 있어 작게 접으면 CD재킷이 된다. 2010년에도 영역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1

2

뼈에서 피부로 느끼는 디자인          “좋은 디자인은 뼈에서부터 피부로 느껴진다.” 디자인 철학을 말하는 마이크 

막은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멘토 같았다. 그는 2007년 홍콩 폴리테크닉(Hong Kong Polytechnic) 디자인학과 

졸업 후 팡 스튜디오(Fang Studio)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제품 대부분은 그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었다. 

“디자인은 스스로 생각해 낸 통찰력에 의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가 디자인한 몇몇 제품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디어 반고흐(Dear Van Gogh)’ 실리콘 머그컵은 실제와 같이 생긴 유연성 있는 귀가 컵에 

붙어있다. 그 귀는 사용자의 비밀이나 불평을 잘 들어주는 좋은 경청자 역할을 한다. ‘달에 도달하는 사다리

(Moon Reach Ladder)’는 한자 ‘달월(月)’의 영감을 받은 것. ‘중국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된 사다리가 당신을 달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조각물이다. 마이크 막은 “‘달에 도달하는 사다리’ 작업 후 그것은 

중국 문화로부터 나온 현대적 디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중국문화와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5
마이크 막
Mike Mak

중국•1984년생•프리랜서•산업 디자인•www.mikemak.com

6
미시마 아키요시 

Mishima
Akiyoshi 

일본•1978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fugahum.com

1

1

텟판-야키(Teppan-Yaki)

2

제이드(J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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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명쾌하고 진지한 해답          국립 대만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Science and Technology)

과를 졸업한 밸런스 우는 현재 대만 디자인 그룹 어헤드 크리에이티브(Ahead Creative)의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디자인에 한계는 없다”고 말한 그는 “사람들과 행복을 공유하는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그가 디자인한 제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쿠키 젓가락 ‘초키(Chokie)’

와 음식에 파리가 빠진 기억을 유머러스함으로 바꾸고자 한 파리 모양의 후추 ‘페이퍼 플라이(Paper Fly)’가 그것. 

지금껏 ‘잇팅(Eating)’, ‘무빙(Moving)’ 등을 주제로 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였던 그는 올해 ‘하우징(Housing)’

이라는 주제 아래 전자 제품 디자인 등을 세계 각국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디자인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디자인하는 발란스 우는 “앞으로 대만 디자인을 전 세계로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디자이너다.

1

초키(Chokie)

2

페퍼 플라이(Paper Fly)

2

룰루랄라 점심시간 

1

7
발란스 우

Balance Wu

대만•1981년생•어헤드 크리에이티브•산업 디자인•www.aheadcreate.com

8
백두리

Baek Duri

사람을 향한 긍정의 메시지          2008년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백두리. 2005년 애경 리앙뜨 비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작으로 2008년 삼성카드 로이 데 빈(Roi de Vin), 

<아시아나>에 이어 지난해 고려제강 2010 캘린더, 스카이 모바일 다운로드 화면, <씨네 21> 등에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다. 14회 한국출판미술대전 한국출판미술협회장상, 삼성 잇 센스 컬러 스킨 콘테스트(It Sens’ Color Skin 

Contest) 대상, W 코리아 뉴 탤런트(W Korea New Talent)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2위 등을 수상했다. ‘디자인 올림픽’ 

‘코리아 디자인 위크’ ‘디자인 로드 홍대전’ 등 활발한 전시활동도 한다. “디자인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깨달아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백두리는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 그녀의 작품 ‘룰루랄라 점심시간’ 역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휴식시간이자 오후의 활력소인 점심시간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깃든 것이다. 그녀는 “언제까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개인 작업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자신만의 메시지를 알릴 

계획이다.  

한국•1981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13aek.com



84 85

DESIGNNET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인 전략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디자인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퉁지

(Tongji)대에서 방문 교수(Visiting Scholar)로 활동한 빌 옌.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2003년 돌아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테리어, 가구, 소품 디자인 그룹 Mrt Design을 설립했다. “디자이너이자 100

켤레 이상의 신발을 콜렉션한 패션 리더며, 침대에서 반드시 한 시간 이상 독서하는 열독가고, 디자이너들에게 

여행을 가장 추천하는 여행가”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빌 옌은 “디자이너는 디자인 외에도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

고 말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꼽는 디자인 작품은 ‘몹(Mob)’. 기존의 부피가 큰 테이블과 의자 대신 간편하게 

조립해서 쉴 수 있고, 그 컬러와 형태 또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의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 경제적인 가치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왔다”고 한다. “디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 만큼 미래가 기대되는 디자이너다.

진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2008년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포스터, 편집,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등 많은 분야에서 개인 프로젝트와 기타 작업들을 진행해 온 손범영. “그래픽 아트의 영역 안에서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스타일의 작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내러티브로 명확한 메시지 전달하고 시각적 재미를 안겨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또 접근하기 쉬운 콘셉트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 사회와 소통하려 한다. 지난해 플레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고, 뉴웹픽 코리아(NEWWEBPICK Korea) ‘Where is your 

design identity?’ 전시에도 참여했다. 현재 ‘사랑’ ‘신뢰’ ‘믿음’ ‘약속’ 등 일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전시를 계획하면서 ‘더미맨(Dummymen)’을 소재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미맨’은 타의에 의한 충돌의 

위험이 닥쳐도 저항하지 않고 부서져 버리는 더미를 소재로 한 캐릭터 디자인. 손범영은 거대자본에 의해 규격화된 

인간상과 신자유주의, 파시즘을 비판했다. “‘멋지다’보다는 ‘재미있다’라는 말이 좋다”는 그에게서 또 어떤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지 궁금하다.

