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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

2010 서울디자인한마당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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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말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갑시다 「디자인서울」의 

첫 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간행물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 창간된 ‘공담’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디자인서울’이라

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사람의 모습을 품고 있는 ‘디자인

서울’의 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자인서울’이 앞으로 서울시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이 소통

하는 대화의 창이 되어주고, ‘디자인서울’을 통해 서울을 변화시켜나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심미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안전, 기능, 경제성 등의 본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서울시가 주력해온 ‘디자인’의 중심에는 ‘사람’과 ‘자연’이 있습니다. 디

자인을 통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어르신이나 어린이들까지 모두 포함

한 ‘사람들’이 배려 받고 도시공간에서 불편함과 장애를 느끼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서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서

로를 배려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디

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된 서울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디자인서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포토 에세이

1969년 12월 3일 남산 봉수대 근처에 세워진 N남산서울타워.

일본 동경의 도쿄타워나 홍콩의 빅토리아타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타워다.

본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전파탑의 역할에서 출발한 N남산서울타워는

서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심 속의 녹색섬으로 

휘황한 불빛 아래 발전하는 서울을 가슴벅차게 확인하는 불꽃섬으로

1천2백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서울의 대표공간이 되었다. 

녹슬어가고 먼지를 맞으면서도 

우리에게 사계절의 변화와 역사적 흔적과 

도심 속 고요한 쉼을 안겨주는 그곳에 가고 싶다. 

서울을 조용히 
굽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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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서울 풍경

수도 한가운데를 커다란 강이 흐르는 도시는 세계에서 많지 않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강이다. 그런 까닭에 한강에는 거대한 다리들이 여럿 놓일 수밖

에 없다. 그 거대한 다리가 주는 위압적인 풍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인상적인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요즘 화제다. 

그중에서도 청담대교 아래에 자리잡은 거대한 자벌레는 으뜸이다. 마치 커다란 달팽이관 같기도 

하고, SF영화에 등장하는 미래의 정거장 모습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뚝섬한강공원의 전망데크

이자 카페, 음식점, 갤러리라는 1인 다역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전망콤플렉스이다. 

총길이 243m, 높이 21m, 면적 1.931㎡ 규모의 자벌레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와 

유려한 곡선이 빚어낸 한강변의 아름다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서울시민의 소중한 수자원이며 푸른 쉼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강.   
한강이 가진 이러한 회복과 창조의 기운을 되살리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곳곳에는 멋진 전망데크와 문화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유니크한 외관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뚝섬한강공원 내  
전망복합공간 일명 ‘자벌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자.  글 | 편집부

이어져 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자벌레는 뚝섬유원지 3번 출구의 연장이다. 한강시민공원으

로 바로 이어지는 유일한 이 뚝섬유원지역에서 자벌레는 조금 더 강변에 가깝게 사람들을 데려간

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자벌레는 가족끼리 방문하기에 제격이다. 한 공간에서 감성적 활동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상으로부터 10m쯤 높이에 있는 1층은 전망대 겸 갤러리이며 2층은 카페, 3

층은 음식점이다. 그중 주목할 것은 각종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 1층이다. 보고 즐길 만한 각종 기획

으로 멀리서라도 일부러 찾도록 만드는 공간이다. 그동안 ‘한강 애니메이션 전시’는 물론 ‘딸기가 좋

아’체험 작품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이곳에서 열려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지날 때면 호기심으로 창 밖을 내다보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자벌레의 독특한 외관은 두드러진다. 한낮의 여유로

운 한강 풍경이나 날이 저물고 하늘이 어둑해지면 화려한 옷으로 갈아

입는 청담대교 야경을 감상하려는 이용객들에게 자벌레라는 복합전망

콤플렉스의 존재는 반갑기만 하다.  

자벌레는 2009년 10월 말, 건축가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와 이경락 건

축가에 의해 탄생했다. 그는 나방의 한 종류인 자나방의 애벌레인 자벌

레를 테마로 하여 자동차 중심적으로 설계된 한강의 다리를 통해 시민

들이 한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역에서 내린 시

민들은 이리듐 소재의 금속판으로 씌운 자벌레 속을 걸어 뚝섬유원지

로 나가게 된다. 자벌레의 머리 부분은 전망대 기능을 갖춰 한강을 새로

운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통로 안에는 카페는 물론 마치 

사막의 사구를 연상케하는 유선형의 독특한 나무 벤치 등이 놓여 있으

며 벽에 걸린 시각물도 구경할 수 있게 꾸며져 원형 통로를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저게 뭐야?’라는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도록 설계됐다는 자벌레. 일상적이지 않은,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을 

담아낸 이 유선형의 커브공간은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

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디자인적 즐거움과 미학을 체험케하는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D

자벌레 복합전망콤플렉스를 이용하려면? 
tel. 02-3780-0761(1층 전시공간 대관문의) open 3월~10월 (am10:00~pm12:00) 11~12월
(am10:00~pm11:00) access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전망대 2층으로 직접 연결, 공원
에서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용 가능. 애완견, 자전거, 인라인 출입금지.  

‘자벌레’의 독특한 외관은 벌써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 시설은 한강과 다리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전망데크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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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벌레관의  
콘텐츠는 어떻게 완성되었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힘든 의사결정 과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리고 외부 디자인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와 주장을 슬기롭게 모아낸 뚝섬유원지 ‘자벌레’관이 탄생하기까지.  글 편집부 | 자료제공  바우건축

한강으로서의 관문 예상하고 만들어져

뚝섬유원지 내 복합전망데크 일명 ‘자벌레관’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한

강공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역인 뚝섬유원지역과 한강둔치를 연결

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 연결통로인 셈이다. 뚝섬유원지역과 연결되는 

청담대교는 지하철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복합교량이어서 다른 다리

보다 더 높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연결되어 있다. 이 램프를 이용

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만들려는 것이 서울한강본부가 자벌

레관의 공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다. 

건축가인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는 “한강의 다리들은 강이 커서 크고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거대하고 우악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사람들을 압도한다. 토목 구조물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부드럽

게 해주는 재미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형 파이프처럼 만들어 

소음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물 자체가 유원지와 어울리

는 산책, 탐험, 답사의 대상이 되길  바랐다”고 설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벌레관은 한강으로 가는 연결통로이자 전망데크로만 기획

되었으나 기획 및 설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의 공간

에 대한 활용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벌레관 내부를 갤러

리이자 기획 전시공간,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작업은 서동수 교수(홍익대학교 World Class Univeristiy:WCU 

사업단)가 맡았다. 몸통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미디어인터렉티브 시설을 갖추고 서울서체는 물론 미디어작품

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미디어

월과 어울리는 벤치를 놓아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의

견을 모았다. 

미디어아트가 투사될 3차원의 곡면을 구현하고 총 길이 27m의 대형 

퍼블릭 벤치와 6m 벤치를 만드는 역할은 바우건축에서 맡았다. 바우

건축 쪽에서는 “3차원 곡선을 구현하는 게 어려웠다. 처음엔 SIP 보드

를 쌓아서 만들고자 했으나 비용과 시간이 들었고 탄성이 있는 패브릭 

자체로 형태를 구현하는 방식은 제외되어, 결국 단면과 평면 프로파일

을 격자로 엮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서동수 교수(홍익대학교 WCU 사

업단)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리고 외주업체인 바우건축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과 원활한 진행이었다. 본래의 건축이 가지는 디자인 어휘

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아트를 제대로 구현할 틀을 만들고, 거

기에 더해 벤치는 예술작품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도 유지관리가 까다

로우면 안 된다는 다양한 요구조건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3개 디자인 주체의 의견 조율과 해결

자벌레관의 미디어월과 벤치는 자벌레관 특유의 건축형태와 공간에 어

울리면서 한강이라는 특별한 대상을 은유한 유기적 형태를 구현해야만 

했다. 바우건축소는 미디어월과 벤치 모두 디자인 과정에서 디지털 프

리패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조각들

이 현장에서 조립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숙련된 목수들이 전통적인 

구축법에 따라 조립이 가능하도록 격자시스템이나 수직적인 적층방식

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 

서동수 교수(홍익대학교 WCU 사업단)는 “인터액티브한 미디어 콘

텐츠를 프로젝션하기 위한 기술적 조율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시

간이 촉박해서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견

고한 구축의 미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초기의 디자인 의도들을 잘 살

렸으며, 미디어 아트가 건물 전체에 녹아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움도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이라면 

자벌레관의 채광과 조망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해 설계된 타원형

의 창 가운데 일부를 미디어 영상을 통한 전시관람을 위해 차폐해야 했

MAKE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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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공 디자인 특히 공공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서는 한 가지 의도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주장을 조화롭게 조율하며 디자인의 전체

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결과물의 스크리닝 역할을 맡아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했다.  

다행히 한강사업본부와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

유함과 동시에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이같은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바우건축에서도“미디어 아티스트들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제작비용

을 감안한 재료와 제작방법을 결정할 때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형

태, 그리고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절차와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

언들이 없었더라면 작업은 더욱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며 촉박한 진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뚝섬유원지의 자벌레관은 불특정 다수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공

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힘든 의사결정의 과정을 포함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다행히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우리는 한강을 굽

어보는 또 하나의 명물을 가지게 됐다.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그리

고 대안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 한강을 더욱 피부에 가깝게 느끼

게 할 자벌레관은 이런 모두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D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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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기아차의 부활이 눈부시다. 지난 2009년 선보인 준대형세단 K7부터 
스포티지R, K5 등이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과 iF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기아차가 디자인을 동력 삼아 국내시장 제패에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인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부사장을 만났다. 

만년 2등에서 1등으로…디자인이 전략이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그늘에 가린 ‘만년 2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기아차의 

화려한 질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 매월 1만대 넘게 팔리던 소나타의 아성을 K5가 가뿐히 넘

어서며 승용차 부문에서 최초로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인 「카 앤 드

라이브」가 최근 실시한 디자인 평가에서 최고 평점 다음 등급인 디자인 점수 ‘A-’를 받는 등 

국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 K7, 스포티지R, 소렌토도 선전 중이다. 덕분인지 

기아차의 주가는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1997년 현대자동차로 인수합병된 이후 2005년까지 ‘튼튼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차를 양산해왔던 기아차의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핵심은 디자인이다. 사실 기아의 ‘야심작’들은 현대자동차 경쟁모델과 골격, 엔진, 변속

기 등이 거의 같다. 다른 것은 오로지 디자인이다. 기아차만의 고유한 색과 정체성을 만들어

내면서 기아차의 쾌속 질주는 시작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디자인 기아’의 승리라

고 부른다. 그 승리의 진원에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부사장(57)이 있다.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은 지난 2006년 기아차에 합류했다. 당시 정의선 사장은 ‘디자인 혁

신 없이 기아차의 회생은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아우디-폴크스바겐 수석 디자이너였던 

그를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CI와 브랜드 로고 전면에 ‘DESIGN’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른바 디자인 경영의 시작이었다. 

독일과 영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피터 슈라이어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한 사람

으로 골프 5세대와 뉴비틀, 파사트를 디자인한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다. 기아

차 안팎의 변화와 찬사에 대해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간결하게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 기아자동차는 그냥 차였다. 튼튼하고 잘 나가지만 인상을 남기지 않는 그냥 차였 

다. 전혀 두드러지는 개성이나 디자인 언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한눈에 봐도 ‘기

아차’라는 확실한 개성이 생겼다. 그 과정을 통해 내부에서도 기아차 디자인에 대해 자부심

과 긍지를 갖게 됐다. 디자이너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부상副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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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뮌헨공업대를  
졸업하고 1980년 아우디에 입사했으며 영국왕립
대 디자인학과(RCA)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  
1994년 A3, A4, A6, A8를 디자인했고 아우디 TT를 
만드는 등 아우디 디자인 총괄책임자였으며,  
2002년에는 폭스바겐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로  
일했다. 2006년 8월부터 기아자동차로 옮겨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 
피터 슈라이어 Peter Schreyer 

글 | 정지연 기자 사진 | 기아자동차 홍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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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BMW를 탄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자동차를 타는 것뿐 아니

라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지향을 보여주듯이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는 

건 이런 아이디어들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난 자동차 디자인은 일종의 건축과도 같다고 여

긴다. 비율이 중요하며 단지 오브제를 디자인하는데 멈추지 않고 욕망

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이라는 편의성과 함께 내적 아름다움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동차 디자이너라면, 색깔과 형태가 다른 다양한 자동차

를 직접 타보고 만져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항상 세단

과 같은 드라이버 카 위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스포츠카를 디자인한

다면 실제로 스포츠카를 타서 그 속도감을 느껴봐야 하고 사륜구동 지

프차라면 산악지대를 내달려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의 경우 오래된 빈티지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들은 기능 자체도 현대의 

자동차와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어 그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덧붙

인다. 

그가 같이 일하는 우수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재능을 신뢰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한 명 한 명 보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

는 실력을 갖고 있다. 정말 재능이 있고 기존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

들에게 필요한 건 전세계를 무대로 한 경험이다. 한국시장은 너무나 협

소하다. 단 두 가지 타입의 차만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상상력의 사각지

대가 있다. 디자이너들이 한국시장을 넘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단지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는 디자인 

슈라이버 부사장은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머무르고 대부분의 시간은 독

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디자인연구소에서 작업을 한다. 한국에 머무

를 때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한다. 

그래도 벌써 4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모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디자인수도 서울’이라는 슬로건이나 서

울을 환경도시로 만들자는 ‘녹색 도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

를 받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심을 거닐어봐도 외양도 깨끗해졌

고 더 보기 좋게 편리하게 정비되고 있는 거 같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엄

청난 변화가 있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건 전

통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건 단지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건축이나 형태를 기본으

로 삼되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보기 좋

은 것을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것The New이 더 나은 것The Better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다”라고 강조한다. 

