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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상징,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에 
등장하는 
서울역은 한국 
근대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물 
중에서도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지난 8월 6일, 

1925년 당시의 
원형 그대로 
복원을 마친 
문화역서울 284. 
서울의 새로운 
명물이 될 
공간으로 
찾아가보자. 

“2층 양옥 경성뎡거댱도 머지안아 손님을 마주고 보내게 된담니다…이 집 

구조 내용은 가보시면 아시려니와 내부에는 승강기와 난방장치도 있고… 

2층에는 리발실과 크고 적은 식당이 잇다는데 200여 명분의 연회설비도 

할만 하담니다. 그 중에도 우스운 것은 중계(中階)에는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잇는 변소를 만들어 두엇담니다.”  - 동아일보 1925년 10월 8일자

근 대  문 화 재 의  문 화 공 간 화 라 는  새 로 운  시 도 
옛 서울역사(경성역사)는 붉은 벽돌이 특징인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중앙 건물엔 비잔틴풍의 돔을 얹었고, 그 앞뒤 4곳에 작은 탑을 세웠다. 1

층 창의 3분의 2 되는 곳까지는 석재로 마감하고 그 위와 2층은 연분홍 벽

돌로 마감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역사의 처마엔 지름 1m가 넘는 

대형 시계를 걸었다.

1925년 9월 30일, 지금의 중구 봉래2가 122번지에 지어진 서울역사는 지

붕의 돔과 독특한 외관으로 장안의 화제였다. 이 르네상스식 건축물은 헬

싱키중앙역사, 동경역사의 디자인 계보를 잇고 있다. 이는 구 서울역사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의 건축양

식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근대건축물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으뜸가는 옛 서울역사가 드디어 원형 

복원을 끝내고 서울 시민들을 맞이한다. 2004년 KTX의 탄생으로 86년 

만에 철도운송 기능을 완전히 끝내고 길디긴 잠에 빠져 있었던 이곳이 8

월 9일 개관식을 계기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운 쓰임을 보여주게 된다.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은 사적 제284호로 지정돼 있는 구 서울역사

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복원기간 총 3년, 관련 예산 총 213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

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가 되어 진행한 이번 구 서울역사의 복원은 문화

재적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근대 문화재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지난 세

기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구 서울역사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살아 

숨쉬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복원공사를 맡은 안창모 경기대 교수

(건축학)는 “기차역으로서의 기능과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간직하고 문

화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통일이 되면 유리시아 철도의 

출발역이자 종합역이라는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지연 | 사진 김윤해 |  

자료제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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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변화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  
문화역서울 284는 단지 복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공간

을 표방하고 있다. 단순히 지나간 83년 역사를 기리는 죽

은 공간이 아니라 전시, 공연, 영화와 건축 등 다채로운 

활동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될 거란 뜻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월부터 앞으로 5년 간 위탁운

영을 맡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내년 3월 그

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전시, 인디밴드들의 

공연, 복원·도시·시간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영화, 그리

고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강연 등 총 60여 개의 행

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개관 프로젝트인 ‘카운트다운(COUNTDOWN)’은 

김성원 교수(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의 총감독 아래 2012년 2월까지 이불, 김수자, 박찬경 등 

총 35명의 국내 최고 예술작가의 작품을 점진적으로 채

워 넣으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김성원 교수는 “문화재 복원과 문화공간의 동거는 ‘문화’

라는 공통분모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변화라는 상반된 지향점을 노출하고 있었다”라며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복원을 훼손하는 그 어떤 물리적 개입

을 배제한 가운데 ‘카운트다운’은 문화재 존중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즉 벽이나 천장, 

바닥에 복을 박아야 하는 설치나 가벽을 필요로 하는 회

화, 드로잉, 사진, 월페인팅은 제외하고 오브제와 사운드 

설치,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작업과 퍼포먼스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것. 즉 ‘카운트다운’의 의도는 역

사적 노스탤지어와 멜랑코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새로운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겠

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프랑스는 이미 20세기 초에 오르세 기차역을 개축하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문화역서울 284

가 제2의 오르세처럼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줄 공간

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중앙홀·귀빈실·그릴 등 과거 사진 참조해 복원해

그럼 옛 서울역사의 복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자. 

안교수는 “1925년을 시점으로 복원하되 서울역의 80년 

역사를 모두 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옛 서울역사의 1층에는 대합실과 귀빈실, 2층에는 이발

소, 양식당 그릴이 있었고, 지하에는 사무실이 있었다. 복

원이 완료된 지금은 1층 중앙홀을 공연과 전시, 이벤트

가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한국 최초의 

양식당으로 유명했던 2층 그릴은 공연, 전시,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 홀로, 2층의 나머지 공간은 아카이브, 기획

전시실 및 사무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유명한 귀빈실은 1920년대 사진을 토대로 벽난로와 몰

딩, 벽지 등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 귀빈실에는 벽난

로를 설치했고, 벽지 문양 역시 르네상스 양식에 가깝게 

처리했다.