더미맨 (Dummymen)

9
빌 옌

Bill Yen

중국•1976년생•Mrt 디자인•산업 디자인•www.mrt-design.com

몹(Mob)

10
손범영

Sohn Beom Young

한국•1980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bee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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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담긴 긍정의 힘          태국 스리파툼(Sripatum)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1년 여간 건축가로 

활동한 슈라섹 유티와트는 디자인에 흥미를 느껴 자연스레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됐다. “상업적인 디자이너가 

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그는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디자인 제품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 접시 뒷면을 색연필로 색칠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접시 디자인 ‘아이 엠 어 토킹 플레이트(I am a Talking Plate)’, 티셔츠에 

원하는 메시지를 새겨 넣고, 물을 뿌려 손쉽게 지울 수 있을 수 있는 ‘아이 엠 어 토킹 티셔츠(I am a Talking 

T-shirts)가 그것이다. 슈라섹 유티와트는 지난해 탤런트 타이(Talent Thai) 2009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올해 

상품화 예정인 생수 패키지 레이블 디자인과 호텔 캘린더 디자인 등을 진행 중이다. 슈라섹 유티와트는 

“앞으로 산업 디자인 석사 과정에 도전하며 나만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나중엔 UN과 일하며 세계의 

문제와 분쟁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최초의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싶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1

2

1

아이 엠 어 토킹 티셔츠

(I am a Talking T-shirts)

2

아이 엠 어 토킹 플레이트

(I am a Talking Plate)

유머러스함에 녹아든 철학         앙쿨 아사바비분팡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킹 

몽쿠트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러지(King Mongkut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지난 2005년 동료와 함께 제품 디자인 회사 프로파간다

(Propaganda)를 설립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디자이너다. 특히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익살스러움과 유머러스함은 그의 디자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하나로 디자인된 ‘프로그 겟 미(Frog Get 

Mee)’는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히 혼합된 제품으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모두 챙기기 

귀찮아하는 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지난 2006년 시카고 아테네움(Chicago 

Athenaeum)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선정한 굿 디자인을 수상, 같은 해 메이드 인 

타일랜드 어워드(Made in Thailand Award)를 수상했다. 뇌 모양의 양념통 ‘브레인

(Brain)’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 제품에 

각각 소금과 후추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좌뇌와 우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음식의 양념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재미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용이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는 앙쿨 

아사바비분팡. 앞으로도 자신만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기능과 재미를 동시에 담은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21

1

브레인(Brain)

2

프로그 겟 미(Frog Get Mee)

11
슈라섹 유티와트
Surasekk Yuthiwat

태국•1979년생•프리랜서•산업 디자인•www.surasekk.com

12
앙쿨 아사바비분팡

 Ankul
 Assavaviboonpan

태국•1977년생•프로파간다•산업 디자인•www.propaganda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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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적이면서  유쾌하고,  진지하면서  가벼운 

디자인         어민선은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성재혁 교수의 실험적 개인 스튜디오 

IMJ, 홍디자인을 거쳐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선배들의 선례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 비즈니스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려면 관습적인 

디자인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 인쇄물 중에서도 ‘포스터’ 매체를 선호(어민선은 

집착이라고 표현)하지만, ‘타이포그래피’ ‘예술과 

인문학 관련 텍스트’ ‘영화와 음악’ ‘변화하는 사회 

현상’ ‘주변 사물의 형태 재현’ ‘사라진 기억과 자연물’ 

등 관심 분야도 다양하다. 그는 디자인 작업에서 ‘존중’ 

‘독려’ ‘균형’ ‘비평적 토론’을 중시하며 디자인 토론 

웹사이트 ‘디자인 읽기’와 비정기 간행물 <가짜잡지

> 등에 기고하고 있다. 미국 타입디렉터스 클럽

(TDC), 아트 디렉터스 클럽(ADC), 어도비 디자인 

어치브먼트 어워드(ADAA), <아이디(I.D.)> <하우

(HOW)> <아웃풋(Output)>, 프랑스 쇼몽 페스티벌

(Chaumont Festival) 등에서 개인 혹은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 주최측이 열고 발행한 순회 전시와 연감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어민선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거대한 사회 운동이나 정치적 

투쟁, 대규모 고객을 위한 작업만이 꼭 ‘사회적 디자인’

의 형태는 아니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디자인 작업과 

연구가 사회적인 소통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자극과 영향,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면 이 또한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것.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올해 개인적 탐구면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유용한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비밀스레 

전한다. 이것이 그가 말한 “나의 행복과 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다음 계획”일지 기다려보자.

1

어민선 2007

2

페차쿠차 나이트 서울

아직은 철이 없어 겁 없이 자유로운 디자인         오혜진은 스스로 ‘철없는 젊은 

지구인’이라고 소개하지만 그녀의 디자인은 학생의 작업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무르익어 보인다. 그녀는 “지금까지 편집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작업해왔으나, 앞으로는 분야나 파트에 경계를 두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작업할 것”이라고 말하는 욕심 있는 젊은 디자이너다. 신입생때부터 청년 

국제 디자인 워크숍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배움에 열심이다. 601 비상 아트북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고, ‘닝고 인터내셔널 포스터 비엔날레(Ningbo International 

Poster Biennial)’ 전시에 참가했으며, 지난해 베네통 그룹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센터 파브리카(Fabrica)의 트라이얼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녀는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지 <홍익시디> 27호의 아트디렉터를 맡았고, ‘한울 8.0’의 포스터를 

담당했다. “그당시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른 개념의 집단을 묶어 전시를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른 개념의 집단이라는 것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도를 