기아의 검정색 소울을 가지고 있다는 그에게 “총 몇 대의 차를 보유고 

있느냐?”는 다소 짖궂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몇 대 정도few”라고만 대

답했고 재차 이어진 “가장 좋아하는 차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가장 좋아하는 차? 다음에 만드는 차다. My favorite car is the next 

car.”  D

기아차에 정체성을 심다-패밀리 룩의 완성

슈라이어 부사장은 기아로 옮겨오게 된 계기에 대해 “뉴 기아New KIA를 

만들어낸다는 데 도전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지 위에서 몇 

가지의 선으로 형태를 잡아낸 밑그림이 쇠와 유리와 타이어로 이어진 

진짜 자동차로 변모하는 과정처럼 전혀 개성 없는  기아차에 디자인 정

체성을 심으려는 노력은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누가 봐도 한눈에 기아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큰 그

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호랑이 코를 연상케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 특징을 가진 패밀리 룩(한 업체가 출시하는 차

종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통일하는 것)의 완성이었다. BMW나 알파로

메오 등이 특유의 앞모습과 정체성이 있다는 데 착안하여 ‘직선의 단순

화’라는 기아차만의 ‘패밀리 필링’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 2009년 선

보인 준대형세단 K7부터 스포티지R, K5 등이 견지해온 패밀리 룩은 폭

발적인 반응을 받았고,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과 iF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디서부터 첫 삽을 뜰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은 건 ‘언어문제’였

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사고의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이고 커뮤니케이

션 방식도 다르다는 얘기다. 슈라이어 부사장은 “초창기 기아차는 전형

적인 한국 회사였고 한국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넘어서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과정은 매우 어

렵지만 또한 흥미로웠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고민도 했는데 너무 어려

웠다”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전,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car)」에서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 

1위에 꼽히기도 한 슈라이어 부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하는 디

자이너가 아니다. 종이 위에 자동차를 직접 그리는 디자이너다. 묵묵히 

스케치하고 모델을 다듬는다. 인터뷰 중간에 스케치를 부탁했을 때 그

는 동그란 두 개의 바퀴로부터 출발해 선을 긋고 더하는 과정을 통해 자

동차를 감지해갔다. 부드러운 직선과 직선이 힘있게 만나고 비례를 끊

임없이 고민하는 10여분 사이 날렵한 차가 한 대 탄생했다.  

자동차는 라이프스타일의 총합이다 

일찍이 일본 배우 기무라 다쿠야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건 싫다. 패션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 패션잡지를 만든다면 화가 난다”고. 자동차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 디자인에 흠뻑 빠지지 않고는 멋진 디자인

이 나올 수 없다. 

‘자동차 디자이너’로서의 슈라이어 부사장은 그의 디자인적 고향인 

유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단지 유러피언 스타일에만 머무르지 않

는다. 그가 생각하는 자동차 디자인은 표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면의 아름다움과 기술의 아름다움까지 녹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

동차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욕구의 대상이자 소

유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감정

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지가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이유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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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역에서 신논현역을 잇는 골든 라인

메트로 9호선, 디자인으로 읽기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우리나라 지하철 디자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다. 
통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질서를 강조한 공간은 시각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짜임새있게 정리되어 있다.
글 | 편집부. 자료 제공 |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촬영협조 | 샛강역

지하철 공간 디자인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9호선의 출현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처음으로 개통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다. 지상이 아닌 지하를 달린다는 아이디어 자체

가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이다. 당시 공식명칭은 종로선. 서울역에서 청

량리역까지 단 9개의 역이 고작이었다. 

그랬던 서울지하철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1974년 출범 당시 1개 

노선에 9개 역이 전부였으나 지금은 9개 노선에 293개 역으로 늘어났

다. 하루 평균 22만여 명, 연간 약 8,000만 명이던 탑승객도 하루 평균 

628만여 명, 연간 18억 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지하철은 ‘세계

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하철’로 꼽히며 시

민들을 실어나르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호선이 생겼던 당시만 해도 지하철 디자인은 사용자를 위한 공간 디

자인이 아니라 지하철이 빨리 달릴 수 있는 토목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

로 끝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점차 지하철 노선이 증가하면서 지

하철 공간 디자인의 개선을 낳았다. 

1기(1~4호선) 정거장이 주변 지역을 상징화하는 다채로운 벽화 디

자인을 선보였다면 2기(5~8호선) 디자인은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억

제시키는 색채 계획과 함께 수행되었다. 1기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시대 

파발마들이 다니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호선 구파발역의 벽화를 꼽

을 수 있겠다. 

2009년 7월 24일 개통된 9호선의 지하철 공간은 한국 지하철이 그간 

추구해온 공간 디자인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지

하철 역사에 미술장식품을 채우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

하철이라는 공간의 활용을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지하철 9호선은 정거장의 노선, 조명, 마감재 선정과 각종 사인까지 

모두 공공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1~8호선도 지하철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과 모색이 이뤄

졌지만 9호선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인 디자인을 시도했다는 점

이 가장 큰 변별점이다. 9호선의 디자인은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에서 제시한 정거장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맞추어져 구현된 것이다. 

호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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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9호선뿐 아니라 역사안에 설치된 각종 미술장식품은 매우 흥미

로운 요소다. 2000년대 초까지 각 역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유래를 

설명하는 거대 벽화가 주를 이뤘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으로 대치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5호선 김포공항역 벽을 노란색으로 가득 채운, 

성완경 작가의 ‘직녀가 꿈에서 본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에는 팝아트 작가 이동기의 아토마우스 벽화(2호선 을지로 3가역)를 두

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작품들은 지하철을 마치 갤러리처럼 

하나의 거대한 시각적 관람의 장소로 만들어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런 풍경은 낯선 것이 아니다. 지하철 공

간은 공공 디자인의 수준과 취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바스키아, 키

스 해링 등 유명 작가의 그래피티나 벽화로 장식된 뉴욕의 지하철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바닥과 벽 공간을 꾸민 동경의 지하철 등이 대표적이

다. 특히 ‘지하철 디자인의 교범’으로 여겨지는 런던을 보자. 셜록 홈즈 

박물관이 있는 베이커 스트리트 역의 내부 타일에는 셜록 홈즈 캐릭터

가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행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사인물의 타이포그래피다. 원하는 목적지로 효율적으

로 이동하는 지하의 공간인 지하철에서 서체는 디자인의 필수적 요소

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에 지하철 사인물을 재정비하기 위해 뉴 

존스턴 서체가 개발되었다. 

이미 서울시의 1~4호선은 서울남산체와 서울색(기와진회색)으로 

서체 디자인을 변경했고, 9호선은 아예 서울시의 정거장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종 안내판은 검은 계통으로 서체는 서울남산서체로 꾸몄다. 그 

외에도 간소화된 역명판, 위성 주변 안내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

기저기 제각각 흩어져 있던 열차 안내 정보 사인도 ‘통합안내 시스템’으

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출입구에서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까지 운행

정보를 알려주며, 외부 출입구에 막차시각을 표시하는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19인치 모니터 

9호선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화역을 제외한 모

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스크

린도어는 추락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과 열풍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승강장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직결을 대비하여 8량 기준으로 건

설되었으며 현재 9호선 열차는 4량 편성으로 운행하고 있다. 차량 1량

의 승차인원은 제어차는 145명(좌석 45명, 입석 100명), 동력차는 158

명(좌석 54명, 입석 104명)이다.

9호선 차량의 경우 좌석이 다른 지하철에 비해 2cm 넓어져서 7명이 

앉게 된 좌석이 한결 여유롭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

다 눈에 띄는 건 노란색 손잡이로 2종(160, 170cm)으로 설치가 되어서 

얼굴에 손잡이가 닿거나 혹은 키가 작아 손잡이가 손에 닿지 않는 불편

을 해소했다. 열차간 연결 통로문을 없애 열차 내 이동 불편을 없애고 폭

도 넓혀 휠체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한 점도 돋보인다. 유모차나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를 설치한 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

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9인치 LCD 모니터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차할 곳, 이동시간 등이 자세한 자막설명을 통해 나오며 국제화 시대

에 발맞추어 기존 한국어와 영어만 나오던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방송 역시 한국어와 영어로만 나오는 안내방송뿐 아니라 특정 국

적의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특정역에는 그 나라 언어의 안내방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조명 역시 직접 조명을 사용했던 기존 지하철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직간접조명을 채택했으며 광고판은 기존 돌

출형을 개선, 벽면에 매립했다.

이처럼 지하철 9호선은 그간 한국 지하철이 추구해온 디자인의 방향

과 편의의 지향을 집대성해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관광회사가 세계 각국의 지하철을 평가한 순위를 

보면 서울은 6위를 차지했다. 1863년 개통되어 140여 년 전통을 갖고 

있는 런던 지하철이나 파리, 그리고 뉴욕, 도쿄와 함께 11대 지하철에 

랭크된 것이다. 분명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하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 편의와 스

피드에 디자인과 미학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세계에 내놓을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갖게되는 것 아닐까. D

이는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애초에 공간의 위계질서를 세웠다는 걸 

보여준다. 노선색 사용을 자제하고, 안내 사인 및 비상방재시설물이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한 점이나 전 역사에 마감재의 재료, 색상, 규격을 

통일한 것이 그것이다. 9호선 환경 디자인을 맡은 메카조형그룹은 “기

존 지하철 역 중에는 시각적으로 시끄러운 공간이 많다. 그러나 9호선

은 환승통로라는 건축 형태와 광고, 시설물, 안내사인, 미술장식품 등 

각종 디자인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체와 서울색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된 사인 

9호선의 심볼마크는 원형 속에 숫자 9를 사용하여 속도감 있게 보이도

록 했다. 이 심볼마크는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9호선 대표 상

징물로 전철 출입구 등에 적용돼 있다. 9호선을 상징하는색은 금색으

로 파란색, 녹색, 주황색 등 원색을 사용한 1기 지하철이나 보라색, 자

주색, 갈색 등 중간색을 쓴 2기 지하철과는 차별되는 고급스런 색상을 

골랐다. 

색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서울 강남지역 부촌(富村)을 통과하기도 

하는 까닭에 9호선에는 ‘골든 라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강서구 개

화역과 강남구의 신논현역을 잇는 25개 역이 있는 노선이지만 신기하

게도 9호선을 탑승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노선 컬러에는 집중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탄 지하철이 무슨 노선인지 인지시키기보다는 편하게 지하철

을 이용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종 광고와 뒤섞여 혼란

스럽던 노선 띠 활용을 줄이고, 국제규격에 맞춘 화살표나 픽토그램을 

적절히 디자인했다.

또한 신축 지하철 9호선 공간에는 벽에 걸린 미술작품에서도 통합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노선 전체에 걸쳐 붓과 먹의 느낌을 살린, 한국적 풍

경을 표현한 작품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일례로 9호선 샛강역 벽에 그

려진 것은 샛강의 이미지를 흑백의 교감으로 풀이한 김세동의 ‘The 

Symphony’다. 2.4x6m의 벽화가 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지하철 9호선은?
강서와 강남을 잇는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노선이다. 
개화-신논현의 27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은 서울특 
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30년간 맡게 된다. 단, 소유권은 서울특별시가 가지며 역무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위탁받는 형태로 서울9호선운영이 맡고 
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급행 및 일반열차를 혼용 운행하며, 
1단계로 개통되는 25개역 중에서 9개 정거장이 급행역으로 
운영되고, 급행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운행된다. 
급행열차 정차역으로는 김포공항⇡가양⇡염창⇡당산⇡여의도⇡ 
노량진⇡동작⇡고속터미널⇡신논현이며, 김포공항부터 신논현 
역까지 30분이 소요된다. 2009년 1월에 신논현~종합운동장을 
잇는 2단계 4.5 km의 구간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2009년 12월에 3단계 구간 중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역 
5.94km구간의 공사가 착공되며 2010년 하반기에 나머지 
올림픽공원역-보훈병원 3.2km구간의 공사가 착공되면 
2015년에 9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샛강역 지하의 원형 광장. 유럽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다.

설계 당시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위성 주변 안내도와 
간소해진 역명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높낮이가 다르게 설계된 
9호선의 손잡이.

9호선 심볼마크가 새겨진 
지하철 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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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울’에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말한다 

덕수궁 돌담길에 
어울리는 예쁜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덕수궁 돌담길 참 좋잖아요. 
가을엔 굳이 단풍을 쓸어내지 
않아도 멋스러울 거 같은데요. 

신촌지역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파손된 도로에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서울광장에 제발 나무 그늘 
좀 만들어주세요. 땡볕엔 
돌아다니기도 힘들답니다. 

터널을 지나올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통유리 천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두리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광화문 같은 도심지에만 
집중되는 거 같아 아쉽네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직도 관료 
냄새가 나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만들면 이상할까요? 

간판 정비도 좋은데 너무 
획일적이에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폭우 때문에 청계천 일대가 
물난리였잖아요. 배수관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행자 중심의 인도 .
인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는 
무서워요. 

상암동 하늘공원 갈대숲처럼 
난지도공원의 공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명동 거리의 바닥에 이야기가 
있는 그림 같은 걸 그려놓으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아주 좋아요. 
시티투어프로그램도 
만들자고요.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변화를 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고목들이 베인 게 
눈에 보여요. 환경을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서울’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속상한 일이지요. 

주위의 오래된 건물이나 
지형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접근을 해주세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었다 
새로 깔았다… 이런 건 예산 
낭비 아닐까요? 

도시나 다리 위의 
조명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서울시를 가꿔온 ‘디자인 서울’.  
디자인 행정이 바꿔놓은 서울의 변화와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광화문, 덕수궁 근처에서 만난  
서울 시민들이 직접 입을 열었다.  진행 | 하정희 기자

정혜영 | 29 | 신정3동 | 직장인송성락 | 25 | 용인 | 학생 김수정 | 20 | 아현동 | 학생김혜선 | 18 | 잠실 | 학생 이홍열 | 57 | 방화1동 신두선 | 31 | 상암동박영준 | 52 | 성산동 | 직장인 장선화 | 42 | 상암동 | 주부서경원 | 54 | 공덕2동 | 주부 변정현 | 33 | 송파구 | 주부

조미현 | 28 | 화곡동김정락 | 29 | 반포동 | 학생 박소연 | 18 | 하남시 | 학생안지은 | 27 | 원효동 | 학생 류영훈 | 36 | 화곡동 | 직장인 주영성 | 20 | 일산 | 학생정정희 | 74 | 인덕원 김미정 | 44 | 성북구 | 주부이선영 | 29 | 구의동 | 직장인 이수완 | 18 | 하남시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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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서울서체의 힘 

서체, 도시를 바꿔나가다
전략과 상징, 문화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표지판은  
그 나라 사회 문화수준의 척도라고까지 말해진다.  
표지판에서 가장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 즉 서체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의 전용서체를 개발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서울서체,  
그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자.  글 | 편집부

국가와 지역, 집단을 대표하는 서체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이렌 반 리브는 “한글은 현대적인 디자인에 잘 어울리고 그랙픽적이다”라

고 말했다. 그는 2006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패션액세서리 박람회인 프리미에르 클라스

에서 동료 디자이너 42명과 함께 한글을 테마로 한 옷, 구두, 가방 등을 출품한 바 있다. 이 사실은 한

글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국가 안에서만 자족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세련된 세계인의 기호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체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국가·지역·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경향이 컸다. 초기 

로만체로 알려진 개러몬드(Geramond)는 프랑스, 케슬론(Castlon)은 영국, 보도니(Bodini)는 이탈

리아를 암시할 만큼 각각 나라와 연관이 깊다. 서체는 이처럼 특정 국가나 집단의 정체성과 결부되

어 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헬베티카(Helvetica)의 경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등 여러 나라에 둘러쌓여 ‘중립’을 표방하는 스위스의 국가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서체가 예로

부터 읽히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시각 매체이면서 동시에 그 서체를 사용하는 집단들의 대표적 성

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기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따져보았을 때 서울서체라는 고유의 글꼴을 개발한 서울시

의 노력은 주목받아 마땅하다. 전용 서체의 제작은 도시 정체성의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가치의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유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도시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전용서체 브

리스톨 트랜지트(Bristol Transit)를 개발한 영국의 브리스톨을 비롯해  

‘고나’, ‘신고’ ‘RF중고딕 서체’를 일문 지정서체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요

코하마, ‘파리지앵(Parisine)서체를 지하철 전용서체로 사용하고 있는 프

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15일 서울시 전용서체로 명조 계열의 서울

한강체 2종과 고딕 계열의 서울남산체 4종, 그리고 세로쓰기 1종 등 총 7

종의 서울서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체가 바뀌어낸 서울의 풍경 
서울서체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는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바로잡고 시각 요소와 조화의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서울

서체 개발의 모티브를 ‘선비정신의 강직함과 단아한 여백’, ‘한옥 구조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 등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신

촌, 코엑스몰, 디자인 서울, 디자인 정글, 윤디자인의 온한글 웹사이트 등

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윤디자인이 제시한 9개 안 중 서

울시가 3개를 채택, 그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

체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서체 프로젝트는 평소 서체 개발 인력의 3배 이

상이 투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 

사인물 

시설물 및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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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강체는 명조계열의 서체로 모음의 돌기가 90도로 뉘어져 있어 

정체성과 가독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음은 시각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간결화, 단순화했고 특히 ㅍ과 ㅎ의 열림을 시각화해 특징을 부여했

다. 특히 서울남산체는 고딕 계열의 서체로서 탈네모틀 구조에 맞게 자간

이나 단어 사이의 간격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영문과 한자, 약물의 어우러

짐에 신경 쓴 것이 특징이다.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공히 세로쓰기 서

체를 개발한 것은 간판이나 사인물에 세로로 표기하는 문화를 배려한 것

이라고 한다. 