안창모 교수는 “중앙홀은 석조 기둥 8개가 받치고 있고 

그 위의 천정은 철골구조가 결합된 양식으로 목조를 제

외한 벽돌, 철근 콘트리트, 철골이 사용된 복합구조”라

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홀 돔 지붕에 있는 가로 세로 8m

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라고 

한다. 보통은 측면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본

이 한국전쟁 당시 파손됐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봉황, 

태극, 무궁화 등의 문양이 들어간 페인트화가 설치된 바 

있었다. 1925년을 복원 기준으로 삼았지만 관련 원형이 

없어 이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새로운 현대작품이 설치되

었다.

중앙 돔 지붕은 1985년 태풍으로 파손돼 해체 후 새 동

판을 씌워서 한동안 노란 기가 도는 붉은색이었으나 시

간이 지나며 녹슬어 진녹색으로 변했다. 이번 복원과정

에서는 지붕의 일부를 미리 녹슬게 함으로써 색깔을 맞

추는 방법을 택했다.

2층의 양식당 그릴은 당시 조선호텔과 함께 서양식 레스

토랑의 쌍두였던 곳으로 흰 천장과 나무 프레임을 다시 

설치했다. 당시 화제였던 벽난로의 기하하적 장식도 그

대로 유지됐다.

내부의 복원 전시실은 복원 공사시 수집한 건축부자재

와 1925년 준공 당시의 구 서울역사 원형 구조체를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는 만큼 꼭 한번 둘러봐야 한다.

1  1층 대합실 복원 전과 후. 석조 기둥이 받치고 있던 대합실은 이제  
전시공간이 되었다.

2  1층 귀빈실 복원 전과 후. 이곳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3  1층 예비실 복원 전과 후. 당시의 벽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했다.

4  벽돌, 철근 콘크리트 철골이 사용된 1층 중앙홀의 복원 전과 후.

5  1층 부인 대합실 복원 전과 후의 모습.

6  1층 중앙홀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 보통 외국의 것들이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천장에 있어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7  구역사에 사용된 다양한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화역서울 284 ‘카운트다운’ 
오전 11시~오후 8시(주말 ~9시) 월요일은 휴무.  
~9월 30일까지 무료 관람. 이후 유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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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색,
어디까지 
왔니?

지난 5월 서울시가 네티즌 1,577명을 대상으로 서울색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색을 가장 잘 쓴 사례로 해치택시가 꼽혔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재미난 서울색 통계를 알아보자. 

서울 대표색은 모두 몇 개? 
서울시는 2008년 서울을 상징하는 상징, 색, 

전용서체를 개발했다. 단청빨간색을 서울 상징색으로, 

한강 은백색, 남산 초록색, 서울 하늘색 등 10가지를 

서울 대표색으로 선정했다. 과연 서울시민들은 

서울색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서울 시민들은 “10명 

중 6명꼴로 서울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꽃담황토색으로 통한 서울  
미국 뉴욕의 옐로캡과 런던의 빨간 이층버스. 도로에 과감히 집어넣은 

원색은 두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색깔이 

서울로 들어온다면 과연 어울릴까. 고층빌딩 가득한 뉴욕은 서울보다 

어둡고, 런던은 고색창연한 건물이 안개에 싸여 있다. 처음엔 촌스럽다는 

비난도 받았던 꽃담황토색은 그러나 해치택시의 등장과 더불어 응답자 

715명(22.3%)이 답한 10개 서울색 중 가장 잘 알려진 색깔이 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아는 색상은 단청빨간색이 452명(14.1%), 서울하늘색이 

447명(13.9%) 순이었다.

흰색과 금색 간판만 허용되는 
파리의 상젤리에 
해외 도시 중 색채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도시 

1위로 꼽힌 건 프랑스 파리로 622명(39.4%)이 

꼽았다. 역동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뉴욕이 

299명(18.9%)으로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파리는 건물과 간판, 가로등과 표지판 등 모든 

구성물들이 색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파리시는 1986년부터 거리 간판에 대한 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파리를 

상징하는 샹젤리제가의 경우 색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해 반드시 흰색과 금색 간판만을 달아야 한다. 

세계적 패스트푸드 회사인 맥도날드도 파리에서는 

자체 로고색인 빨간색의 원색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 

서울색공원을 아시나요?
마포대교 남단에 꾸며진 서울색공원은 밤에 나들이 나와 도란도란 커피 한잔 

마시며 얘기하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네티즌들은 서울색의 활용도를 따져봤을 

때 ‘사인·펜스 같은 공공시설물’에 쓰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831명(28.9%)이 

답했다. 이어서 관광이나 홍보와 같은 공공근무직 유니폼에 쓰이는 게 좋다고 

656명(22.8%)이 답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에는 환경미화원 근무복, 그리고 

2010년부터는 안전근무복에도 서울색을 적용하고 있다.