거쳤는데, 그러한 과정을 기하학적 요소를 통해 표현한 작업이다.” 오혜진은 지난달 

인도여행을 다녀왔다. “요즘 간절히 열망한다면 언젠가는 고대하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20대의 반절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현실에 

휩쓸리거나 안주하지 않고 철없이 많이 배우고 놀면서 좀 더 넓은 사람이 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

한울 8.0

2

<홍익시디> 27호

13
어민선 

Minsun Eo

14
오혜진
 O Hezin

한국•1982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
minsyneo.egloos.com

한국•1986년생•홍익대학교•시각 디자인•www.hez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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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돕는 것이 이기는 게임          왕춘호는 지난 2003년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회사 러프디자인

(Lufdesign)을 설립한 젊은 대표다. IDEA/비즈니스위크, 레드닷, IF 등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2009년 

WTN(World Technology Network) 수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펠로우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8년

dp 디자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고민하다가 홍콩에서 진행된 인클루시브 디자인 챌린지(Inclusive 

Design Challenge)에 참여, 그 후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해답을 찾게 됐다. “크든 작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본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다. 디자인을 통해 모든 해법을 제시할 수 없어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왕춘호는 기업들과 R&D가 아닌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제품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있다. 즉 디자이너가 주도하고 소비자의 마음에 와 닿는 제품개발과 제조, 유통에 관해서다. 

“브랜드와 브랜딩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개념적 접근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그가 뉴욕에 있는 코비(COBY)와 진행해 이달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0에서 공개할 

LCD TV, 넷플릭스(Netflix) 작업도 그 예. 왕춘호의 올해 계획은 “제품디자인 회사의 역할에서 C&D 역할로서 

자리매김하는 것”과 “저렴한 가격, 새로움, 사회환원을 통해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자사브랜드 니피쉬(Nifish)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가장 어울리는 말로서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말을 인용한다. ‘포크(Fork)’ 판매 수익금을 통해 결식 아동들에게 스파게티를 제공하는 

방법을 협의 중인 왕춘호. “사회적인 문제를 자발적 참여의 유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라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디자이너다.

1 2

1

포크(Fork)

2

플라잉 스틱(Flying STICK)

전통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가치창조 디자인          ‘공동체’ ‘친하게 사귀다’라는 

의미의 커뮨(COMMUNE)의 대표인 우에다 료는 2005년부터 삿포로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디자인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행위며, 다른 역할을 

맡은 여러 명의 프로가 함께 만들고 뭔가를 탄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회사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삿포로 ADC 애뉴얼 & 

어워드 2007(ADC Annual & Award 2007)의 상패를 제작하며 기존의 것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줬다. 만화에 자주 사용되는 방사상의 스크린 

톤을 거울에 넣어 수상의 충격과 심경을 표현했다. 상장 그 자체보다 수상에 따른 

기쁨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수상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기쁜 표정을 

보고, 그 가치를 실감할 수 있게 하려는 콘셉트다. ‘시간이 준 커피’는 생콩을 3년간 

숙성시켜 만들어내는 커피인 만큼 패키지에 장인정신과 기능미를 담아 디자인했다. 

‘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홋카이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만큼, 홋카이도의 자랑인 채소, 과일, 해산물이 양질의 것임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본인으로서의 특징과 COMMUNE의 장점을 살려 해외 클라이언트와 일해 보고 

싶다”고 2010년의 계획을 전했다.

1

삿포로 ADC Annual & Award 2007

2

시간이 준 커피

1

2

15
 왕춘호 

Wang Tsunho

16
 우에다 료 
Ueda Ryo 

한국•1979년생•러프디자인•산업 디자인•www.lufdesign.com

일본•1977년생•커뮨•시각 디자인•www.commune-in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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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작품, 하나의 스토리          일러스트레이션과 

파인아트(Fine Art)를 전문분야로 활동하는 유타 

오노다. 그는 디자인에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익숙하지 

않은 구도와 작풍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그리고자 노력한다. 한 장의 작품에도 이야기를 

담아 관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는 것이 그의 디자인 철학이다. 아시아그래프 

2009 디비전 I(ASIAGRAPH 2009 Division I) 

최우수작품상, ADCC 2009 내셔널 스튜던트 

컴피티션(The ADCC 2009 National Student 

Competition)실버 어워드, 뉴 벤쳐 스튜디오스 이머징 

아티스트 그랜트(New Venture Studios Emerging 

Artists Grant) 최우수상 등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그의 대표작 ‘해피니스 오브 빙 러브드(Happiness of 

Being Loved)’. “남편이 치매에 걸린 고령의 부인을 

최후까지 병간호했다는 기사를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부인은 매일 기억이 없어지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남편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또 

다른 작품 ‘올 이즈 마인(All is Mine)’은 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손에 

넣고 싶다는 기분을 표현한 작품이다.

1

해피니스 오브 빙 러브드

(Happiness of Being Loved)

2

올 이즈 마인(All is mine)
2

1 1

2

1

신문자도

2

<드라마 퀸(Confessions of a 

Teenage Drama Queen)>

한국의 정신과 영국의 선율          이고은은 2005년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세인트 마틴 컬리지(Saint Martins College)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이후 프리랜서로 출판, 

매거진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래피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잉크를 사용한 단순한 라인이 작품의 특징이다. 

“개인적으로 일상에서의 관찰, 발견, 경험을 나누고 

싶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정체성을 주제로 작업하고 

싶다.” ‘신문자도’가 그 예. 한국방문의 해 포스터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으로 한국의 해양, 자연, 

도시 관광이라는 넓은 주제를 타이틀 ‘Korea Visit 

Year’에 그려 넣었다. 또 그녀는 다이안 셀든(Dyan 

Sheldon)의 틴에이지 소설을 펑키하게 표현해 D&AD 

Student Award에서 책 표지 디자인으로 수상했다. 