이런 서울서체가 이제는 서울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처 의식하

지 못하겠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친

구와 만나기로 한 공원의 표지판 앞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바쁘게 오르

내리는 지하철의 각종 사인에서 우리는 서울서체와 만난다. 혹시라도 잠

시 한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풍경이 예전보다 세련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도 이런 서체가 바꿔낸 풍경의 힘일 것이다. 

초기에 서울시가 시청 현판 사인, 시청앞 사설안내표지판, 이동시청 차

량, 주민센터 현판 등에만 서울서체를 적용했다면 현재는 버스환승센터, 

지하철 안내사인 등 생활 전반으로 그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뿐만 아

니라 단정한 서울서체와 궁합을 이루는 고궁갈색, 돌담회색 등 다양한 서

울색의 조화는 그간 시각적 공해를 야기하던 각종 사인을 통일감 있게 정

리하며 서울이라는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 건축가 페터 베렌스는 “서체는 그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얼굴이자 

한 국민의 취향을 대변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서체의 

개발과 적용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관을 새롭게 형성하고 생기있는 표

정을 부여하는 계기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D

차 량 및 
유니폼

화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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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마음이라면 
디자인은 표정입니다

문화, 관광, 디자인으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던 서울시의 업무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다. 지난 9월 27일에 
서울시는 해당 3개 부서를 통합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선설하고, 
본부장에 정경원 전 
서울디자인총괄본부장을 임명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은 그를 
만나보았다.  글 | 정지연 기자

조선 시대 궁궐 중 가장 규모가 작다는 덕수궁. 석조전과 정관헌 

등 서양식 건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서울 광화문 가까이에 있어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문화 명소이다. 개인저택을 

궁궐로 개축했기 때문에 정연하지 못한 맛은 있지만 도심 안에 

여유롭게 산보를 즐길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까. 

제2대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말

부터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

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정경원 본

부장(부시장)을 이곳에서 만났다. 아담한 궁 안은 가을의 아취

가 흘렀고 정경원 본부장의 나직한 말투 속에서는 활기와 단호

함이 묻어나왔다.   

이곳 덕수궁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고궁이나 역사적 유적지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에 덕수궁에서 처음 석조

전을 보고 느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잘 디자인된 인공물

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감동 못지않게 사람의 영혼

을 깨어나게 해줍니다.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고궁 등 

유적지는 복잡한 일상에 지친 마음과 몸에 새로운 활력을 채워

주지요. 자주 가고 싶지만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

다.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으니 앞으로는 여유 내기가 더 힘들어

질 거 같습니다(웃음).

감사합니다. 서울처럼 큰 도시의 문화정책을 관장한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로운 동시에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다닐 때부터 연마해온 문화적 소양(素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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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가 ‘마음’이라면 디자인은 ‘표정’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보아 

문화를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할 때 디자

인은 그것을 가시적인 실체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런 점에서 제가 해야 할 소임은 문화와 디자인이 상보적인 협력을 이

루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자인과 문화는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가

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접목할 계획

이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매력적이고 살고 싶은 도시’의 척도인 문화는 

삶의 질과 행복, 도시브랜드, 공동체 의식, 도시의 정체성·역사성 

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또한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인 

창의력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도시발전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

기도 합니다. 문화적 정체성이 없는 도시에는 관광객도 외국인 투

자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시가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비로소 매력을 갖게 되고, 그 도

시에서 만든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가 늘

어나게 됩니다. 디자인을 통해 도시 공간에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문화자본을 축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문화, 관

광, 디자인 정책들이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대목이죠.  

선진국인 영국에 오래 유학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진 

도시들과 서울의 문화자산을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의 경쟁력은 어

떻습니까?  

서울은 탁월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죠.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

러싸인 아늑하고 비옥한 평야를 한강이 가로질러가는 그런 명소입

니다. 이처럼 탁월한 환경과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역량이 

어우러져 훌륭한 문화·디자인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초 ‘세

계디자인수도’로 서울이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서울디

자인자산전’이 큰 호응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쟁력은 부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사회과

학원이 조사한 ‘2010년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00

대 도시 중 서울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27위였

던 것과 비교가 되지요. 세계관광기구(UNWTO)의 ‘도시 관광 경

쟁력 지표’에서도 서울시의 도시 관광 경쟁력은 도쿄, 시드니, 싱가

포르, 베이징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명실공

히 세계 초일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이, 또 10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

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복안이 있는지요. 

서울 시민들에게 이번 가을은 문화와 디자인을 생활 속에서 체

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행복한 가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봄에 열리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0월 초에 열리게 됨에 따라 문화적으로 더욱 풍성한 가을이 된 것

이죠. 특히 올해는 ‘넌버벌’(비언어)을 주제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특성화되었습니다. 

인종, 연령, 신분 등의 차이를 넘어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한 비언

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한 자리였죠. 

또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개최된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앞으

로는 비엔날레 즉 격년제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세계디자인수도의 

유치를 계기로 시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개최했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전문성을 높여 

2012년에 완공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할 계획입

니다. D

감성적 적성(適性)을 십분 발휘하도록 노력할 참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 때보다 업무량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난 거 같습니다만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만큼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 중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역할을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7일 서울시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문화, 관광,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업무들이 한 

본부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문화

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

겠죠.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분리되어 있던 세 가지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에 따라 시

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서 향후 서울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비전이 궁금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늘려 나가려 합니다. 이른바 ‘문화 기회 격차의 해소’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만 문화를 누릴 게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문화서비스의 전달 체

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부터 창작물을 감상하는 향유자

들에 이르기까지 제작-공급-유통-감상에 이르는 문화서비스의 전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창작물들이 전시, 공연될 수 있는 공간, 시설, 매체 등도 완비해야죠. 

문화디자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디자인산업이야말로 21세기 스토리

텔링의 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민선 4기부터 서울시는 문화와 경영을 접목시킨 ‘컬처노믹스’와 디자인과 경제학을 묶어낸 ‘디자

인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실제로 문화디자인산업의 활성화는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애니, 영상, 패션, 디자인 등 신성장동력 산업들

이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창구효과’(window effect: 문화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

연관효과가 더 큰 것을 이르는 말)를 낼 거라 예상합니다.  

산업디자인과 디자인 경영 분야에서 오래 활약하셨는데 그와 같은 전문성을 행정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평소 디자인경영을 전공하며 얻은 경험이 큰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단의 일원으로 서울특별시 시정 전체를 조감해볼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디자인한마당, 디자인산업 육성,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지정, 시민 체감

디자인 등 굵직한 일들을 추진했던 경험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일 때와 문화디자인관련 행정의 책임자인 지금은 디자인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은 다를 거 같습니다.

저는 문화와 디자인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

우리가 추구하는 ‘매력적이고 살고 싶은 도시’의 척도인 문화는 
삶의 질과 행복, 도시브랜드, 공동체 의식, 
도시의 정체성·역사성 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PROFILE

PROFILE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교수,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석사,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대학원에서 디자인 전략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카이스트 대외협력처장, 
세계산업디자인협의회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사례로 본 
디자인과  브랜드 그리고 경쟁력』
『디자인 경영』 『세계 디자인 기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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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한마당

Desig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

2010 서울디자인한마당을 돌아본다

서울시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개최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올해는 그 명칭을 서울디자인한마당 
으로 바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성대하게 
펼쳐졌다. 
서울디자인한마당은 디자인 행사로는 유일하게 시민, 
디자이너, 기업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종합 디자인 
축제를 추구한다. 단지 축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디자인을 주목하며, 이에 따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반적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우리 모두 
디자이너라는 ‘주체’의 문제를 강조했다. 디자인의 궁극적 가치를 다시금 
짚어보자는 것으로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장벽을 없애며 소통하는 사회적 해법으로써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슬로건에 걸맞게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 위주로 
꾸몄다.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시민, 디자이너, 디자인전공 학생과 디자인 업계 등 말 그대로 
서울디자인한마당을 찾는 모두가 디자인에 대한 행복한 체험을 나누도록 전체 행사를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배려했다. 
주 무대인 잠실종합운동장과 마포홍대지구, 강남신사지구, 동대문DDP, 구로디지털단지의 4대 디자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이번 서울디자인한마당은 디자인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마켓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친환경’을 테마로 한 그림 전시와 자전거디자인페스티벌 전시는 전시 기간 내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다. 행사 
기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람객과 풍성한 전시기획으로 화제를 뿌렸던 2010 서울디자인한마당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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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한마당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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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한마당의 하이라이트 첫번째는 파빌리온이다. 지난해의 에

어돔 형태의 전시관에서 탈피해 지어진 가설 전시장으로, 잠실종합운

동장의 첫 관문인 ‘그린마켓’으로 들어서면 3개의 파빌리온이 관람객을 

맞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정상’(頂上, La Punda)’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디자인관’, 화합과 

조화를 나타낸 ‘문화이벤트관’, 하늘·땅·사람(天地人)을 표현한 ‘도시

디자인관’까지 세 종류의 파빌리온에서는 전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었다. 

웅장한 첨탑 모양의 알록달록한 파빌리온 안에 자리잡은 서울디자

인관은 풍성한 볼거리로 화제가 되었다. 특히 600년 서울 디자인의 발

자취를 주제로 하여 진행된 서울디자인자산전은 서울이 보유한 서울

의 디자인자산 61점을 최첨단 멀티미디어 영상과 첨단기술의 만남으

로 선보였다. 단순히 서울의 이미지를 벽에 쏘아 선보이는 일차원적인 

관람방식 대신 벽에 전시된 한복에 영상을 쏘아 한복의 디자인을 바꾸

고, 바닥에는 서울의 역사가 영상으로 흐르고, 화려한 보자기 사이로 

문화재가 엿보이게 하는 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에 걸맞은 다각적

인 전시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을을 얻었다. 전통적인 솜씨로 

재현한 신응수 대목장의 숭례문 미니어처 또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

로잡았던 작품. 

또한 훈민정음을 이용한 미디어 전시인 ‘서울의 어울림전시’에서는 

한글을 활용하여 각국의 전통춤을 표현한 ‘춤추는 한글’이 돋보였다. 

아울러 전시관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한글타일’은 도시의 역동적 움직

임과 한글의 자모를 주제로 구성한 추상작품으로 눈길을 모았다. 도시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동쪽 파빌리온(도시디자인관)에 위치

한 전시가 흥미로울 법했다. 에너지를 화두로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개가 되었다. 관람객들은 또한 현 소비에너지

의 1/2을 사용하는 미래서울에 대한 비전 역시 공유할 수 있었다. 그 외

에도 서울과 세계 도시들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 전시한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전시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문화이벤트관에서는 동양적 디자인의 우수성을 집약해 보여주

는 한·중·일전이 마련됐는데, 특히 한중일 생활전에서는 한국 중국 일

본의 작가들의 책 디자인, 가구 디자인, 세라믹 디자인 등 수준 높은 작

품을 한자리에 모아 3국간의 비교가 가능토록 해두었다. 

잠실 주경기장에 우뚝 선 세 개의 파빌리온은 모두 세계적 거장들의 

솜씨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 프란체스크 멘

디니가 서울디자인관을, 미국 건축가 다니엘 레베스킨드가 문화이벤

트관을, 대한민국의 건축가 김석철이 도시디자인관의 설계를 각각 맡

아 화제가 되었다. D

서울을 넘어 전세계로

전세계의 디자인이 집약된 파빌리온
이탈리아의 거장 알렉산드로 & 프란체스코 멘디니를 비롯한 3인의 거장이 선보인 파빌리온은 미래서울의 지향과 
세계 속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의 명성에 걸맞은 전시물과 기획의 만남. 

디자인서울 국제 컨퍼런스
세계디자인수도의 명성에 걸맞은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디자인 
컨퍼런스도 열렸다.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디자인서울국제 컨퍼런스는 크리스 루브크만, 멘디니, 존 우드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글로벌 리더 15명과 전세계에서 온 디자인 
전공학생, 디자이너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미국의 건축가 크리스 루브크만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함이란 상대적 개념이며 디자인은 이런 평범함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고, 영국의 존 우드 교수는 
“지속가능한 삶을 창조하는 메타 디자인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는 디자인교육과 재활용디자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시도됐다. 둘째날에는 잠실경기장에 파빌리온을 세운 세 
명의 건축가가 나서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청중과 
만났다. 마지막 세션은 이상해(한국), 정슈양, 뤼징런(중국), 
쿠로카와 마상키 등 석학들이 동양의 문화와 디자인을 재조명하며 
‘격물치지(실제 사물의 이치를 중요시 여기는 흐름)’를 디자인적 
화두로 끌어내 화제를 모았다.



