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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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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교수회관

2호선 낙성대역

한국디자인학회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2008 국제 봄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본 대회에서는 “창조와 융합”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주제강연, 패널토의, 200여 편의 논문 발표, 워크숍, 튜토리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성황을 이루어
디자인학연구의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고 새로운 지식 정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장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자인학회장 이 건 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최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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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Registration
09:00-10:20 Parallel Session 1
		

		
		
		

10:20-10:40

통 휘밍 Tong Huiming
9:00-9:40  Open Class 1
통 휘밍 광저우 미술대학 디자인과 학장
중국디자인 - 과거, 현재, 미래 (광동디자인을 중심으로)
9:40-10:20 Panel Discussion 1
좌장: 나 건 홍익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U환경기반 선행디자인 클러스터

		
		
		

11:20-12:20  Panel Discussion 2
좌장: 이 건표 학회 회장 / 오 근재, 김 명석, 박 영순, 이 순종
역대 디자인 학회장들이 전망하는 디자인학의 미래

12:00-13:30 Lunch
		

13:00-13:30
규장각, MOA(Museum of Art), 크리에이티브 투어

13:30-13:50 Opening

개회사: 이건표 학회 회장

13:50-15:30		
		

특별초청강연 1:
유리오 소타마 국립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교 총장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의 다학제적 디자인 교육-혁신과 학문의 육성

유리오 소타마 Yrjö Sotamaa
국립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교 총장, 교수
핀란드 국가 예술 디자인 정책 위원회 회장
핀란드 창조산업 협의회 회장

이 철배 Lee, Chul Bae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상무
Strategic Design Planning 팀장

Coffee Break

빌 모그리지 Bill Moggridge
IDEO 공동 창립자,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프로그램 교수

15:50-17:10 Parallel Session 3
		
		

15:50-16:30
이 철배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상무
기업의 연구 프로포잘 어떻게 해야하나?

		
		

16:30-17:30 박사 콜로키엄
좌장: 채 승진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17:10-17:40

Special Exhibition
insight in sight, insight in site. 2008

Poster Session

중국 교육부, 산업디자인교육원 자문위원

2008년 현재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강사

		

15:30-15:50

중국 미술 협회 산업디자인 자문회 회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10:40-11:20  Open Class 2
정 시화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디자인론 40년, 그 이후

		

광저우 미술대학 디자인과 학과장

정 시화 Chung, Siwha

Coffee Break

10:40-12:00 Parallel Session 2

방면

2007 Icsid / IDSA 세계디자인대회 집행위원장
‘디자인 인터랙션’ 저자

Creative Tour
규장각, MOA(Museum of Art)

17:40-18:20 Plenary Session 2
		
		

특별초청강연 2:
빌 모그리지 IDEO 공동 창립자,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프로그램 교수
직관에 도달하기

18:20-18:40 Closing Address

대회운영 경과보고 및 폐회사

18:40-20:00 Farewell Party

축하공연(창작타악그룹-공명) 및 만찬

Special Exhibition
insight in sight, insight in site. 2008 / 디자인연구동 S&D갤러리

Special Concert
창작타악그룹 - 공명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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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디자인문화컨퍼런스

주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사)한국디자인학회
주관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BK21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후원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핀란드대사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경련디자인특별위원회,
동아일보, EBS,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디자인하우스
디자인네트, 디자인정글, 웹디자인어워드 위원회
협찬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LG전자, 삼원 S&D, 퍼시스, 코다스디자인
MI디자인, EDI Inc., 오콘, GL Associates
안그라픽스, 홍디자인, 쌈지

창조와 융합

Creativity through
Convergence

문의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dcenter@snu.ac.kr   
02 880 8964
www.kdri.org

호암
교수회관

2호선 낙성대역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에서는
제6회 국제 디자인문화컨퍼런스 / IDCC 2008을
한국디자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창조와 융합을 주제로 개최하는 IDCC 2008은 21세기 창조시대의
핵심인 디자인과 공학, 경영 문화 등의 통합적 사고를 통해
신디자인 교육과 비지니스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후문게이트

방면

2008.5.30.금
1230-1830

16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73동

공학관 방면

49
음미대
식당

2호
선서
울대
입구
역방
면

자하연
식당

70
박물관

58
경영관

71
체육관

농협

동원관
식당

83

73
문화관

P

P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최 인 수

P

P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장 박 영 목

103

대운동장

151

자하연

P

P
농업생
명과학
대학 방
면

정문게이트
동
신림

program

방면

speakers
사회: 윤 주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12:00-13:00

Registration

13:00-13:10

Opening Address

박 영목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장

Congratulatory Address

김 신복 서울대학교 부총장

이 순종 Lee, Soon Jo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세계디자인학회 이사,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역임

이 건표 한국디자인학회장
13:10-13:30

Session 1

동서양의 디자인 창조

빌 모그리지 Bill Moggridge

Design Innovation of West and East

IDEO 공동 창립자,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프로그램 교수

		
		

이 순종 Lee, Soon Jong

13:30-14:20

IDEO와 스탠포드 대학의 ‘혁신을 통한 디자인’ 육성

Session 2

		
		
		
14:20-14:40

Coffee Break

14:40-15:30

Session 3

2007 Icsid / IDSA 세계디자인대회 집행위원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디자인 인터랙션」 저자

Fostering “Innovation through Design” at IDEO and Stanford University

빌 모그리지 Bill Moggridge

핀란드 국가 예술 디자인 정책 위원회 회장
핀란드 창조산업 협의회 회장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혁신적 대학 창조

		
		
		

A Paradigm Shift in Learning and Research - Creating the Innovation University

15:30-16:20

디자인창조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Session 4

		
		
		
16:20-16:30

Coffee Break

16:30-17:20

Session 5

유리오 소타마 Yrjö Sotamaa

조 동성 Cho, Dong Sung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립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교 총장

한국경영학회장 역임
디자인브랜드 경영학회장 역임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Design Creation

조 동성

Cho, Dong Sung

거스 로드리게즈 Gus Rodriguez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필립스 디자인 부사장
필립스 디자인 컨설팅 및 신규사업개발 사업총괄
디자인 변모: 디자인 변화는 필수적이다.

		
		
		

거스 로드리게즈 Gus Rodriguez

17:20-18:00

창조와 융합

Panel Discussion

유리오 소타마 Yrjö Sotamaa
국립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교 총장, 교수

IDEO 공동 창립자,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프로그램 교수

Design Transformation: The Need to Change Design is Business
필립스 디자인 부사장

		
		

Creativity through Convergence

18:00-18:10

Closing Address

이 순종 BK21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장

18:10-18:30

Reception

좌장: 김 종덕 한국디자인학회 부회장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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