이외에도 2009년 주영한국문화원 전시 ‘크로스필드

(Crossfields)’, 룩셈부르크 콜로폰 일러스트레이션 

마켓(Colophon illustration Market), 런던 ‘바이너 

스트리트 페스티벌(Vyner Street Festival)’ 등에 

참여했다. “구도, 색감, 조형성 속에서 손 그림이라는 

표현방식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만의 

시선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고은. 그녀는 런던에서 2

년 동안 <먼데이 모닝 세즈(Monday Morning Says)>

라는 드로잉 계간지를 만들었고, 지난해에 관련 전시를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매거진 <팝샷(Popshot)> 

<팩트(Fact)> <스타트(Start)>, 패션 브랜드 스토리 삭

(Stori Sac), 카브리니 소사이어티(Cabrini Society), 

주영한국문화원, 창작과 비평 출판사 등 다양한 곳과 

작업했다. 최근 문학동네 출판사 책 표지 디자인, 

<파타타 매거진(Patata Magazine)>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은 그녀는 2010년에는 관찰시리즈 동화책, 갤러리 

벽화 작업 이외에도 프리랜서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종이로 된 매체를 떠나 여러 장소에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협업하고, 드로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17
유타 오노다 
Yuta Onoda

18
 이고은 

Gwen Lee

일본•1981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
www.yutaonoda.com

한국•1981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
www.gwen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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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덤벨(Digital Dumbbell)

2

초콜릿 폴더(Chocolate Folder)

3

아이팟 스피커 라이트(Ipod Speaker Light)
3

1

1

200번의 윗몸일으키기

(4 sets of 50 sit-ups)

2

오틀 아이허(Otl Aicher)

일상의 오브제에서 찾는 아이디어          이상훈은 경성대 환경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SADI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공부했다. 강원도 춘천시 공공 디자인 디렉팅, KIDP(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트렌드 

콘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페클레 코리아 퓨처 디자인 미니 프로젝트(Peclers Korea Future Design Mini 

Project)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그는 미국 <에스콰이어(Esquire)>, 영국 <스터프(Stuff)>, <T3>, 얀코 디자인

(Yanco Design) 등 해외 디자인 전문지와 디자인 전문 웹사이트에 소개되며 이름을 알려왔다. 바쁜 사회생활로 

운동을 할 시간이 적은 현대인들을 위한 휴대용 ‘디지털 덤벨(Digital Dumbbell)’,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 없이 

원하는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 폴더형 외장하드 ‘초콜릿 폴더(Chocolate Folder)’, 아이팟 터치와 

아이폰 유저를 위한 디자인으로 스피커, 조명 등의 기능적인 면이 담긴 ‘아이팟 스피커 라이트(Ipod Speaker 

Light)’ 등이 그의 대표 작품. 이처럼 이상훈은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한다. “일상적인 오브제를 통해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꾸준히 디자인 

전시 활동과 디자인 컨설팅 등을 하며, 본격적으로 개인스튜디오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신의 말처럼 올해 

그 성장이 주목되는 디자이너다.

한국•1981년생•프리랜서•산업 디자인•sanghoon-design.com/ver2

디자인의 정확한 소통          “나에게 있어서 디자인이란 전달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내가 디자인을 하는 목적이다.” 

이승주는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 결과보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래픽 디자인이 단지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스토리 상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작년에 작업한 ‘200번의 윗몸일으키기(4 set of 50 sit-ups)’는 운동을 즐기는 그가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중간에 드는 생각, 얼굴색의 변화, 횟수가 

늘수록 변하는 속도 등을 단순한 도형과 라인만을 이용해 도표로 표현한 인포그래피 디자인이다. 또 하나는 오틀 아이허(Otl Aicher) 포스터. 독일 디자이너 오틀 아이허는 

뮌헨 올림픽 로고와 픽토그램, 그리고 루프트탄자(Lufthansa) 비행기 로고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승주는 아이허가 작업한 작품 시기를 포스터에 비행기 스케줄로 

표현했고, 작품마다 투시화법을 줘 시기마다 순서를 다르게 디자인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다민족 국가 틀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승주. 그는 펜실베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다 제대 후 그래픽에 매력을 느껴 

뒤늦게 SVA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사를 마쳤으며, 현재 SVA 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있다. 2007년 뉴욕 레어드+파트너(LAIRD+PARTNER)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뉴욕 

시큐라 메디아(SICURA MEDIA), 2008년 뉴욕, 미미 소(mimi so), 베리(ver?) 등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7년 그래픽스 뉴 탤런트 디자인 애뉴얼(Graphis 

New Talent Design Annual) 골드 수상부터 2010년 하우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HOW International Design Award), 매릿(Merit)수상까지 많은 상을 받았다. 

학과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 순간 열심히 하는 그의 부지런함은 전문 디자이너로서 준비된 자세였다.