스라엘 특수부대원에게 칼을 휘둘렀고,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자위권

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들 승선

자는 ‘변장한 테러리스트(disguised terrorists)’라는 것이다. 하지만 

FGM 회원들은 칼과 총은 갖고 있지 않았고, 각목으로 저지했다고 밝혔

다. 더불어,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헬리콥

터에서부터 총격을 가했다고 현장을 목격했던 FGM 회원들은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외신을 통해서 보인 특수부대 진입과 선상 충돌 장면

은 이스라엘 당국에서 제공한 영상이기에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다.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 유진 코간 박사는 6백명이 넘게 탄 배에 소수

의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잘못된 작전이라고 평했다. 최루탄이나 연

막탄을 쓰지 않고 특수부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선상에 투입된 것

은 작전의 1차 목표가  ‘조직된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

석했다. 

다부토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뉴욕의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이스라엘

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실은 배에 대해 군사 작전

을 펼친 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 행위이며, 국제 해역에서 벌어졌기에 

국제법을 위반한 야만적 해적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에드도간 터키 총

리는 이번 사건을 ‘피의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나라가 가자 문제

를 외면해도, 터키만큼은 가자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반면, 다니엘 카르멘 유엔 주재 이스라엘 부대사는 적십자사와 같은 

공식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서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조직

으로 FGM을 만든 것은 가자 지역에 더 많은 폭력을 부를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카르멘 부대사는 이스라엘 당국이 구호품

을 전달받아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제

안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직접 전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구호품 전달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억류 중인 인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

방을 요구했고, 나토의 라스무센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에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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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했다. 그리고 캐서린 애쉬톤 유엔 외무장관은 공정한 공개 수

사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대해 조심스럽

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이고, 상황을 이해하고자 

파악하는 중이다”라고만 발표했다. 서방의 모든 국가가 유엔이 공

정한 사건 조사를 하도록 하자

가자 해상에 대한 봉쇄 조치는,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

하는 하마스의 수중에 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2007년 

6월부터 무기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해왔다. 이번 작전이 국제

적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구호 선단에 대한 공격

이 봉쇄 해역에서 25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또, 비무장 인권 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아닌 정규군 특수부대를 투

입해 아홉 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인 마크 레게브는 이번 유혈 진압 작전을 

벌이기 전, 가자 지역에는 충분한 물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

힌 바 있다. 하지만 구호 단체들은 현재 제공되는 물품은 필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이집트에서 땅굴을 통해서 가자 지역에 들어

가는 물품은 일반 시민용이 아닌 하마스 지도부 가족에게만 전달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르마라 호에 실린 물품은 휠체어를 포

함한 의약용품, 건설자재, 식품, 교육 자료들이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또한, 레게브 대변인은 작전을 감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배

에 탄 터키 인권 단체인 IHH가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

다. 이를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이스

라엘 특수 부대를 투입한 것을 정당화했다. 나탄야후 이스라엘 총

리는 승선자들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에게 칼을 휘둘렀고,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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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졌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200여개 팀이 입

점해 약 3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했다. 일주일마다 참여 디자이너들을 

바꿔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게 하여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제품

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디자인마켓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국내외 신진디

자이너들의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이너 스마트, 제품화 이전의 

시제품이 거래되는 실험적 디자인마켓인 아이디어 마트, 그리고 국내

역대 행사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관람객들의 인기를 가장 많이 차지한 

부스는 ‘서울디자인마켓’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총 21일 동안  매출 3

억 원, 7만 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티셔츠, 아이폰 액세서리 

등 인기 제품의 경우 1일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그 반

응이 뜨거웠다고.

서울디자인마켓은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

는 소통의 공간으로 디자인을 사고 팔고 즐기는 그야말로 장터 개념으

외 전문 브랜드와 해외 디자인단체 소속 디자이너들의 제품 전시 및 판

매가 이뤄지는 브랜드 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태그의 입점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디자인태그샵  등이다. 

국내 41개 기업과 해외 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국내외 디자인산업

전’도 그 열기가 뜨겁긴 마찬가지였다. 특히 ‘해외 디자인산업전’의 경우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참가한 ‘PLEAS TAKE A SEAT’ 의자 전시가 좋

은 반응을 얻었다. 

노르웨이 디자인 컨셉트가 추구하는 편안함, 인체공학, 최소한의 재

료 사용이라는 원칙을 관람객들이 직접 앉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호

응을 얻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나 특별 포럼도 알찬 내용으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디자이너들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을 테마로 한 특별 포럼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또 행사기간 내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디자이너

스 토크’도 국내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국내외 밴더들에게 홍

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았다. D

디자인이 곧 산업이다

21일간 매출 3억… 디자인 마켓의 위력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을 사고 팔고 즐기는 디자인마켓. 참여팀도 늘어났고, 
매출액도 급상승했다. 아울러 국내외 벤더들 사이의 거래성사 건수도 증가했다. 디자인노믹스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린정원 파노라마
올해 서울디자인한마당의 테마 중 하나는 ‘친환경’. 관람석 일부를 
온통 푸른 카펫으로 만들어버린 그린정원 파노라마는 종합운동장 
1,2층 3만 여 관람석 공간을 녹색식물로 가득 채운 친환경 전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디자인 전공 교수, 대학생, 지역민들이 
참여했다. 플래스틱 컨테이너를 쌓아 동대문의 모습을 레고처럼 
형상화한 것 등 지자체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참신한 상상력을 
반영했다. 관련 녹색 식물은 현장에서 판매했으며, 그 판매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다.



스라엘 특수부대원에게 칼을 휘둘렀고,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자위권

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들 승선

자는 ‘변장한 테러리스트(disguised terrorists)’라는 것이다. 하지만 

FGM 회원들은 칼과 총은 갖고 있지 않았고, 각목으로 저지했다고 밝혔

다. 더불어,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헬리콥

터에서부터 총격을 가했다고 현장을 목격했던 FGM 회원들은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외신을 통해서 보인 특수부대 진입과 선상 충돌 장면

은 이스라엘 당국에서 제공한 영상이기에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다.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 유진 코간 박사는 6백명이 넘게 탄 배에 소수

의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잘못된 작전이라고 평했다. 최루탄이나 연

막탄을 쓰지 않고 특수부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선상에 투입된 것

은 작전의 1차 목표가  ‘조직된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

석했다. 

다부토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뉴욕의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이스라엘

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실은 배에 대해 군사 작전

을 펼친 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 행위이며, 국제 해역에서 벌어졌기에 

국제법을 위반한 야만적 해적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에드도간 터키 총

리는 이번 사건을 ‘피의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나라가 가자 문제

를 외면해도, 터키만큼은 가자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반면, 다니엘 카르멘 유엔 주재 이스라엘 부대사는 적십자사와 같은 

공식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서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조직

으로 FGM을 만든 것은 가자 지역에 더 많은 폭력을 부를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카르멘 부대사는 이스라엘 당국이 구호품

을 전달받아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제

안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직접 전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구호품 전달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억류 중인 인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

방을 요구했고, 나토의 라스무센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에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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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했다. 그리고 캐서린 애쉬톤 유엔 외무장관은 공정한 공개 수

사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대해 조심스럽

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이고, 상황을 이해하고자 

파악하는 중이다”라고만 발표했다. 서방의 모든 국가가 유엔이 공

정한 사건 조사를 하도록 하자

가자 해상에 대한 봉쇄 조치는,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

하는 하마스의 수중에 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2007년 

6월부터 무기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해왔다. 이번 작전이 국제

적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구호 선단에 대한 공격

이 봉쇄 해역에서 25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또, 비무장 인권 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아닌 정규군 특수부대를 투

입해 아홉 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인 마크 레게브는 이번 유혈 진압 작전을 

벌이기 전, 가자 지역에는 충분한 물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

힌 바 있다. 하지만 구호 단체들은 현재 제공되는 물품은 필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이집트에서 땅굴을 통해서 가자 지역에 들어

가는 물품은 일반 시민용이 아닌 하마스 지도부 가족에게만 전달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르마라 호에 실린 물품은 휠체어를 포

함한 의약용품, 건설자재, 식품, 교육 자료들이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또한, 레게브 대변인은 작전을 감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배

에 탄 터키 인권 단체인 IHH가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

다. 이를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이스

라엘 특수 부대를 투입한 것을 정당화했다. 나탄야후 이스라엘 총

리는 승선자들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에게 칼을 휘둘렀고,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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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로봇의 가능성을 제시해 박수를 받았다. 

보고경기장 동측에 431평 넓이로 설치된 상상 어린이공원은 재미있

게 놀면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놀이공간이었다. 레고로 만

든 가구, 대형 뜨개질 가구, 마분지 의자나 에너지 절약 램프 등 신기한 

디자인 체험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도록 했다. 또 디자인 꿈나무 교실은 

어린이 스스로가 직접 디자이너가 되어 자동차를 디자인해보고(‘똑딱

똑딱 그린카’), 자동차를 모티브로 세계 약 8개국 

어린이들이 디자인한 엽서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문화

재로 만나는 디자인교실, 어린이 푸드디자

인교실, 빨강마차 만들기, 스위스 포스터 디

자인교실 등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

결 능력 배양을 위한 10가지 테마의 

디자인 체험학습이 이뤄졌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행사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

해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행사장에

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을 위해 

종합안내소에서 유모차 대여와 미아

방지를 위한 팔찌도 제공해 호평을 받

았다. D

미래사회는 창의사회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디자인교육의 중요성이 알려지면

서,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우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다

는 입소문이 많이 나서인지 이번 서울디자인한마당에서는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아이디어 상상체험관, 상상 어린이공원, 디자인 꿈나무 교실 등이 마

련되었는데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형 체험 전시인 ‘아이디어 상상체

험관’에서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아이디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

다. 도슨트(안내원)의 친절한 1대1 설명이 곁들여지는 일종의 디자인 에

듀테인먼트 전시라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무중력 상태를 착시현상으

로 체험하는 ‘퐁퐁’, 대형 찻잔 의자. 알파벳 동물원, 거울의 방, 색 맡는 

강아지 등 세계 각국의 상상력이 녹아 있는 흥미로운 디자인 전시는 어

른들마저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충분했다. 특히 카이스트 산업디

자인과에서 선보인 ‘멍로봇’은 로봇에게 욕을 하면 얼굴에 멍이 드는 감

미래 꿈나무를 위한 디자인

창의력을 기르는 디자인 교육의 장
청소년과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그들에게 심미안과 디자인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행사로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손색이 없었다. 놀이형 체험전시, 신개념 놀이공간으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현장을 본다.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 페스티벌
북쪽 데크에서 진행한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 페스티벌은 세계 
디자이너와 시민 모두가 참여한 ‘자전거 문화행사’다. 최근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자출족’이 늘면서 자전거붐이 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자전거와 결합시켰다. 
자전거 페달을 돌려 믹서기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먹는 ‘자전거다방’이나 자전거를 타며 상대방과 
경주를 하는 자전거 달리기 배틀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으로 행사기간 내에는 리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자신의 자전거 
를 리폼하고 수리할 수 있는 공간도 상설 운영했다. 처음으로 자전 
거필름 페스티벌도 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1회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대상작은 이탈리아의 닐스 스베제가 디자인한 ‘바이크 2.0’. 
체인을 없애고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해 가속이 가능하도록 한 
자전거다. 디자인 부문 금상은 한국의 고유경, 김동하, 조경표가 
공동 작업한 신개념 미니자전거 ‘X 바이크’, 자전거 패션 및 
액세서리 부분 금상은 브라질의 가브리엘라 라벨로의 벽에 
부착하는 자전거 거치대 ‘BIK 3 플러그’가 차지했다. 공모전 
작품은 전세계 88개국에서 총 3,078명이 참가했으며 서울시는 
10월 7일 행사 종료 후에도 마켓에 전시된 작품들을 홈페이지(ww 
w.seouldesignmarket.com)에 소개하며 향후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내 상설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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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이탈리아의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 등 세계 유명 디자인

대학 10곳을 포함해 전세계 47개 대학이 ‘대학 탐구전’에 참여하여 지

난해(22개) 대비 114% 많은 작품이 관람객과 만날 수 있었다.

그간 볼거리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디자인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하

는 바가 적었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라도 하듯 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마

켓형 전시가 활성화된 것도 올해의 성과다. 디자이너들이 자체 브랜드

와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지난해의 두배 규모인 

4700㎡ 로 확대되었으며 ‘서울디자인마켓’, ‘국내ㆍ해외 디자인 산업전’, 

‘그린정원 파노라마’ 등 마켓형 전시는 일평균 매출액 2천만 원을 기록

했다. 이는 지난해 7백만 원 대비 280% 향상된 결과다.

디자인마켓,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과 계약 성사 거둬

특히 올해 디자인마켓의  가장 큰 수혜라면 국내외 유통 밴더와 디자이

너간의 활발한 계약 성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평균 57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질 정도로 부스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몇 가지 예

를 들자면 아마존닷컴의 공식 밴더인 엘이엘코퍼레이션이 국내 디자이

너들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것이나 일본의 유통업체 MARCS사가 래피

덕트, 김덕수, 러프디자인 왕춘호 등의 제품에 관심을 보여 독점계약을 

추진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업체에서도 롯데홈쇼핑, GS 등 

여러 바이어들이 각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과 활발한 접촉을 했다는 후

문이다.  

10월 7일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의 폐막식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장장 

21일 동안 펼쳐졌던 행사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 스케치와 시민 인터

뷰가 상영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많은 화제를 남겼던 행사를 아쉬워하

면서도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폐회사를 통해 “디자인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

게 만들며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

란다”고 이번 행사를 정리했다. 폐막식에서는 행사의 성과를 시민들에

게 발표하는 ‘경과보고’와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서울국제자전거디

자인공모전’ 및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한 ‘그린정원 파노라마’ 시상

식이 진행됐다. 

