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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제품디자인  과제명 차량용 공기청정기 
디자인 과제번호 제1과제

경기시간 7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l 배 점 : 100점
l 주 제 : 차량용 공기청정기 디자인

1. 요구사항

 가. 주제
   1) 차량용 공기청정기 디자인 
   2) 안전운전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장착 또는 거치가 가능한 형상 및 구조를 가지는  
      스타일의 제품을 제안 합니다.
   3) 각종 차량의 내부스타일 및 구조가 다양함을 고려하여 거치 및 장착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현재의 디자인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부합시켜 경쟁제품들과 차별화  
될 제품을 디자인 합니다. 

 나. 디자인 조건
1) 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합니다.
2) 기능과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며,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시

합니다.
   3) 제품의 기본 스펙 : 
      - 전원은 USB  C-Type 방식을 사용하여 차량의 시거잭 활용 및 USB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전원 On/Off, 풍속 세기, 풍속Auto 모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의 조작부를 적용합니다. 
      - 공기청정도, 필터교체알림 등을 알리는 LED표시 또는 디스플레이(display)등을 적용합

니다. 
      - 공기청정기의 소모성필터를 자가 교환이 용이하도록 외관 디자인에 적용합니다. 

      - 공기 흡입, 배출의 에어벤트 (Air Vent)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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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는 제품 성격에 맞게 플라스틱, 금속, 고무, 섬유 등 재질이 제품 외관의 적정  
파트에 맞게 적용되도록 디자인합니다.

5) 디자인 제품에 "Car pure"라는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여 적용합니다.
6) 참고자료를 통해 제품의 구성이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되 제시된 참고자료와 유사성, 

모방성이 지나치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기타 요구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디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2. 경기 조건 및 유의사항 
경기 일자별로 디자인 작업(기획 및 아이디어스케치, 러프 렌더링), 컴퓨터 작업(3D모델
링 및 3D렌더링), 출력까지 7시간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오니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가. 디자인 작업
1) 디자인 기획(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방향, 사용자 분석 등) 의도를 기술합니다.
2) 아이디어 스케치는 4절 켄트지 1장에 서로 다른 스타일로 3개 안 이상의 스케치   

(아이디어 전개과정을 함께 표현)를 전개합니다.
   (단, 아이디어 스케치는 중복되는 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반드시 

모노톤(Mono Tone)으로 해야 합니다.)
3) 아이디어 스케치 중 최종 제시안 1개를 선정하여 또 다른 켄트지 1장에 완성형으로 

러프 렌더링(수작업)을 전개하고, 러프 렌더링에는 색채계획, 제품의 가공방법 및 
사용 재질, 조립 방법, 그래픽 관련 Art Work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4) 스케치 시 실제 크기가 아니어도 되고, 스케치 및 채색재료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재료 이외 및 기타 그래픽 작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 등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여부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합니다.

 나. 3D 모델링 및 렌더링
1) 디자인 작업에서 러프 렌더링한 최종안에 대한 3D 모델링과 렌더링을 컴퓨터로 작업

합니다.
2) 수작업 러프 렌더링 결과물과 컴퓨터 모델링 및 렌더링 결과물은 최대한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3) 색상 및 일부 재질, 구도 등을 잘 표현하여 제출합니다.
4) 최소 200dpi 이상의 고해상도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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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View 및 디테일을 렌더링하여 디자인 
의도와 콘셉트, 디자인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6) 결과물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제작하여 디자인 의도와 콘셉트, 디자인 결과물을 효과
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판넬 작업을 합니다.

7) A3 전용지로 출력하여 뒷면 우측 상단에 경기자 선수번호를 기록한 후 제출합니다.