한국•1980년생•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시각 디자인•www.seungjoo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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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토스터(Rollertoaster)

2

1

1

유럽 포드 키네틱2.0 럭셔리즘

(2015 FORD KINETIC2.0 

LUXURISM)

2

캐딜락 엘도라도

(2023 Cadillac Eldorado)

고난을 통한 배움          자렌 고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짧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디자인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문장이 있다. 그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묻자 “나는 전문 분야가 없지만, 음식 조리 

전문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다. 제품 디자이너면서 평소 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인 그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다. 2006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부문 수상작인 

‘롤러토스터(Rollertoaster)’는 마치 부피가 큰 텔레비전에서 플랫 스크린의 혁명과도 같았다. 자렌 고가 디자인한 

‘롤러토스터’는 단지 토스트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차가운 빵에서 열로 바삭해지는 것까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콘셉트 제품으로 기존 것과 차별화됐다. 그는 난양 폴리테크닉(Nanyang Polytechnic)에서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몇몇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한 후 2007년 자신의 디자인 회사 JG(Jaren Goh)를 

설립했다. “나는 제품의 넓은 범위를 사랑한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때론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고난이 많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배운다”는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진 자렌 고. 그는 언제나 그의 

제품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길 원한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재미난 캐릭터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자렌 고는 올 상반기 새로운 램프 디자인을 공개할 것이고 한해동안 더 많은 제품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그의 끝없는 열정에 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응원이 가길 기대해 본다.

싱가포르•1980년생•JG스튜디오•산업 디자인•www.jarengoh.com

새로움을 과거로부터 배우는 디자인          “즐거움 없는 디자인은 재미없는 삶이 아닐까?” 시보레(Chevrolet), 

캐딜락(Cadillac), 포드(Ford) 그리고 벤틀리(Bentley) 등 해외 유명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유일한 동양인으로 

알려진 정연우. 지금에 있기까지는 거침없는 도전 정신이 바탕이 됐다. 대학에서 뜻하지 않게 불문과를 

전공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제대 후 6개월 만에 서울대 미대에 입학, 최우수 총장상을 받았다. 그 후 2004

년부터 2006년까지 GM대우에서 일했고, 영국왕립예술대학원(RCA)으로 유학을 떠났다. 2007년 미국 

<비즈니스 위크(Businessweek)> 이노베이션 카테고리에 선정, 영국 <이노베이션 영국(Innovation UK)> ‘100

개의 월드베스트 이노베이션’에 선정, 2007 인텔-코러스(Intel-Corus) 미래 모빌리티 프로젝트 베스트 콘셉트 

부문 수상 등은 그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다. 그는 “자동차는 다른 예술이나 디자인영역과 같이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로운 발상을 전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그의 디자인 철학에 관해서는 “’Newness with its story’

라고 말하고 싶다. 새로움이란 항상 과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07년도 작품 ‘2023 캐딜락 

엘도라도(Cadillac Eldorado)’는 화려했던 미국의 부와 자유의 상징이었던 1967년 캐딜락 엘도라도 모델을 

2023년의 유럽의 가상 환경으로 옮겨놓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캐딜락이 가진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수직적 

램프형상이나 V형 그릴 장식과 형상, 날카로운 면 분할 처리를 계승하거나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포스트모던 

캐딜락을 만들어 냈다. 그는 앞으로 그가 이룬 성취와 성장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동일 선상에서 그 방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싶다고 한다. 또한, “나는 원대한 뜻을 품은 디자이너도, 사명감에 불타는 애국자도 

아닌 그저 앞가림하기 바쁜 소인배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온 도움에 보답하는 것은 우선 나, 나의 조직, 그룹, 

나라의 발전이 동일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며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디자이너로서의 쾌감을 계속 느끼고 싶다는 소박한 욕심을 말했다. 

한국•1975년생•폴크스바겐그룹 벤틀리 익스테리어디자인•산업 디자인•yunwoo.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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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렌 고 

Jaren Goh

22
정연우 

Jeong Yu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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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도기즈(Doggies)

2

리사이클링 엘리펀트 

(Recycling–Elephant)

1

보이드(Void)

2

멜로디 드롭(Melody Drop)

24
조성호 

Cho Sung Ho

23
정혜림 

Rhea Jeong

재활용을 통한 형태의 가치발견          하나의 삶에서 깊은 생각의 여지를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디자이너 

조성호. 그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 물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버리는 단추, 

캔 뚜껑, 전선 줄, 공업용 튜브,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이고, 이것은 그의 손을 거쳐 훌륭한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그 

중 ‘리사이클링 엘리펀트(Recycling Elephant)’는 버려진 형태를 멋진 장신구로 재탄생 시켰다. 그는 ‘플라잉피쉬

(Flyingfish)’에 대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휴식을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어지러운 

사무집기들 속에서 작은 화분 하나는 우리 기분을 바꿔놓는다. 이미 도시화에 박제되어버린 일상에서 마치 화분 

속 식물과 같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명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1998년 국제문화 미술대전 동상에서부터 2004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 특선, 2009년 네덜란드 호벤(Schoonhoven) 실버 어워드 파이널 리스트, 2009 독일 

BKV 파이널 리스트 등 국내외 각종 수상경력을 가진 조성호. 그의 작품은 미국의 크래프트 현대 박물관(Museum 

of Contemporary Craft)과 프랑스 리옴 박물관(Amis des Musees de Riom)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경쟁해 나아가는 디자이너가 되고자 지금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한국•1975년생•독일 뮌헨 아카데미•산업 디자인•shcho_7@hotmail.com

초심으로 전진하는 디자인          ’아시아의 주목할 젊은 디자이너 36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디자이너 정혜림은 올해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반이다. “4학년이라 

졸업작품 준비와 삼성디자인멤버십의 활동으로 바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바쁜 해들을 보내왔다. 2007년에 채원식, 이정현과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삼 페이지(Sam Page Pte Ltd)를 설립했고, 삼성디자인멤버십 16기다. 