이번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은 올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 속 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하

였다. 또한 마포ㆍ홍대, 구로디지털단지, 동대문 DDP, 강남 신사동 등 ‘4

대 디자인 클러스터’와 연계한 행사 진행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산업 발

전과 디자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참신한 전시 아이디어가 돋보였는

데, 이는 기업·대학·디자이너의 참여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는 각종 전시에 243개 기업 및 브랜드가 참여하

여 지난해(158개) 대비 53%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서울국제디자인공

모전’에도 2,745개 작품이 접수되어 지난해(1,206개) 대비 128% 증가

특히 ‘서울디자인마켓’은 작년에 비해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한 3억

여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시 품목이 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

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00여 개의 판매액에 맞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벤더들이 참여한 세미나와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기업 CEO에게 설명하는 ‘비즈니스토크’를 실시하여 약 1억원의 계약 

실적을 올려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앞으

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자인태그’(http://www.designtag.

co.kr)를 통하여 서울디자인마켓의 열기를 이어갈 것이며, 디자인 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세계디자인수도 2010 선정에 이어, 

지난 7월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된 소식과 맞물려 개최되었

고, 그로 인해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

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을 시민들은 물론 해외 방문자들에게도 널리 알렸으며 

이는 앞으로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계층, 대상을 아우르는 전시와 기

획 프로그램들이 한자리에 모아지면서 ‘디자인 잡화점 분위기’였다는 

평가나 잠실종합전시관이라는 큰 공간에 복잡미묘한 디자인들이 어우

러져 시각적인 통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산 낭비에 조악한 전시물’이라는 예년의 평가에 비교하면 

올해는 예산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스

타일도 정제되었고 또 볼거리는 더 풍부해졌으며, 다양한 실속을 챙겼

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시는 디자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서울디

자인 한마당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보다 내실 있고 전

문화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완공 예정인 동대문디자인플

라자&파크(DDP) 인프라를 활용하여 앞으로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을 

격년으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종의 ‘비엔날레’ 형식으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서울디자인한마당

이 시민은 물론 디자인 전공자와 디자이너,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고 사

랑받는 행사로 지속되길 바란다. D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을 돌아보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기대 이상의 성과 낳아
21일 동안 진행된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이 막을 내렸다. 세계디자인수도 2010 선정에 이어,  
지난 7월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된 서울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린 것은 물론  
예년에 비해 기업, 디자이너의 참여가 대폭 늘어났고, 디자인마켓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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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he Seoul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10 received 2,745 entries, which accounted for a 128% 

increase over last year.  Forty-seven reputed colleges, such 

as 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 in Italy, participated in the 

Design University Exhibition.  In 2009, 22 schools shared 

their new and innovative ideas.    

Marketplace exhibitions, where sellers and buyers met 

directly, also drew much attention.  The area of promotion 

and sales venues, 4,700㎡, was more than double than that 

of last year.  The Seoul Design Market, the Design Industry 

Exhibition and the Green Garden Panorama had daily sales 

of 20 million won, which was 280% higher than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 Seoul Design Fair 2010 not only offered a 

wealth of things to see but also opened the possibility of a 

stronger design economy.  

Deals between designers and vendors were made at 

booths installed at the Seoul Design Market.  The average 

number of business consulting was 570 per day.  LEL 

Corporation, a vendor of Amazon.com, showed great 

interest in local designers; MARCS from Japan entered into 

an exclusive contract with Raphiduct, Deok-soo Kim and 

Choon-ho Wang of Lufdesign.  Many domestic companies, 

including Lotte Homeshopping and GS Homeshopping, also 

The Seoul Design Fair 2010(under the theme ‘Design for 

All’) wound up on October 7, 2010.  People in attendance at 

the closing ceremony celebrated the end of the Seoul Design 

Fair 2010.  They were filled with deep emotions while 

watching video clips recorded during its 21 days’ journey.  

Mayor Oh Se-hoon defined this event as an unprecedented 

experience to appreciate the universality and usefulness of 

design.  A summary of results and award ceremonies for 

the Seoul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10, the Seoul 

Cycle Design Competition 2010, and the Green Garden 

Panorama, which all the 25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prepared together, were also included in the closing 

ceremony.

The Seoul Design Fair 2010 op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city’s four design clusters: Mapo Hongdae District, Guro 

Digital Complex, DDP District and Gangnam Sinsa-dong 

District.  By inculcating in the public mind the value of 

design for everyday life, it is anticipated to b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the design industry.  

The Seoul Design Fair 2010 brimmed with colorful 

spectacles and exhibitions.  A total of 243 enterprises and 

brands showcased their work and boasted their creativity.  

Compared to last year, there was a 53% increase in 

contacted promising brands and designers.

Sales gained from the Seoul Design Market were 

approximately 300 million won, which were nearly double 

the total sales from a year ago.  The unit price of exhibit 

goods was less than 10,000 won; more than 50,000 items 

were sold.  Seminars for vendors from around the globe and 

the Business Talk, a session to introduce products by young 

designers to CEOs, led to a variety of agreements with a 

total amount of 100 million won, thereby assisting in 

vitalizing the design sector.  The lively atmosphere of the 

Seoul Design Market will continue via Design Tag (http://

www.designtag.co.kr), manag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will endeavor to become a solid and 

reliable partner for the design industry.

Seoul was named the World Design Capital 2010 in 2009 

and a UNESCO City of Design in July 2010.  The Seoul Design 

Fair 2010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the city’s 

reputation throughout the world.  The elevated status of 

Seoul will function as a future driving force.  

The Seoul Design Fair 2010 exposed its weaknesses as 

well.  As diverse programs encompassing different targets 

were held at the Jamsil Sports Complex to fulfill the slogan 

of ‘Design for All,’ the Seoul Design Fair 2010 looked like 

mishmash of stores.  The complicated and intricate design 

that decorated the event venue hindered visual unity and 

harmony.  

However, in spite of a decrease in budget from 10 to 7 

billion won, exhibition styles were further upgraded and the 

Seoul Design Fair 2010 was able to obtain substantial 

outcomes.  It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out of all previous 

events in every field.

With raised awareness about design and the Seoul Design 

Fai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host the 

Seoul Design Fair every other year to turn it into a 

specialized biennale and also to utilize infrastructures at 

the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which is slated to be 

constructed in 2012.  The Seoul Design Fair will position 

itself a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talented and fresh 

designers and relevant corporations as well as for non-

professional citizens.  D

Take a look back at the Seoul Design Fair 2010

‘Design for All’  
achieved more than expected.

The Seoul Design Fair 2010, which ran between September 17 and October 7, 2010, came to a successful 
completion.  Attracting overwhelming involvement from both the public and those engaged in the business, 
it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rand image of Seoul, the World Design Capital 2010 and a UNESCO City of 
Design, abroad as well as boosting the desig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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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창의문화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어주길

글   최 범(디자인 평론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민선5기 시정이 출범했다. 그에 따라 ‘디자인 서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디자인 서울’ 정책은 주요한 정

치적 쟁점이었다. ‘디자인 서울’이 지난 4년 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창의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되었다고 해서 기존 ‘디자

인 서울’ 정책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디자인 서울’ 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4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의시정’을 모토로 내세웠다. 

‘창의시정’은 창의문화도시라는 서울시의 목표를 한마디로 집약한 말이다. 창의문화도시는 

이른바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서울시 버전이다. ‘창의’란 과거의 ‘개발’에 비하면 차별화된 

것이 분명하고, 그런 가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최초의 포스트모

던 시장이라는 평가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의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

시정부 차원에서나 시민생활 차원에서 과연 그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정치나 행정은 일정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 배치하여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원 가능한 

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따라서 ‘창의시정’과 창의문화도시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자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창의

성이 존재하는가.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비전은 탈근대 도시 이론인 창조도시론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영국의 도시이론가 찰스 랜드리의 이론이 기반이 되었다. 그는 이른바 창조도시

론을 통해 탈근대의 도시 발전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며 2008년 서울시의 초청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도 있다.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와 ‘디자인 서울’ 정책을 살펴보면 거의 찰스 랜드리

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찰스 랜드리가 말하는 창조도시의 논

리와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의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제 지난 4년의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새로운 4년의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문화도시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어떻

게 창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w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삶 속에

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창의문화도시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D

그런 점에서 창의는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전략이 되어야 하며 
‘디자인 서울’은 
그러한 전략의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 
서울은 창의를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창의를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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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는 빠른 도시화를 촉진했고 도시로 하

여금 새 기능과 역할을 요구했다. 이동의 빈

도가 늘어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약속된 

안내 체계(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일종의 표지)인 이정표(里程標)의 역할

은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서울시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사설표지

안내판의 변모를 계기로, 거대도시 서울을 매

개로 하는 이정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조

선시대에는 주로 장승을 의미하는 후(堠)를 

세웠는데, 지방 도로 30리마다 대후(大堠)

를, 10리마다 소후(小堠)라는 이정표를 세웠

다고 한다. 이밖에도 솟대·서낭당 등이 이정

표 역할을 했다. 장승도 빼놓을 수 없는데 신

라시대 때 사찰의 경계 표시로 사용된 이래

로 장승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장승은 이정표는 물론 마을의 수호

신 그리고 액운을 쫓아내는 신앙의 역할까

지 담당했다. 장승의 양쪽 입가에 불쑥 튀어

나온 덧니를 보면 괴엄(魁嚴)함은 어느덧 사

라지고 친근감까지 느껴진다. 장승 하나에도 

함의적 의미와 기능을 담아낸 선조들의 해학

정신이 부럽다. 

서울은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봤을 

때 구조적으로 길 찾기가 어려운 여건을 가

지고 있다. 도시안내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같은 이유로 관련 시스템 개

발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의 

근대적 도시 생성과 도시계획과정은 이런 정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친절해진 도시 서울
‘도시의 이정표’ 사설표지안내판이 대폭 정비됐다. 빠른 도시화로 인해 
급조된 도시 서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안내 시스템이 정비되기 어려운 
역사적 여건아래 놓여 있다. 이번에 개선된 안내표지판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서울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친절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글 | 송주철 (송주철공공디자인연구소 대표)

황을 뒷받침해준다.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 후 서구를 경험한 서재필을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계획을 계획했으나 한일합방으로 무산되고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일제에 의한 도시계

획이 단행된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그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할 1936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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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암초가 있었을

까? 이렇게 시작된 항해가 그 목적지와 방향

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국가 디자인에 새로

운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21세기는 감성을 

파는 디자인의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누

구나 한번 찾고 싶은 관광도시, 가장 살고 싶

은 명품도시, 도시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이런 정책 가

운데 사설안내표지판도 포함되었다. 사설안

내표지판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의 방향과 거리 등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다. 2005년 개정된 도

로표지 규칙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도로

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요 공

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 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으

로 일반 개인의 자영업시설(주유소, 식당 등 

광고성(수익 목적))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같은 해에 사설안내표지판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되, 시설주가 

원하면 관할 구청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발표

하고 7,60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허가 사

설안내표지판은 철거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 

안내표지판 등 29종 이외의 사설안내표지의 

자진철거기간을 거친 후 모두 강제 철거할 방

침도 세웠다.

난립하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철

거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내판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을 디자인서울가이드

라인에 따라 개선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안

내표지판은 색채의 통일 그리고 주요 정보

와 부가적인 정보의 우선순위를 구분해 시

인성을 높였고 외국어도 함께 표기했다. 누

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공공시설은 그림문자

(pictogram)를 적용했다.

또 시정 전반에 걸쳐 서울을 대표하는 고

유 글꼴인 서울서체(총 7종)와 서울색(전통건

축물에서 볼 수 있는 단청과 기와 그리고 은

행나무와 한강을 기반으로 한 색)도 개발했

다. 서울을 대표하는 표준색과 표준서체의 

개발로 서울의 공공시각매체 및 공공시설물, 

공공 공간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의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판도 바탕은 ‘서울색’으로 서체는 ‘서울남산체’

로 통일해서 적용했다. 이로써 그동안 무질서

하게 난립했던 서울의 사설안내표지판은 향

상된 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추게 됐다. 도시의 

길 안내 역할 외에도 도시 경관의 향상에 기

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려와 친절이 있어야 하는 이유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의 도로표지판 개발

을 예로 들어보자. 브리스톨의 도로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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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도시개발은 중단된다. 해방 후 일제가 남겨 놓은 숙제를 풀 겨를도 없이 맞은 6.25동란.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할 근대화의 길은 험난했다.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수도 서울

은 급격한 지형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근대화의 숨가쁜 여정은 개발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마구잡이식 급조도시를 만들었다.

급조된 도시에는 디자인도 급조되었다. 도시를 안내하는 정보 디자인 역시 이를 피할 수 없

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5만 4000여 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설

치되어 있다고 한다. 형태와 색채가 제각각인, 정제되지 않은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은 도시 

미관에 커다란 폐해였다.

디자인 정책이 낳은 새 길잡이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시각 표현물과 시설물은 나름대로 고유한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

런 도시 구성요소들이 모여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경관은 한 도시의 얼굴로 그 도시의 정체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각각의 도시 구성요소들의 조화가 도시의 인상을 결정한다.

도시라는 공간의 가장 큰 배경은 건축물이다. 그리고 건축물을 에워싼 다양한 구성요소

들이 모여 한 도시의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간판은 이런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만하고 복잡한 간판은 도로표지판처럼 꼭 필요한 도시정보의 전

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공간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또 잘 읽혀지는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도로표지판의 디자인 개발은 그래서 지난하고 어렵다, 도로표지판이 보다 효

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려면 도시공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배경부터 정리되어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대개 건축물은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들을 조정(control)하기란 

어렵다. 건물 소유주의 인식의 개선과 건축법과 같은 법령이나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으로 구성된 현행 건축법만으로 이를 조정하는 일은 한계

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경관협정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상지 주민

들과 경관에 관한 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이 협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경관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더디

지만 우리의 경관이 향상될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주관하는 디자인 정책은 선장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2008년에 서울시

는 행정조직 내부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디자인정책을 실행했다. 초기 

깨끗하게 정비된 사설안내표지. 서울색과 서울서체가 통일감을 준다. 안내표지판은 한 도시의 경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은 세계적으로 안내표지판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빠르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브리스톨도 우리처럼 건축과 도로체계의 불안정을 겪게 

되었다. 비합리적인 표지판 체계는 도시 방문객과 도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이

에 브리스톨은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토대로 대대적인 안내표지판 교체작업을 시행했다. 