 다. 디자인 시방서(CMF)
1) 디자인 시방서는 완성된 디자인에 대한 컬러, 재료, 마감(후가공)을 의미하며 제품의 

형상만큼 CMF 완성도는 소비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2) 디자인 시방서는 도면 또는 렌더링 이미지,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재질 정보, 색
상 정보, 마감(후가공) 정보, 제조·제작상의 방법과 정도, 특정한 재료, 제조 공법 등
의 지정, 일반 총칙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 렌더링 및 사진 이미지
      - 컬러계획 
       ․ 부품별 컬러 시방 : 팬톤 컬러로 지정
      - 재질 계획 
       ․ 플라스틱, 금속, 고무, 패브릭 등 재질 시방
      - 마감(후가공 계획) 
       ․ 재질의 거칠기, 광택도, 투명도 등을 시방
       ․ 헤어라인(Hair-line), 스핀(Spin) 처리, UV코팅 등
      - 참고 이미지
       ․ 경쟁제품 또는 유사제품으로 디자인시방에 잘 적용된 샘플 이미지
      - 표제란 작성 : 과제명, 작성자, 작성일 등

3) 디자인 시방서는 상기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여 출력하며, 뒷면 우측 상단에 경기자 
선수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최종제출
가. 수작업 결과물 (4절 켄트지 2장)
  - 디자인 기획의도와 3개 안 이상의 아이디어스케치 전개하여 제출 : 1장
  - 최종 제시 1안을 선정하고, 러프 렌더링하여 제출 : 1장
나. 디자인 시방서
  - A3 전용지에 컬러 출력하여 제출 : 1장
다. 3D 렌더링 판넬용 출력물
  - A3 전용지에 컬러 출력하여 제출 :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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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 유의사항 
1) 과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시된 참고자료를 참고합니다.
3) 가급적 디자인 작업이 끝난 후 컴퓨터 작업을 하되, 경기시간 내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의 구분은 없으므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4) 디자인 작업은 수작업으로 하고, 3D 모델링과 렌더링은 컴퓨터로 작업 후 연결된 프린

터로 출력합니다.
5) 작품에는 시험문제의 요구사항 이외의 특이한 기호나 표시방법 등으로 부정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6) 경기 시작 전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아래의 이미지는 본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과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합니다.

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제품디자인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켄트지 4절(200g)백색 장 3
2 출력용지(디자인시방서) A3, 100g이상(전용지) 장 4
3 출력용지(렌더링 및 판넬용) A3, 100g이상(전용지) 장 4
4  USB 16GB 이상 개 1



제품디자인 [제2과제] 4 - 1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제품디자인  과제명 블렌더(믹서기)
디자인 과제번호 제 2과제

경기시간 7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l 배 점 : 100점
l 주 제 : 블렌더(믹서기) 디자인

1. 요구사항

 가. 주제
   1) 블렌더(믹서기) 디자인 
   2)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한  블렌더(믹서기)의 디자인에 대한 제안합니다.
   3) 가정 또는 카페,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블렌드(믹서기)로서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용기손잡이의 인체공학적인 측면에
      고려와 함께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조형의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나. 디자인 조건
1) 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합니다.
2) 기능과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며, 용기 손잡이에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사용성과 그립(Grip)감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시합니다.
   3) 제품의 기본 스펙 :  
      - 전원은 220V 전원방식으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전원 On/Off, 3단계속도조절, 타이머 설정, (얼음, 견과류, 스무디, 주스)의 기본   
        셋팅 모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스위치, 다이얼 등의 조작부를 적용         
        합니다.
      - 조작 모드를 인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display)등을 적용합니다.

4) 재료는 플라스틱, 유리, 금속, 고무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디자인하되, 재질감 
표현에 있어서 용기 부분은 투명으로 적용하고, 손잡이는 다른 재질과 함께 조합이 

   가능하며, 재질이 제품 외관의 적정 파트에 맞게 적용되도록 디자인합니다.
5) 디자인 제품에 " Well mixer"라는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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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를 통해 제품의 구성이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되 제시된 참고자료와 유사성, 
모방성이 지나치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기타 요구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디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2. 경기 조건 및 유의사항 
경기 일자별로 디자인 작업(기획 및 아이디어스케치, 러프 렌더링), 컴퓨터 작업(3D모델
링 및 3D렌더링), 출력까지 7시간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오니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가. 디자인 작업
1) 디자인 기획(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방향, 사용자 분석 등) 의도를 기술합니다.
2) 아이디어 스케치는 4절 켄트지 1장에 서로 다른 스타일로 3개 안 이상의 스케치   