교환학생으로 호주 스윈번 디자인 국립대(Swinburne National Institute of Design)

에  다녀오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에서 인턴생활을 했고, 이 두 기업에서 

각각  ‘와우 폰(WOW Phone)’ ‘ 헬스 모바일(Health Mobile)’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Sustainable Connected Urban Development)’이란 주제로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isco와도 협업했다. 대표 

작품으로 아이팟 1세대 셔플의 도킹형 스피커 ‘멜로디 드롭(Melody Drop)’ 특허를 

받은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콘셉트 LG 플레이어 ‘보이드(Void)’, 특허를 

받은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등이 있다. 정혜림의 재능과 활동은 프랑스 

<IDEAT>, 독일 <FHM>, 영국 <아이콘 매거진(icon magazine)>, 중국 <페이스 

매거진(face magazine)>, 코어77(core77) 등 온오프라인 디자인 관련 매체에 

알려졌다. 현재 정혜림은 티비엘로우라는 밴드 CD 자켓 디자인, architecture 

for the sole 신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디스트릭트(d’strict) 관련 작업에도 

참여할 예정. “초심으로 전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바쁘게 

많은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1988년생•홍익대학교•산업 디자인/시각 디자인•www.rhea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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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슈러브(Shrub)

2

버드_ 나이팅게일(Bird_ Nightingale)

1

기와 타입(Kiwa type)

2

리하모(Lihamo)

2

1

25
조형석

Cho Hyung Suk

한국 디자인의 키워드 

 조형석은 올해 홍익대 목조형가구디자인학과를 

졸업할 예정으로, 스페이스톡(Spacetalk)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했고, 현재 세컨드 호텔(Second 

Hotel) 디자이너다. 가구 디자인을 주 분야로 그 외 

제품 디자인 작업도 진행 중. ‘가감할 것이 없는 디자인’

을 최고의 디자인으로 꼽는 조형석은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내 누가 봐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디자인”이라고도 

말한다. 그가 추구하는 디자인 주제는 

‘심오함’보다는 ‘심플함’.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것을 

제품에 담아 “조형석 디자인 같다”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조형석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디자인의 

키워드가 눈에 띈다. 2008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시 

벤치/의자 디자인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제 4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근 ‘디자인 코리아 2009’에서 전시에 

참여한 그는 지난해부터 우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무엇일지 고민하며 ‘코리아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에게는 많은 디자인이 있지만 고유의 

디자인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계의 유행을 쫓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조형석. “훌륭한 디자인 요소인 일상에 대한 관심과 

오랜 시간 동안 남겨져 온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도 

훌륭한 디자인이고 스테디 셀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가 잊혀진 것들을 어떤 디자인으로 

되살릴지 기대해본다.

한국•1985년생•홍익대학교/세컨드 호텔•산업 디자인
www.chohyungsuk.com

중국의 오늘이 담긴 디자인         어릴 때부터 어떤 제품이든 만지고, 분해하며, 그 작동원리를 깨닫기 좋아했던 

중국의 신진 디자이너 질리 리우. 그는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했다. 중국대(Chinese University)에서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를 전공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지난 2005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제품과 가구 디자인을 시작했고, 올해 초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다”며, 중국의 현대화를 표현하기 위해 

실용성을 담아 디자인하는 질리 리우. 그의 대표 작품은 사용자의 상상력을 키워주고자 디자인한 새 모양의 조명 

‘버드(Bird)’ 시리즈와 낮은 질과 대량 생산이라는 중국 제조업의 일반화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보다 세밀하고 

완성도 높게 제작한 나뭇가지 모양의 테이블 ‘슈러브(Shrub)’. 질리 리우는 이처럼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 

디자인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

26
질리 리우
Zhilly Liu

중국•1979년생•프리랜서•산업 디자인•www.zhilili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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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슬(cshool) 2010년 연하장

2 

<웹 디자이닝(Web Designing)> 1월호

1

2

2

1

27
츠지 코 
Tsuji Ko

유머로 푸는 디자인 철학          오사카에서 태어난 츠지 코는 유머를 좋아하는 오사카 사람들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낸다. “디자인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머를 갖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말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스튜디오 보이스(STUDIO VOICE)> <웹 디자이닝(Web Designing)>, 카나가와(Kanagawa) 전자기술연구소, 

더 킹그 오브 게임, 스웨덴의 <+N> 등과 작업했다. 학교, 제작, 이벤트를 테마로 그린 ‘크슬(cshool) 2010

년 연하장’과 새를 테마로 그린 <웹 디자이닝> 1월호 표지는 그의 만화적 상상력이 담겨 더욱 재미난 작품으로 

완성됐다. 그는 “재미난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일본•1976년생 •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twograms.jimdo.com

28
카토 토모히로 
Kato Tomohiro 

일상의 즐거운 변화    카토 토모히로는 에딩:포스트(EDING:POST)에서 아트 디렉션과 디자인을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의 힘으로 더 많은 미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제품에 잘 녹아 

있다. 대표적인 작품 ‘도킹 글라스(docking glass)’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유리잔을 조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컬러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더블 월 유리잔이다. 음료에 맞추거나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잔을 

조합할 수 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작품 ‘피크니카(Picnica)’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끼모양의 봉제인형이었다가, 수납이 필요할 때 등 뒤의 지퍼를 열면 가방으로 변하는 제품이다. 

“요즘처럼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인형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만든 제품이다.” 

2010년에는 “디자인의 영역을 넓혀가며, 일본을 즐겁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토모히로 카토의 말처럼, 건강한 

디자인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오래도록 곁에 남아있을 그의 디자인을 기대해 본다.