우선 브리스톨시 담당 공무원은 도시 보행자의 도시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했다. 오랜 시간

이 걸리는 도시이용행태 조사와 함께 다른 도시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연구했다. 해양도시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도로표지판에 적용했고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을 합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도시 브리스톨을 만든 것이

다. 브리스톨의 성공은 오랜 조사와 분석 그리고 도시이용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접근

이 이루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도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개발에 앞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아쉬운 점은 설문의 

내용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시민 인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민의 도시 이

용행태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에서 사용되고 있

는 서체의 ‘가독성’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 서울서체를  도시 시각 매체

에 두루 적용하려 하기에 가독성 문제는 더욱 검증을 요한다고 본다. 인쇄 지면에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 작업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

지만 정보가 쉽고 빠르게 인지돼야 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성격상 이런 검증 작업은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런던지하철의 뉴 존스톤체, 파리의 파리진 서체, 브리스톨의 트랜짓 서체, 요

코하마의 신고·나무체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의 도시들과 나름의 고유 서체들은 모두 역

사적으로 오랜 숙성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음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물론 바탕색과 표기 서체에 명도차가 적절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향상된 점

은 환영한다. 그러나 간접 조명에 의존해야 하는 야간의 가독성 부문이나 우천시에 정보 전달 

기능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여지는 도시와 사용되는 도시. 두 가지 명제는 현대 도시의 기본 덕목이다. 사용자를 배

려해야 하는 도시 디자인은 보편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숙명을 타고났다. 이를 충족하려면 

사람에 대한 탐구와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서울은 워낙 거대 도시라 그 변화를 한눈에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로 조금씩 거듭나고 있다. 편하고 아름다워 매력있는 도

시도 좋겠지만, 낯선 이방인에게도 친절한 도시였으면 좋겠다. 도시 디자인으로 베푸는 ‘친절’

도 역시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설안내판 하나에도 배려와 친

절이 묻어 있어야 하는 이유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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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경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좋은 간판이

란 무엇일까? 그 정의는 너무 크고 많으며 자극적이다 못해 시각적인 소음

을 제공하는 서울의 간판 현황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매년 

공모를 시행해온 서울시는 주변 환경 및 건물과 어울리고 디자인과 독창성

이 뛰어난 것이 좋은 간판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010년 간판 공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실시해 최종 31점의 좋은 간판을 선정했다. 광고주, 제작자, 디

자이너들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작품은 1차 사진심사에서 우수작품을 선

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좋은 간판을 선정했다. 작년에 비

해 수준이 높고 우수한 작품이 많아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 그리하

여 ‘대상’ 효정건업을 비롯해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5점, 장려상 20점의 

좋은 간판 총 31점을 선정할 수 있었다. 

한편 ‘시민이 만든 휴식’이란 주제로 진행된 ‘2010 벤치·의자 디자인 공모

전 수상작’도 8월 19일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역시 4년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유니버셜(Universal Design)’부문과 ‘그린

(Green Design)’부문으로 주제를 나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이

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공모 결과 총 430점이 접수

되어 총 87점(금상 4점, 은상 10점, 동상 20점, 입선 53점)이 수상작으로 선

정됐으며 대상작은 없다.  

유니버셜 부문에는 레일 양 끝의 높이를 다르게 해 어른과 아이 모두 편

하고 쉽게 앉을 수 있게 디자인한 윤학남·조현진의 한강벤치와 압정 모양으

로 이동이 편리한 김태민·박현우의 압정 벤치의자가 금상으로 뽑혔다. ‘그

린’ 부분은 버려지는 나무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다혜의 ‘에코 벤치’, 한

강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원형 벤치로 디자인한 서두원·정지훈의 

튜브가 금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작년 98점의 수상작품 중에서 40점을 실물로 제작하여 전시했

고 난지·여의도·뚝섬의 한강공원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첫 공

모전 시행 이후 총 250점의 시민작품들이 한강공원, 노을공원, 청계천, 서울

역사박물관 등 서울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과연 좋은 간판이란,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의 벤치란 과연 무엇일까? 핵심은 기능이라는 현실성을 
아우르되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또한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도시에 아름다운 
표정을 전해주는 두 주역, 간판과 벤치의 모범 사례를 만나보자. 2010 좋은 간판전과 2010 
벤치·의자 공모전의 주역들이다.   

좋은 간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디자이

너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업주에게 물

어본다면 각각 다른 답을 내놓을 것이다. 도

시환경의 정비와 개성, 그리고 저비용 고효

과라는 세 가지 욕심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두가 공

감할 수 있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간판이 여기 
있다.

2010 좋은 간판 & 벤치·의자 공모전 수상작 

도시에 표정을 더하다  좋은 
간판전

Good sign, 
 designed by citizens

1. 효정건업 연립간판 
건물의 외관을 고려한 색채와 통일된 규격이 돋보인

다. 연립간판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탈피하는 대안

을 제시했다. 

2. 달려라 자전거 
품격있는 디자인, 간결하면서도 친근함을 주는 간
판 디자인이다.

3. 만복국수집 
건물 외관과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
께 간판도 일부분으로 디자인해 조화와 일체감이 
돋보인다.

4. 구름카페          
건물의 파사드를 간판의 바탕면으로 간주하고, 이에 
어울리는 적절하고 작은 크기의 무채색 간판을 세련

되게 디자인했다. 

5. 잡

기존의 막걸리집의 이미지를 단숨에 바꿀 수 있게 간
판디자인을 건물상점 파사드와 조화를 고려해 세련

미가 돋보인다.

6. 콩불

파사드를 잘 이용하고 작은 크기의 간판을 효율적으

로 표현하여 대중음식점의 격을 높였다.

대상

금상

금상

은상

은상

은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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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Bench,  
     designed by citizens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의자만큼 시민들

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디자인이 또 있을까. 이번 공

모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과 자연환

경에 유익한 벤치와 의자를 공모했다. 시민들의 생

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반영된 공공편의 시설물이 
디자인되어 우리 삶 가까이에 놓여진다는 데 의미

가 있다.  

벤치·의자 
공모전

그린 부문

1. 튜브 (서두원·정지훈)

원형으로 제작된 벤치 중앙부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게 한 
자연친화적 테마가 돋보인다. 

2. 에코 벤치 (전다혜) 

버려지는 폐목을 이용해 만든 의자로 친환경 마인드가 돋
보인다. 공원, 광장 등 공공 공간에서 활용이 쉽다. 

유니버셜 부문

3. 한강벤치 (윤학남·조현진)

레일 양끝 높이를 다르게 해 S자 형태의 레일을 따라 의
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키 작은 아이와 키 
큰 어른 모두 편하게 앉을 수 있다. 또 자유로운 이동으로 
별도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4. 압정벤치의자 (김태민·박현우)

딱 보기만 해도 ‘압정’과 유사한 유니크한 벤치. 벤치의 이
동과 보관이 쉽도록 고안한 점이 눈에 띈다. 

1

2

3

4

금상

금상

금상

금상

ENJOY이너 피플

한강예술섬은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는 한강예술섬 사업팀의  
양홍모 주무관을 만나보았다.  글 | 하정희 기자

한강 노들섬에 예술을 꽃피우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강예술섬 사업은 한강대교 밑의 노들섬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

획이다. 총 99.102㎡의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며, 특히 한국적 선이 두드러진 한국의 전통 춤을 형상화한 

건물에는 오페라극장, 콘서트홀, 다목적 극장, 야외음악공원 및 다

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담당부서만 이름

이 5번이나 바뀌고, 디자인도 두 번 바뀌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

은 한강예술섬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공만 남은 상태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업을 맡고 있는 이는 한강예술섬 조성사

업팀의 양홍모 주무관.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시차 적응도 못한 상

태에 국정감사까지 겹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그를 현장에서 

만났다. 

양홍모 주무관은 도시기반 시설본부의 문화시설사업단에서 한

강예술조성사업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홍보 등 제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공무원의 유니폼이라 할 수 있는, 정장 대신 시크한 캐

주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선 디자인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들

인 여유가 느껴진다. 실제로 디자인지원실에 근무하며 디자인 펀드 

멘탈사업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다고.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죠. 지난 2년 반 동

안 디자인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디자이너 마인드가 생겨

나더라고요.” 대학교에서는 건축을 전공했고, 또 디자인 동아리 활

동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배경이다. 반려인 아내 역시 편집디자이너라니 어쩌면 그의 삶에 디

자인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는 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해 애착이 많다. 단순히 공연장을 하

나 짓는 게 아니라 100년 뒤에도 후손에게 서울의 자랑으로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강예술섬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아쉽기도 하다.

“디자인 사업은 단순히 몇 년 안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

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죠. 특히 도시 디자인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 불

편하고 다친 곳을 낫게 하는 정형수술과도 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

문에 더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죠.”

이런 꼼꼼한 과정을 잘 거쳐 한강예술섬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

에 자부심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D

한강예술섬 사업팀 
양홍모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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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을 꿈꾼다 
디자이너 출신의 CEO인 중소 제조업체 (주)바늘의 강준묵 대표는 필요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은 아이폰에 요긴하게 사용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로부터 들어보는 디자인 철학.  글 | 하정희 기자

1. 바늘에서 개발한 아이폰용 보조 배터리. 
2. 완성된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몇 번이나 수정을 거친다.  
3, 4. 사용자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 도덕성 있는 디자인 개발이 숙제다.  

“제품의 외양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디자인은 

아니죠. 디자인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

키는 작업입니다.” 아이폰용 보조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 전세계 8,000만대를 판매하는 등 대히트

를 친 (주)바늘의 강준묵 대표의 첫마디다. 

미국에서 아이폰 2G가 나왔을 때 배터리에 대

한 클레임이 많다는 것을 보고 착안하게 된 아

이폰용 배터리는 스마트폰 표면 보호 케이스처

럼 생겼다. 여기에 아이폰을 끼워놓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평균 4

시간인 아이폰 사용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늘

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애플 본사로부터 ‘Work 

with iPhone’ 인증마크를 받은 뒤로 수출량이 

더 늘었다. 

옷감과 옷감을 연결하는 바늘처럼 다양한 재

료를 연결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바

늘’인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중앙대에

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삼성에서 디자이너로 

오래 일했으며, 네플리스 디자인회사 등을 거쳐 

총 18년을 디자이너로 일했던 강준묵 대표가 디

자인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회사로 설립했다고 해

서 화제가 됐다. 

소비자의 편의를 바탕으로 한 좋은 디자인 
“제조업은 일단 어렵습니다. 숫자와 친해져야 하

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본업인 곳

에서는 디자인을 서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디자이너가 본업인 CEO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면이 있죠.”

애플 보조 배터리 개발한 
㈜바늘 강준묵 대표 

사무실 벽면 전체는 하나의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료들이 붙어 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기 위한 자료

인 셈이다. 강준묵 대표는 다양한 시각에서 자료

를 수집하고 팀원과 공유할 때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하죠. 

그러나 우리 산업디자이너들은 제품을 사용할 소

비자들의 입장에서 더 편리한 제품이 무엇일까 

디자인적으로 고민하며 작업합니다.” 

그의 디자인론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

다. 밥솥이야기다. 밥솥은 밥을 짓기 위한 단순

한 도구만이 아니라 밥솥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주방문화도 바꿀 수 있는 매개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똑똑한 기기가 아니라 라이

프스타일을 바꾸는 기기다. 그래서 그의 아이디

어는 단순히 배터리에 머물지 않고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 등 다양한 스마트폰의 일렉트릭 액세서

리 개발로 뻗어나가고 있다. 

강준묵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이란 무

엇일까? 그는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단

어를 끄집어냈다. ‘도덕성’이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보기엔 좋은데 막상 사용해보면 불편한 제품

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무시한 그런 디자

인은 좋은 디자인이 아닌 거죠. 소비자들에게 심

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니까요. 무조

건 디자인적으로 튀는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져

보고 써보면서 즐거움과 기능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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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하여
디자이너들에게 수집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디자이너가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된 물질이  
그 대상이지만 살펴보고, 톺아보는 수집의 전 과정에서 쌓인 이해와 사유는 디자이너를 
성장시킨다. 여기 장난감이라는 소소하기 짝이 없는 물건을 통해 유구한 동심의 역사를 얘기하는 
장난감 수집가 현태준이 있다.  글 | 정지연 기자

장난감 수집가 
현태준 

서울의 분더캄머, 서교동 뽈랄라 수집관 
너무 좋아서, 갖고 싶어서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사적인 너

무나 사적인 욕망의 발현’이 수집의 본래 의미라면, 오늘날 

수집의 본질적 의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듯싶다. 데미

안 허스트의 작품 ‘해골’이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고 선민 데

이비드의 아트토이가 이베이에서 수십 만원에 팔리는 현실

은 수집이라는 행위를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듯해서 입맛이 씁쓸해진다. 

수집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서 모으는 걸 의미하

지만은 않는다. 적어도 디자이너에게 수집이란 디자이너의 

관심과 화두를 지속시키는 생각의 그릇의 역할을 해주며 아

이디어의 근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하여 창작으로 재탄

생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수집은 예

술이다. 그것은 분더캄머(wunderkammer)의 예만 들어도 

알 수 있다. 독일어로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의 방’이란 뜻

을 담고 있는, 현대적 의미로 박물관의 전신이라 할 분더캄머

는 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기이하고도 놀라운 컬렉션을 가

리키는 말이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도 이런 분더캄머가 있다. ‘장난감 수

집가’로 널리 알려진 현대 아티스트 현태준의 ‘뽈랄라 수집관’

이 그것이다. 2009년 4월 개장한 ‘뽈랄라 수집관’은 1950년대

부터 우리나라 문방구를 통해 면면히 내려온 완구의 역사를 

담아낸 장소이다. 서교동의 커피프린스로 향하는 길목에 위

치한 지하 30평 남짓한 공간에는 유리 진열장이 도열해있고 

그 안엔 장난감과 완구류가 나름의 분류체계에 따라 놀랄 

만큼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우리나라 완구산업은 IMF를 계기로 줄줄이 도산의 위기

를 겪었어요. 완구회사가 그러니 완구와 인형을 팔던 문방구

도 그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전국적으로 문을 닫

기 시작한 문방구들을 찾아다니며 유년시절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이른바 ‘불량식품’과 장난감들을 모으

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현태준

의 수집벽은 시작된 셈이다. 그게 무려 10년

이 지속됐다. 그 세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고, 필요하다면 문방구 터가 있었다던 

쓰레기 소각장을 파헤치기도 했다. 그렇게 해

서 힘들게 모은 그의 수집품은 그러나 전혀 

멋지지 않다. 이웃집 아저씨같이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짝퉁’ 슈퍼맨 인형, 조악하기 짝

이 없는 뱀주사위 놀이판, 그리고 옛날 맞춤

법으로 쓰여진 ‘쫀듸기’, 딱지, 판촉용 성냥갑

이나 병마개까지 온갖 잡동사니를 아우른다. 

남들 보기엔 잡동사니지만 그에겐 한 시절의 

추억과 애환을 되살려주는 매개체이자 기록이다. “처음엔 신기한 걸 무작정 모은다는 생각이

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도 모두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이것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없애지 않았더라면 따로 모으지도 않

았을 거예요.” 현태준의 말이다.

소유를 통해 사유로 이어지는 수집의 심화과정 
자신만의 작은 컬렉션을 지키기 위해 현태준은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만화가이자 일

러스트레이터로 또한 수필가로 활약하며 『뽈랄라대행진』 『아저씨의 장난감 일기』 『현태준 이우

일의 도쿄여행기』 등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고, 이전에는 ‘신식공작실’이라는 키치적인 아름

다움을 가진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였다. 영화 <몽정기>의 포스터 작업은 물론 지금

도 단행본의 시리즈 물을 맡아 진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뽈랄

라 수집관’의 운영과 유지비로 쓰인다. 