(아이디어 전개과정을 함께 표현)를 전개합니다.
   (단, 아이디어 스케치는 중복되는 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반드시 

모노톤(Mono Tone)으로 해야 합니다.)
3) 아이디어 스케치 중 최종 제시안 1개를 선정하여 또 다른 켄트지 1장에 완성형으로 

러프 렌더링(수작업)을 전개하고, 러프 렌더링에는 색채계획, 제품의 가공방법 및 
사용 재질, 조립방법, 그래픽관련 Art Work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4) 스케치 시 실제 크기가 아니어도 되고, 스케치 및 채색재료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재료 이외 및 기타 그래픽 작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 등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여부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합니다.

 나. 3D 모델링 및 렌더링
1) 디자인 작업에서 러프 렌더링한 최종안에 대한 3D 모델링과 렌더링을 컴퓨터로 작업

합니다.
2) 수작업 러프 렌더링 결과물과 컴퓨터 모델링 및 렌더링 결과물은 최대한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3) 색상 및 일부 재질, 구도 등을 잘 표현하여 제출합니다.
4) 최소 200dpi 이상의 고해상도로 출력합니다.
5)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View 및 디테일을 렌더링하여 디자인 

의도와 콘셉트, 디자인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6) 결과물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제작하여 디자인 의도와 콘셉트, 디자인 결과물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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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판넬 작업을 합니다.
7) A3 전용지로 출력하여 뒷면 우측 상단에 경기자 선수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다. 디자인 시방서(CMF)
1) 디자인 시방서는 완성된 디자인에 대한 컬러, 재료, 마감(후가공)을 의미하며 제품의 

형상만큼 CMF 완성도는 소비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2) 디자인 시방서는 도면 또는 렌더링 이미지,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재질 정보, 색
상 정보, 마감(후가공) 정보, 제조·제작상의 방법과 정도, 특정한 재료, 제조 공법 등
의 지정, 일반 총칙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 렌더링 및 사진 이미지
      - 컬러계획 
       ․ 부품별 컬러 시방 : 팬톤 컬러로 지정
      - 재질 계획 
       ․ 플라스틱, 금속, 고무, 패브릭 등 재질 시방
      - 마감(후가공 계획) 
       ․ 재질의 거칠기, 광택도, 투명도 등을 시방
       ․ 헤어라인(Hair-line), 스핀(Spin) 처리, UV코팅 등
      - 참고 이미지
       ․ 경쟁제품 또는 유사제품으로 디자인시방에 잘 적용된 샘플 이미지
      - 표제란 작성 : 과제명, 작성자, 작성일 등

3) 디자인 시방서는 상기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여 출력하며, 뒷면 우측 상단에 경기자 
선수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최종제출
가. 수작업 결과물 (4절 켄트지 2장)
  - 디자인 기획의도와 3개 안 이상의 아이디어스케치 전개하여 제출 : 1장
  - 최종 제시 1안을 선정하고, 러프 렌더링하여 제출 : 1장
나. 디자인 시방서
  - A3 전용지에 컬러 출력하여 제출 : 1장
다. 3D 렌더링 판넬용 출력물
  - A3 전용지에 컬러 출력하여 제출 :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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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 유의사항 
1) 과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시된 참고자료를 참고합니다.
3) 가급적 디자인 작업이 끝난 후 컴퓨터 작업을 하되, 경기시간 내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의 구분은 없으므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4) 디자인 작업은 수작업으로 하고, 3D 모델링과 렌더링은 컴퓨터로 작업 후 연결된 프린

터로 출력합니다.
5) 작품에는 시험문제의 요구사항 이외의 특이한 기호나 표시방법 등으로 부정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6) 경기 시작 전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아래의 이미지는 본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과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합니다.

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제품디자인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켄트지 4절(200g)백색 장 3
2 출력용지(디자인시방서) A3, 100g이상(전용지) 장 4
3 출력용지(렌더링 및 판넬용) A3, 100g이상(전용지) 장 4
4  USB 16GB 이상 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