일본•1985년생•에딩:포스트•산업 디자인•www.ed-ing-post.com

1  

피크니카(Picnica)

2 

도킹 글라스(docking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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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49니폰(4649NIPPON)

2

테즈카 미츠 하코시(Tezuka Meets Hakoshi)

1

커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다이스

(Coffee para para para para Paradise)

2 

더 포 시즌즈(The four seasons)

1

2

1

2

29
카토 고

Katou Go

작품을 통한 대화

카토 고는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3D CG그래픽, 3D 

CG무비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그래프 

2009 CG 컴피티션 디비전 I(ASIAGRAPH 2009 

CG Competition Division I) 입선, 로프트워크 

스태프 캐릭터 컴피티션(Loftwork Staff Character 

Competition) 그랑프리, 제2회 휴대전화 만화 사이트 

‘하루코(Haruko)’ 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혼잣말이 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알아서 느껴보라는 식이 

아니라 작품의 의도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품의 컬러는 

일반적인 컬러와 달리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라인 또한 힘있게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더 

포 시즌즈(The Four Seasons)’는 사계절의 자연을 

원형으로 연속해서 그리고 주위에 쌀을 그려 넣어 

자연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그래프 

2009 CG 컴피티션 디비전 I 입선작 ‘커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다이스(Coffee para para para para 

paradise)’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커피 

속에서 찻잔을 타고 떠다니며 커피를 마셔보고 싶을 

것’이라는 카토 고의 재미난 발상이 낳은 작품이다.

일본•1978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
www.occn.zaq.ne.jp/kato5

가볍게 다가가는 유쾌함          킷카와 케이타는 히로시마 시립대(Hiroshima City University) 예술학 연구과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출판사, 제작 회사,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2006년 독립, 현재 캐릭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서적, 모바일, 웹 등에서 작업하며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물었을 때, 

그는 “없다. 그저 내 작품을 보는 사람이 재미있어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할 뿐이다”고 대답했다. 덧붙여서 

“어디서나,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내 생각과 

철학 등을 작품에 너무 많이 내보이면, 보는 사람도 그 안에서만 즐길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해,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한다. 보는 이마다 느끼는 바도 다르기 때문이다”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말했다. 그의 작품 ‘4649니폰

(4649NIPPON)’은 그의 대표작인 ‘하코시(Hakoshi)’를 캐릭터로 한 것으로 그가 어린 아이였던 시절의 일본을 

표현했다. ‘테즈카 미츠 하코시(Tezuka Meets Hakoshi)’는 테즈카 프로 공인의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다.

30
킷카와 케이타
Kikkawa Keita

일본•1975년생•프리랜서•시각 디자인•www.keitym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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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부분을 미디어로 사로잡는 디자인          킹슬리 응은 뉴 미디어와 인터랙티브를 통해 관객들의 상상을 

사로잡는 작품 활동을 해왔다. 홍콩을 대표하는 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그의 작품을 통해 아트와 공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 배경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물의 반사를 가로질러 잔물결의 

진동을 보거나, 겉으로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통해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만들고, 지각할 수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대표작 ‘뮤지컬 휠(Musical Wheel)’

은 오세이지 아트 재단(Osage Art Foundation)에 의해 발굴된 인터랙티브 설치작품. 이 작품은 홍콩 관퉁(Kwun 

Tong)지역 오세이지 갤러리(Osage Gallery)의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오케스트라 톤을 흥미 있게 알릴 

수 있는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뮤지컬 휠’은 직경 6m의 회전 휠 형태며 굴곡 있는 나무 소재로 된 사운드보드와 

100개의 끈과 함께 설치됐다. 또한, 관람객들은 사운드보드 위에서 천장에 설치된 밤하늘 프로젝트를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밤하늘을 감상 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Pompidou Centre), 이탈리아 

트래비소(Treviso)의 파브리카 센터(Fabrica Centre), 싱가포르 오세이지(Osage)의 오래된 학교, 그리고 홍콩 

아트 뮤지엄 등에 전시됐다. 그는 최근 일본 ‘에치고 투스마리 트리에날 2009(Echigo Tsumari Triennal 2009)’

에서 그 지역주민들,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뮤지컬 휠(Musical Wheel)

1

롱-디(Long-D)

2

오레폰(Orefon) DECT6.0

1

2

31
킷 맨 킁

Kit Men Keung

32
킹슬리 응

Kingsley Ng

감정과 논리 사이의 좋은 센스          “나는 디자인이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진 않지만, 사회의 작은 부분은 해결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킷 맨 킁의 

작품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받은 시각 문화 충돌을 영감으로 한다. 그는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14살 때 캐나다 벤쿠버로 이민을 갔고, 캐나다 로얄 오크 칼리지(Royal 

Oak College) 졸업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에콜로지컬(Ecological)에 관한 

공부를 했다. 2003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 

석사과정을 마친 후 아르테미데(Artemide),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 오리곤 사이언티픽(Oregon Scientific), 미쓰비시(Mitsubishi) 등에서 

일했다. 킷 맨 킁은 “서양문화의 전통과 그들이 가진 시각문화를 현대적 실험정신의 

형태로 증류해 얻었다”며 그가 자라온 배경이 그의 작품세계에 미친 영향을 말한다. 

벽시계 ‘롱-디(Long-D)’는 흐릿한 회색의 시계바늘이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구 반대편 시각을 가리킴으로써 두 장소의 시간을 동시에 알려준다. 