“뽈랄라 수집관을 내면서 연희동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빼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러니 월세는 두 배나 나가죠. 이곳 임대료는 나날이 오르죠. 공공단체

나 뜻있는 독지가가 이런 사적인 박물관을 인수해 운영해준다면 바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환금성이 거의 없는, 이런 국산완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 사람도 없거니와 팔아도 얼마 받을 수 없는 국산완구들. 10원 혹은 100원짜리 장난감들은 

일본 유명 장난감의 어설픈 복제이거나 조악한 만듦새를 보여주지만 현태준은 그것 자체가 유일

무이하다는 데 의의를 둔다. 그리하여 사진을 찍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부족한 문헌자료는 

구술 정리로 재현해둔다. 알아주는 이 없이 혼자 하는 고독한 작업이다. 다행히 얼마 전에는 한 

출판사에서 도록 작업을 제의해와 고무된 상태다. 

“장난감이나 완구에는 개인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버텨오지 못했을지 몰라요.” 

누구는 그의 수집관을 두고 지극히 사적인 컬렉션이라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루시’니 ‘봉구’니 이름 붙인 나만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행복했던 어린 시절 추억을 

통해 우린 과거를 지우고 미래로만 달려가는 일상이 얼마나 삭막한가 깨닫는다. 또한 그의 수

집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일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헌신의 세계를 깨

우쳐준다. 남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하찮고 미천한 장난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

을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 수필가, 장난감 수집가인 현대 아

티스트 현태준이다. 뽈랄라 수집관(02-3143-339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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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공공 디자인

전통의 가치를 
지켜내다  

미국 뉴욕시는 도시 정체성 정립과 유지를 위해 도시 디자인, 교통, 정

보 및 기술, 도시환경이라는 4개의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유

기적으로 CI를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CI)과 공사계획은 설립된 지 13년째에 이르는 

DDC(Department of Design + Construction)에서 전담하고 있다. 

DDC는 2006년 개발사업 관계자들을 위해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한 각

종 수치와 제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설명을 브로슈어로 만

들어냈으며, 2007년에는 생긴 지 10주년을 맞이해 뉴욕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10가지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시의 디자인 정책과 공사

계획에 대해서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

2008년에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DDC 

설립 이래 그때까지의 프로젝트 성과와 관련된 공공정책들, 그리고 최

근의 디자인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설명하는 정책 자료집 

『Design + Construction Excellence : How the City Is Improving Its 

Capital Program 2008』을  발표했다.

또한 뉴욕시는 도시의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 그 적용사례가 가장 직

접적인 교통관련 신호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리포팅해 놓았

는데 이를 담당한 뉴욕시 교통 담당부서인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홈페이지에 가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표지판, 가

로수 등의 정보, 버스나 배 등을 포함한 교통수단 정보를 비롯해 이에 

대해 출판물로 정리된 자료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뉴욕시는 위의 2개의 부서와 더불어 뉴욕시 정보 및 기술 담당부서인 

DOITT(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

communication)를 두어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 

정책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과 미화정책을 담당

하는 DSNY(Department of Sanitation New York City)를 통해 뉴욕시

의 CI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CI란 도시 정체성(City Identity, 이하 CI)을 말한다.  
한 도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시키는 그 도시만의 고유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답다’라는 한마디 말로 규정될 수 있다.  
뉴욕은 13년 역사를 자랑하는 DDC의 주도 아래  
도시디자인을 살려나가고 있다. 

런던 4개의 지역구를 보면 도시 정체성의 근간이  
유서 깊은 가문의 문장에서 출발했다. 현대에 걸맞은 세련됨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받아들인,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들 심볼 사례를 살펴보자.

런던에 있는 일링턴 카운실, 사우스워크 카운실, 샌드웰 카운실, 노스 

요크셔 카운실 등 4곳의 지역구를 통해 영국은 현재 어떻게 도시 정체

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런던 북쪽에 자리 잡은 일링턴 카

운실(Islington Council)은 전통을 살려 유서 깊은 가문의 문장을 도식

화하여 심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심볼만을 CI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의 사회적 공헌목표인  ‘고잉 그린 Going Green’에 맞춰 그린 컬러를 이용한 

물결 모양의 디자인으로 확장시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이다.

런던의 남쪽에 있는 지역구인 사우스워크 카운실(Southwark 

Council)의 심볼은 런던의 다른 지역구와는 달리 전통적인 문장형식에

서 탈피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타이포그래피만으로 이뤄진 로고

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터키그린과 블랙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9가지 컬러 팔레트를 서브컬러로 적용해 참신하며 활력 넘치는 느낌의 CI 

사례를 보여준다.

런던의 다른 지역인 샌드웰 카운실(Sanwell Council)은 샌드웰에 속

한 6개의 관할구를 모티브로 제작된 로고를 사용하는 점이 이외의 지

역과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스 요크셔 카운실(North Yorkshire Council)의 경우 

위의 3곳과 다르게 지역구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문장과 지역명의 영문 

머릿글자를 조합한 디자인을 채용해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런

던은 이와 같이 전통의 가치를 CI에서도 지켜냄과 동시에 현대에 걸맞

은 세련된 공공 디자인을 통해 같은 런던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지역의 

개성을 잘 표현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NEW  YORK LONDON

1  www.nyc.gov/html/ddc/downloads/pdf/agency_brochure.pdf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뉴
욕시 디자인 정책 부서인 DDC가 정리해낸 각종 수치와 제반사항에 대해 친절한 브로슈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10th Anniversary New York Construction. 뉴욕시의 10가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알려주
는 출판물로 전문가를 비롯해 뉴욕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디자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3  www.nyc.gov/html/ddc/downloads/pdf/DCE_2008.pdf 이곳에 접속하면 DDC의 디자
인 정책을 집대성한 <Design + Construction Excellence : How the City Is Improving Its 
Capital Program 2008>을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4 교통 담당부서인 DOT의 적용사례인 자동차, 신호등, 안내표지판, 가로등과 배너.

1  런던의 일링턴구에서 사용 중인 문장의 원형과 현재 사용 중인 심볼. 타운홀(Town Hall) 내부
와 건물에 적용된 CI 사례들.

2  사우스워크의 전통적인 문장 원형과 현재 사용 중인 로고. 안내홍보물이나 주민 참여를 위한 
포스터, 그리고 지역 표지판.

3 샌드웰의 6개 관할구를 상징하는 로고. 안내 홍보물 및 지역 신문. 
4 노스 요크셔의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로고. 지역 홍보물 및 지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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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상하이에는 서구식 새로운 공원과 

쇼핑몰이 들어서고, 화려한 불야성을 자랑하는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

어서고 있다. 현대성이 급격히 전통성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도 상하이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정체성 사례에 대해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

년 상하이 엑스포,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CI를 

통해 간단히 훑어보기로 하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주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이란 슬로건이었다. 올림픽

으로 하나된 인류를 표현하는 마크로 북경(北京)의 ‘京’를 이용한 심볼

을 만들어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Better 

City, Better Life)’이란 슬로건으로 엑스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박람회(世界博覽會)’의 첫글자로 

사람과 시민을 상징하는 ‘世’를 채용한 심볼을 디자인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감동이 있는 경기, 화합의 아시아’

란 슬로건 하에 아시아의 화합을 위한 심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5마리 

양을 형상화했다. 광저우시 북쪽에 있는 위에슈 공원에 있는 5마리 양

의 석상에 얽힌 전설에 따른 것인데 하늘의 신이 가난한 고장이었던 광

저우에 곡식을 한 가지씩 문 5마리 양을 내려 보내 오곡이 풍성한 땅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상하이 엑스포 사무협조국과 중국 국무원은 이와 같은 CI의 관

리방법과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 발표해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

며 상하이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했다.

1 기존의 도시 상징물과 로고. 
2 2009년 7월 새롭게 발표된 ‘미래의 멜버른 Future Melbourne’이란 주제의 멜버른의 로고.
3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행사용 배너. 
4 빅토리아주, 멜버른, 소규모 단체의 자전거 관련 정책 로고.

1 왼쪽부터 베이징올림픽 심볼, 상하이엑스포 심볼, 광저우 아시안게임 심볼. 
2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채택한 환경마크, 자원봉사 마크, 문화마크 등.
3 상하이 엑스포 옥외 마스코트와 이를 이용한 기념 티셔츠. 상하이 엑스포 잡지.
4 상하이 엑스포 기념 우표책과 엠블렘을 이용한 녹지 조성. 
5 엑스포 홍보 책자, 홍보 배너와 부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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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미래방향성을 
향하여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디자인

청정도시 호주 멜버른은 정리가 잘된 도시브랜딩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9년 7월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선포한 멜버른의 사례를 보자.

상하이는 중국에서도 가장 발달한 도시로 거대한 쇼핑몰과 화려한 컨벤션 
센터가 즐비하여 뉴욕을 무색케하는 마천루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상하이의 도시 아이덴티티, 즉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려는 의지는 올림픽 같은 
대형행사 유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호주 멜버른  중국 상해

MELBOURNE SHANGHAI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은 과거의 여러 민족과 문화의 유

산이 서로 공존하는 도시다. 근대건축유산이 어느 곳보다 많이 존재하

며 풍부한 자연공간, 쇼핑거리, 편리한 교통을 통해 활기찬 도시의 문화

를 마음껏 느끼게 해준다. 

시대가 점차 바뀌면서 기존의 도시 상징물과 로고(나뭇잎 모양)는 국

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맬버른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는 또한 

도시의 정체성을 분산시킨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검

토와 리서치 끝에 2009년 7월 새롭게 도시 아이덴티티를 발표했다.

멜버른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 방향성을 위한 슬로건을 먼저 주창했다. 시민을 위한 도시, 번영하

는 도시, 에코 도시, 지적인 도시, 창조 도시, 연결된 도시라는 6개의 슬

로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래의 멜버른 Future Melbourne’이란 주제는 멜

버른의 로고에 잘 표현되어 있다.

멜버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야라강 주위를 보면 시가 정한 CI 공공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종종 확인해볼 수 있다. 멜버른은 다양한 행사

를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배너 규격을 상세히 정해놓았

다. 관공서의 문서, 공공 시설물, 그리고 이에 대한 가이드와 홍보물 등에

서도 정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멜버른 시내 곳곳에서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멜버른은 시의 정책 관련 부문이나 캠페인 등에서도 로고나 CI, 디자

인 작업에 적극적인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자전거도로계획에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자전거에 대한 재미있는 로고들이 있어 소개한다. 빅토

리아주의 자전거 관련 정책 로고와 매년 열리는 멜버른 사이클링 페스

티벌 로고. 그리고 자전거 관련 소규모 단체의 로고를 보면 지역 곳곳에

서 정책성 로고나 캠페인성 로고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 디자인을 통해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고 아울러 깨끗한 도시 멜버른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54 55

서울시가 2010년 7월 20일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됐다.  

2004년 발족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각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도시발전과 더불어 해당도시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디자인, 문학, 음악, 공예, 미디어아트, 음식, 영

화 등 7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은 디자인 분야에서 선정되었

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베를린(독일), 몬트리올(캐나다), 

나고야, 고베(일본), 선전, 상해(중국) 등 총 8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

게 됐다. 

이번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선정으로 서울시는 도시 브랜드 가

치를 제고하고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으로 세계 디자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서울의 풍

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잠재력, 다양하고 강력한 디자인정책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 창의도시 활동을 통한 개발

도상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울러 유네스코는 서울의 혁신적 역량을 신뢰하며 개발도상국 도시들

과 연대해 창의성 증대에 앞장서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게 되는 건 물론 유네스

코를 통한 문화산업간 공신력 있는 국제협력망 구축과 창의도시간 정

보, 지식, 경험의 교류를 위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문

화·디자인자원과 활동상황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유

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을 1,000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

각하며,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은 그동안의 축적된 디자인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주도적인 창의도

시 활동을 통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디자인산업과 창의

인재를 육성하여 서울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디자인 창의도시로 만

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선정은 지난 2008년 세계디자인수

도(WDC) 선정에 이은 것으로 세계디자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값진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패션위크조직위원회는 10월 22

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서울무역전시장

(SETEC)과 삼성동 크링(Kring)에서 2010 추계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했다. 이번 서울패션위크

는 개최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 더 의미있었

다는 평가다.  

서울패션위크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 12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서울콜렉션으로 출발

하여 지난 10년 동안 896명의 디자이너, 1,197

개 패션업체가 거쳐간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패션 축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월 25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국내패션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10인의 디자이

너(지춘희, 이상봉, 우영미, 이영희, 정욱준, 박

춘무, 손정완, 문영희, 장광효, 김석원)의 헌정

작품 전시회 및 기념식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

았다. 이들은 국내외 패션전문 기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세훈 서

울시장을 비롯해 도쿄패션위크 조직위원회 총

괄디렉터 야마자키 켄지 및 국내외 패션계 유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 기간에는 아시아 최초로 

‘2010 아시아 패션위크 심포지움’이 개최돼 눈

길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 도쿄, 상하이, 싱가

포르 등 패션위크 관계자들은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추계 패션위크에 모던미

를 담은 감각적 브랜드 ‘Doo.Ri'로 뉴욕에서 활

약하고 있는 두리정과 2008년 영국의 패션프

린지에서 최초로 우승한 한국인 디자이너 홍은

정 등을 특별 초청해 해외 패션계와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취지를 부각시켰다. 

아울러 남부도시 이에르에서 개최되는 세계

적인 패션·사진 축제인 ‘이에르(Hyeres) 패션 

페스티벌’이 배출한 아시아계 신진디자이너 3인

의 갈라쇼도 열렸다. 한국인 최초로 선발된 김윤

정 디자이너, 2009년 파리 ‘올해의 디자이너상’

을 수상한 중국 출신 디자이너 ‘이낑 인(Yiqing 

Yin)’, 몽고 출신 디자이너 ‘촐로먼드크 문크

(Tsolomandakh Munkhuu)’ 등이 참여했다. 

해외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기획전 

‘트라노이 서울(Tranoi Seoul)'도 개최됐다. 파

리의 유명 트레이드쇼인 트라노이와 협력해 글

로벌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것으로 ‘와이루사

(YRUSA)‘, ’실렌클레이드(SEELENKLEID)‘, ’로

버트 로드리게즈(ROBERT RODRIGUEZ)’ 등 

10개 해외 업체와 최범석, 강동준, 신재희 등 총 

10명의 국내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그 외 올해로 브랜드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

별한 무대를 선사할 이상봉 씨의 콜렉션 무대를 

비롯하여 일본 비즈니스에 주력하다가 오랜만

에 복귀했던 ‘로리엣(ROLIAT)’의 디자이너 홍

승완의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주에 초점을 맞춘 트레

이드 쇼 컨셉의 PT쇼와 패션페어에도 각각 13

개 브랜드와 80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

다. PT쇼에는 정욱준, 스티브&요니, 박춘무 등

이 참가했다. 