무선 전화기로 유명한 ‘오레폰(Orefon) DECT6.0’. 이 전화기는 킷 맨 킁의 센스와 

오리곤 사이언티픽 기술이 결합된 콜라보레이션 작품이다. 그는 “오브젝트의 

아름다운 형태와 기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반드시 감정과 논리 사이의 좋은 센스를 지녀야만 한다”며 그의 디자인 철학을 

말했다. 킷 맨 킁은 2009 뉴욕 아트 디렉터즈 클럽 어워드(The Art Directors 

Club Young Guns Prize in New York)를 포함해 2008년 홍콩 <펄스팩티브

(Perspective)> 아시아 디자이너를 조명한 리스트 ‘40 under 40’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1979년생•킷 맨 킁 스튜디오•산업 디자인•www.kitmen.com 중국•1980년생•프리랜서•산업 디자인•www.kingsle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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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램프의 초상(Portrait of a Lamp)

2 

꽃병의 유리장식장(Vitrine of a Vase)

Photo by Marjan Holmer

1 

초콜릿 우표

(Chocolate Mail)

2

언커버드(Uncovered)

1

2

33
토비 응
Toby Ng

34
한스 탄

Hans Tan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디자인          ‘우표를 붙일 때, 우표를 핥아 붙이는데 왜 

우표 뒷면은 맛을 첨가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토비 응 ‘초콜릿 우표’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전의 우표 핥기 습관을 되돌려 놓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는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영혼이다. 섬세함은 당연한 것이다. 

재치와 유머를 갖춘 내 디자인의 기본 형태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비 응은 2008년 

영국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t. Martin’s)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 

사치 & 사치(Saatchi & Saatchi)를 거쳐, 현재 홍콩 샌디 조 협회(Sandy Choi 

Associates)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우 인터네셔널 어워드(HOW International 

Design Awards), GDC(Game Developers Choice),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s) 등을 수상했다. 또한, ‘언커버드(Uncovered)’는 테일러 웨싱 인물사진 

공모전(2008 The Taylor Wessing Photographic Portrait Prizes)에서 최종 후보자 

선발 명단에 오른 작품으로, 실제 영국 신분증을 가지지 않은 불법 중국이민자들을 

일 년 동안 직접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어 그들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집이다. 

이것은 런던과 영국 국립 초상화 박물관(The National Portrait Gallery)과 영국의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앞으로 제품 디자인 외에 다른 디자인 분야에도 도전할 

계획”이라는 그는 욕심 많은 젊은 디자이너다.

 중국•1984년생•샌디 조 협회•시각 디자인•www.toby-ng.com

상상 속의 자유로운 오브젝트 놀이          한스 탄은 싱가포르 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 졸업 후 2007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졸업 작품으로 ‘사물의 상상적 

부피(The Imaginary Mass of Things)’를 발표했다. 그 후 싱가포르로 돌아와 

스튜디오를 설립한 그는 여러 국제 디자인 전시에 참여했으며 디자인 교육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 싱가포르 국립대와 싱가포르 폴리테크닉(Singapore Polytechnic)

에서 디자인을 가르친다. 한스 탄은 실질적 오브젝트와 무형적 의미 사이의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왔다. ‘램프의 초상(Portrait of a Lamp)’은 화면 속에 비친 

조명기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 램프로 사용한 라이트박스는 램프 갓 그 자체가 

그림이 된다. 또 다른 작품 ‘꽃병의 유리장식장(Vitrine of a Vase)’은 꽃병의 본질적 

기능을 버리고 그것 자체를 박물관에 보존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매개물로 디자인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적 

이미지로부터 사물을 자유롭게 변형시킨다. 즉, 디자인 또는 오브젝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길러주고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싱가포르•1980년생•한스 탄 스튜디오•산업 디자인•www.hanst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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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라이트(Pump Light)

1

프라이드 에그 캔들

(Fried Egg Candle)

2

캔디 알약(Candy Pills)

3

플라시보 알약(Placebo Pills) 

1

2

335
홍제형

Jaehyung Hong

공감을 이끄는 디자인 언어          홍제형은 2008년 한양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서울디자인위크 우수 신진 디자이너, 레드닷 콘셉트 어워드를 수상했고, ‘디자이너스블록 

런던 2008(Designersblock London 2008 )’ ‘’Home & Table Deco Fair’ 등 전시에 참가했다. 2008년 100% 

디자인 도쿄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계란 후라이를 연상시키는 ‘프라이드 에그 캔들(Fried Egg Candle)’ 제품을 

보고 홍제형이 말하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 쉬운 디자인” 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크기가 작아져서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게 되는 ‘플라시보 알약

(Placebo Pills), ‘, 약의 처방전과 정보가 담긴 사탕껍질로 약을 싸서 사용자에게 위트를 전해주는 ‘캔디 알약

(Candy Pills)’도 그의 대표 작품. 이처럼 홍제형은 디자인과 일상생활, 디자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진중하게 해석해 이를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전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디자인의 지속성, 환경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그의 관심사다. “세계적이고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디자인 언어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그것을 전염시킨다. 나 또한 현재 나만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꼭 제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작업을 공유하려 한다.” 그의 바람처럼 “단순한 상업성만이 아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디자이너”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한국•1983년생•삼성전자•산업 디자인•www.broadhong.com

36
훌루
Hulu

디자인은 본능          “5살이었을 때 벽에 8개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디자이너를 꿈꾼 

것 같다”는 대만의 신진 디자이너 훌루. 삼성 디자인 

인턴십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Y 디자인 센터(Y 

Design Centre) 주니어 디자이너, 아수스(Asus)의 

독립 디자인 회사 페가 디자인(PEGA Design) 시니어 

디자이너를 거쳐, 현재 페가 디자인 디자이너 리더로 

활약 중이다. 그녀는 “디자인은 본능”이라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며, 앞으로 새로운 

문화와 외국어를 공부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자 

한다. 그녀가 꼽는 대표 작품은 펌프 라이트(Pump 

Light). 지난해 ‘100% 디자인 상하이(100% Design 

Shanghai)’에 전시된 조명으로 펌프를 누르는 행위를 

통해 빛의 세기가 조절돼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것을 찾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찾지 못할 

때 가장 속상하다”는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가득한 

디자이너다.

중국•1984년생•페가 디자인•산업 디자인
www.pegadesi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