서울시의 지원도 돋보였다. 참가 업체들이 국

내외 프레스 및 바이어와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통역을 비롯한 전문 마케팅인력을 지원

했으며 사전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원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을 체계화했다. 또한 서울패션위크 최초로 

RFID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다. 

원대연 서울패션위크조직위원장은 “서울패

션위크는 그동안 서울시의 지원 아래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며 “서

울 패션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알

리고 서울패션위크의 비즈니스 친화적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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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이 2010 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서울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선정

Seoul Design News

유네스코는 서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잠재력, 다양하고 강력한 
디자인정책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 창의도시 활동을 
통한 개발도상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패션위크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 12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서울콜렉션으로 출발하여 지난 10년 동안 896명의 디자이너, 1,197개  
패션업체가 거쳐간,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패션 축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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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북부 ‘노르 빌팽드’ 전시장에서 매년 1·9월 두 차례 열리는 ‘메종 & 

오브제’는 전세계 가구, 인테리어, 가전, 자동차 등의 분야와 관련된 

3,300여개 업체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10만여 명의 유통업체 관계

자들이 찾는 초대형 행사다. 모방이 가능한 디자인 전시회의 특성상 바이

어는 물론 취재진까지도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이 메종 & 오브제 파리에 처음으로 독립부스를 마련

하고 국내 젊은 디자이너와 기업 34개팀 58개 제품을 모아 참가했다. 서

울시관(Seoul Designers Pavilion)에는 행사 기간 내내 외국인 바이어와 

언론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메종 & 오브제 파티는 참가신청 이후 심사에만 3~5년을 기다려야 할 정

도로 참가 자체가 어려운 세계적 행사다. 서울시 디자인재단은 신진 디자

이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스를 얻어내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세

계시장에 그들의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소재와 아이디어 

접근방식이 독창적이어서 반응 또한 좋았다. 제주도 해녀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홍차용품 ‘티-다이버’를 개발한 2인기업 ‘아벨 앤 파트너스 디자

인 스튜디오’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오래 전 끝낸 일정이 지워지는 제

품 ‘시간의 흔적’을 출품한 차일구 씨 등이 대표적. 서울시는 이같은 반응

에 고무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인큐베이팅하여 우

수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의 밤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남산 산마루 주변에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남

산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으로 성곽 복원 작업을 보여주는 동시

에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담긴 남산 이야기 8가지 테마를 빛에 실어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빛의 테마의 주요 내용은 ‘남산팔경’이라는 주제로 남산의 계절별 자연풍

경과 유수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를 8가지의 테마로 구상했으며 N남산

서울타워와 팔각광장에서 볼 수 있다. 수직적으로는 N남산서울타워의 

‘남산팔경’이, 수평적으로는 이미지를 통한 성곽의 복원이, 공간적으로는 

광장의 안개분수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함께 생동

감 있는 공감각적 경관을 완성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영상연출은 동절기(11월 1일~3월 31일)기간에는 매일 저녁 7~10

시까지 매시 정각에 8분간 4회 연출되고 있으며, 하절기(4월 1일~10월 

31일)에는 매일 저녁 8~11시까지 매시 정각 4회에 연출하고 있다. 이때에

는 분수를 이용한 서울성곽복원 영상연출도 함께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사업은 물론 시정 전반에 이르는 디

자인 혁신과 높은 미래가치 구현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브라질 IDEA에

서 디자인 전략 및 환경분야 금상에 선정되어 8월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브라질 IDEA 금상 수상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디자인시정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부터 제1회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사

업을 추진하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서울시는 지난 2월 WDC_세계

디자인도시서미트를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어린이디자인창의력캠프, 서

울국제디자인워크숍 등을 통해 디자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며 국가간 

디자인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4대 디자인 클러스터 및 디자인연구소 등 디자인산업 관련시설에 관

심을 기울여 도시경쟁력을 높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3백만 명 이상이 참

여하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을 개최하여 디자인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

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왔다. 

브라질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Red dot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

를 자랑하는 3대 디자인어워드의 하나인 미국 IDEA 어워드의 중남미지역 

상이며,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의 인증하에 올해 3회째 개최됐다. 

브라질 IDEA 디자인 어워드는 상업/제품디자인, 운송수단 디자인, 의료

기기/레저용품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엔터테인먼트디자인, 에코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전략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상한다.

서울시와 알파색채㈜가 서울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창의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색 미술용품’을 출시했다. 

지난 7월까지 이들은 서울대표 10색으로 구성된 크레용, 색종이, 아크릴

물감, 포스터컬러 등 총 4종의 미술용품을 개발했다. 아울러 이들 상품은 

해치서울샵을 포함한 핫트랙스(교보문고), 영풍문고, 한가람문구, 알파

문구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약 40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색 미술용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무독성 및 친환경 안료를 사

용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

크)를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또한 손에 묻지 않아 사용

이 편리하다. 색종이의 경우 해치종이접기와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어 서

울의 상징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어 1석2조다. 

이와 같은 서울색 미술용품의 개발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서울색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서울시는 

2008년 개발한 서울색을 도시경관에 적용하고 시민의 체험기회를 확대

하는 건 물론 앞으로도 서울색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색 색채정보와 한글용 서울색 팔레트는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design.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756

VIEW 서울 디자인 뉴스

남산 산마루에  
펼쳐진 빛의 향연 

서울색 미술용품 출시 
“서울색으로 그려보세요” 

서울시, 메종 & 오브제 

파리 전시회에 서울시관 운영 

디자인시정, 

브라질 IDEA상 수상 

Seoul Desig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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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물어보세요

1 보도 기능별 포장질감 대비의 예
2 보행안전구역의 조성
3 보도포장과 통합 디자인된 맨홀덮개

Q.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는데, 장애 없는 보도란 무얼 말합니까? 
나이와 신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를 장애 없는 보도로 파

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도를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했고 장애 없는 보

도의 공간구성은 차도-(자전거전용도로)-장애물구역-보행안전구역-건축물 순으로 놓이도록 

한 걸 말합니다. 또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이 아닌 별도의 장애물구역 내에 통합 설치하

도록 해 보행안전구역 내의 100% 무장애를 보장토록 했습니다.

Q. 보행안전구역이란 무엇입니까? 
보행안전구역은 그 어떤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구간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점자 

블록 없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겐 요철로 인한 불편요소였던 것을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 이상을 확보하고, 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고용 띠나 녹지를 조성해 시각

과 보행감각만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이와 같이 보도 가이드 라인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간 서울의 보도환경은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상충되는 요구를 아우

르는 기준이 미흡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도 조성 지침이 다

양하니 현장작업자들 역시 지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이에 보행자 계층의 요구를 

통합하고 각 구청별로 달리 적용했던 ‘보도조성지침’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립해 실질적으로 안전

한 보도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그동안 서울의 도로환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차량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곳엔 점자블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

존의 점자블록이 검정색이나 금속 재질이라 약시자에게 웅덩이처럼 보여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감

안해 모두 노란색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분리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턱 낮춤 위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적절한 높이 차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나이·신체·성별 장벽 없는 보도 디자인 기준 마련  

보행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천국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8월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도 조성 10개 원칙’을 발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글 | 편집부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을 
명확히 한다.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해 위험을 경고한다. 

  점자블록 색상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다. 

  점자블록 재질은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하여 설치하며, 점자블록은 
음성신호기 전면에 설치한다. 

  ‘부분턱낮춤’은 1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횡단보도의 폭이 
80m 이상일 경우 2개까지 설치 가능.)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낮춤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건물 주차장 진입부, 또는 이면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사용으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보행자 위주의 
보도를 조성한다.

Q.  지체장애인이나 노력자를 위한 배려는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차도와 보도를 경계하는 부분턱을 낮췄습니

다. 보도턱이 있을 경우 휠체어 진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Q. 가이드마련은 어떻게 준비됐나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을 할 계획이랍니다.  

Q.  현재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2010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착공이 예정된 현장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공사

를 완공한 17개 디자인서울 거리 중 검은색 점자블록을 사용했던 5개 거리는 모두 노란색으로 색상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설계단계부

터 이같은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3대 원칙

장애 없는 보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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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이스라엘의 우방 국가

고립 부른 ‘바다 위 오버 액션’
터키는 아랍 내에 유일한 이스라엘의 우방 국가로서 이미 1949년에 이스라엘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왔고, 
1999년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방산 협력을 해왔다.  글 김진세(고려제인정신과 원장)

MAKE 현장을 가다

0261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인 ‘공공 디자

인’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는 책  『세계 디자인 도

시를 가다』는 정말 좋은 장소를 만들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좋은 

공공 디자인이란 도시와 지역에 영감을 불어넣

어주고 사람들의 풍경이 들어 있으며 삶의 여유 

또한  담아내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여행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 속에 사

는 사람들과 그 도시를 탈바꿈시킨 정책자, 건

축가, 주민 등 당사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

해 공공 디자인의 가치를 발견케 해준다. 국내

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장소가 꽤 많아 그 도시

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독을 권

할 만하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도시가 아니라 일본

의 작은 어촌 마을 마나즈루 편. 이곳 공공 디자

인의 기적은 주민들이 만들어냈다. 공공의 공

간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주민이 직

접 참여하고 변화하도록 만드는 구조’부터 고려

어느 게으른  건축가의 
디자인 탐험기

디자이너나 그것을 만든 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

는 사물들이 있다. 디자인한 척, 꾸민 척 하는 것

들이 보여주는 얄팍함이 아니라 무심코 접하게 

되는 일상에 자연스레 놓여진 것들이라 그러할 

것이다. 『어느 게으른 건축가의 디자인 탐험기』

에는 ‘게으른’이란 포장 하에 지은이의 심도 깊

은 눈으로 찾아낸, 무심하고 자연스러운 사물

과 공간의 디자인과 구조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담겨 있다.

세밀한 만큼 치열해서 밀도가 높은 밀리미터

(mm)의 세계와 시선이 멀어지고 인식이 조금 

넓어져 손바닥을 벗어난 공간에 자리 잡은 센티

미터(cm)의 세계, 그리고 미터(m)의 세계를 거

쳐 몸을 감싸는 환경이 되고 타인에 대한 의식

이 생기는, 지각의 한계에 도전하는 킬로미터

(km)의 세계에 이르는 4개의 장을 따라가다 보

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으로 확장하

게 된다. 마이크로micro적인 시선에서 마크로

12개의 
디자인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밀리미터와
킬로미터의 
사이 

저자 김미리·최보윤 지음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출간일 2010년 3월 31일

페이지 수 323쪽

저자 천경환 지음 
출판사 걷는나무

출간일 2009년 12월 7일

페이지 수 308쪽

VIEW 책으로 디자인을 읽다

한 관(官)과,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

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디자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깨닫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마을을 ‘아

무것도 없는 것이 매력이다’라는 모토로 출발해 

세계적인 연구사례가 된 마나즈루의 실험은 조

급증에 걸려 있는 우리의 디자인 정책에 적잖은 

교훈을 던진다. 서울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간판을 뜯어내 통일시키는 식의 관 

주도의 변화에서 과연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

고 있는 건 아닐까.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가 소개하는 6개

국의 12개 도시들이 공공 디자인에서 주목한 

디자인 요소는 바로 그 지역의 정체성과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는 언제나 그 

지역의 주민이었다. 그 지역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12개의 디자인 도시들이 어떻게 공간을 

재창조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왔는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의 공공 디자인 정책

60

에도 시사할 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정

책이 지금껏 외관을 꾸미는 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꾸며놓은 공간에 콘텐츠를 부여

해야 한다고 말이다. 첼시 마켓을 일궈낸 유명 

건축가 제프 반더버그는 ‘낡은 것 안에 새것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도 그러한 가치와 고유성을 

찾아낼 수 있는 혜안과 지혜를 발현한다면 저자

가 서문에서 우려했던 ‘디자인 과잉으로 인한 

재앙’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도 낡았지만 새롭게 조명할 가치들이 있을 것이

며, 그것이 디자인으로 나타나야 ‘사람이 행복

한 공공 디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는 정책 실무자들

에게는 공공 디자인의 모범 사례를 접하는 기

회를 디자인 전공자들에게는 사람과 환경 중

심이라는 디자인의 세계적 조류를 엿보는 즐거

움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읽기에

도 무리가 없다. 한 권의 여행기처럼 부담없이 

읽기에 충분할 만큼 글과 멋진 사진이 있으니 

말이다.  D

macro적인 시야로 나아가며 저자는 그 무심한 것들이 가진 놀라운 디자인적 가치를 보여준다. 독자

역시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사물에 대한 작고 치밀한 눈에서 크고 넓은 시야와 인식의 깊

이까지 망라해 익히게 된다.

가령 앞부분에 ‘mm’라는 테마에 나오는 ‘스위스 프랑’ 지폐에 대한 관찰을 보면, ‘흐르는 듯한 혹

은 떠다니는 듯한 느낌, 다시점과 입체감’이란 디자인적인 주제를 파악해낸다. 물론 일반인에겐 뜬 

구름 잡는 얘기 같다. 그저 다른 나라 지폐와는 다르게 참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구나 

정도가 최선일테지만 지은이는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안목과 기능, 사용자의 편의까지 혹은 그 이

상의 사용성까지 최상의 형태로 표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준다. 그런 디자인이 가능한 스위스란 

나라의 디자인 토양과 우리나라의 현실까지 곰곰이 생각하게끔 말이다.

저자의 시선이 가닿는 일상의 폭은 크다. 케논 IXUS 70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부터 지폐, 왁

스, 우산, 회의 테이블, 길바닥, 지하철 풍경, 도시고속화도로, 동대문운동장, 노들섬까지….  그걸 

보다 보면 게으른 게 아니라 꼼꼼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데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그저 ‘아름답다’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말하고 그쳤을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맛보게 해

주며, 더해 조곤조곤 설명해 가는 지은이의 신뢰감 있는 문투를 읽어가다 보면 그 디자인을 만들어

낸 이와 분석해 낸 이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큰 디자인적인 경험과 배움을 안겨준다.  

가끔은 저자가 직접 도전해본 작은 만들기와 실험들을 우리도 일상에 접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차근차근한 설명과 함께 잘 배치된 자료사진들은 다행히 ‘건축가가 본 디자인 탐험’이란 명제에 지

레 겁먹고 경직되지 않아도 될 만큼 친절하다. 

이미 읽어본 여러 독자들이 증명하듯, 지은이가 독자에게 원했듯,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땅콩 까

먹는 듯한 고소한 재미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책이다. 또한 깊은 사유가 종유석처럼 돋아날 수 있

는 그런 책이다.  D

글 | 김옥영(출판 에디터) 글 | 김옥영(출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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