돌담회색의 도시, 서울? 
네티즌들은 도시의 색채가 아름다운 요인 1순위로 

건축물 등 공공공간을 꼽았다.(475명, 30.1%) 실제로 

아름다운 해양도시의 색상은 흰색이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마치 조개껍데기를 연상시키는 

백색이고 이탈리아의 나폴리나 지중해의 산토리니는 

하얀 회반죽으로 지어진 집들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건축물만이 한 도시가 갖는 

색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 교통수단이라고 답한 이들도 무려 420명(26.6%)에 

달했다. 도시의 4대 상징물 중에서 2개가 모두 공공 

교통수단(블랙캡, 빨간 이층버스)일 정도로 유명한 

런던이나 녹색 비틀을 택시로 쓰고 있는 멕시코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예술·문화조형물(319명, 20.2%), 다음으로 

간판·사인 등 공공시각물(262명, 16.6%)이라고 

답했다.

서울색 적용 사례 으뜸은 해치택시 
서울을 누비는 해치택시는 4,000대 이상. 네티즌 

1,577명을 대상으로 서울색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좋은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9%인 534명이 

해치택시를 선택했다. 이어 형광연두색 계열의 

환경미화원 근무복이 486명(30.8%), 기와진회색의 

가로판매대가 375명(23.8%), 단청빨간색의 

공공자전거가 182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색을 사용한 사례 중 실제로 본 것 역시 해치택시 

962명(61%)이 으뜸이었다.

서울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 있다 | 535명

 조금 알고 있다 | 525명

 전혀 모른다 | 375명

 잘 알고 있다 | 142명

아래 서울색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복수선택 가능)

 꽃담황토색 | 715명

 단청빨간색 | 452명

 서울하늘색 | 447명

 남산초록색 | 369명

 돌담회색 | 273명

아래 보기의 해외 도시 중 색채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파리 | 622명

 뉴욕 | 299명

 기타 | 236명

 런던 | 195명

 동경 | 133명

 베를린 | 92명

서울색 사례 중 가장 좋은 것 1순위는? 
 해치택시 | 534명

 환경미화원 근무복 | 486명

 가로판매대 | 375명

 공공자전거 | 182명

서울색이 어떤 곳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아파트 외벽 및 인테리어 | 395명

 여성·어린이·노인 복지시설 | 476명

 사인·펜스 등 공공시설물 | 831명

 예술·문화 컨텐츠 | 515명

 관광·홍보 등 공공근무직 유니폼 | 656명

어떤 부분의 색채가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까?

 건축물 등 공공공간 | 475명

 버스·지하철·공공자전거 등 교통수단 | 420명

 예술·문화 조형물 | 319명

 간판·사인 등 공공시각매체 | 262명

 기타 | 101명

서울색이 적용된 사례 중 본 적이 
있는 것은? 

 해치택시 | 962명

 환경미화원 근무복 | 330명

 가로판매대 | 205명

 공공자전거 | 80명

시각적 부담은 싫어요! 
공공분야의 색채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이들(605명, 38.4%)이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 보편성’이라고 밝혀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사용자 심리를 배려한 심미성으로 약 

570명(36.1%)이 이 대답을 택했다. 

공공분야에서 색채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 보편성 | 605명

 사용자심리를 배려한 배색 등의 심미성 | 570명

 벗겨지지 않는 마감 등의 내구성 | 272명

 경제성 | 84명

 기타 |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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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궁갈색 | 264명

 한강은백색 | 244명

 은행노란색 | 201명

 기와진회색 | 130명

 삼베연미색 |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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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조약돌 같고 물결 같고 우주선 같다. 거대한 부피감이 더해진 
유선형의 형태는 초현실적이고 미래적이다. 자하 하디드의 
두뇌와 손길에서 탄생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DDP)가 2013년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의 디자인의 가치는 시(詩)에 견줄 만하다”고 세계적인 
패션 장인 칼 라거펠트가 강조했을 정도로 위대한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이 서울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이다.

83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크고 작은 
국가행사를 치러낸 동대문운동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자리.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며 들어설 DDP는 
서울시가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며 짓는 지상 4층, 지하 3층의 
디자인센터 겸 공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페인 
빌바오는 쇠락하는 광산도시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술관을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약 1,500억 원을 들여 
지은 독특한 건축물인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립이 
도화선이었다.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이후 빌바오가 
거둬들인 부가가치는 6년 동안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DDP를 전세계 디자인 지식과 
정보가 모이고 다시 퍼져 나가게 하는 글로벌 디자인 허브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지명현상설계라는 방식을 
통해 자하 하디드를 선택했다. 자하 하디드는 과감한 
비정형성의 건물을 내놓되 동대문 주변의 수직적 빌딩들과 
대비되면서도 풍경에 녹아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DDP를 
운영함으로써 운영 첫해 기준 5,100억 원, 30여 년 동안 53조 
원에 해당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당시 나온 관련 유물과 
동대문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조망케 하는 전시관을 아우른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도 만들었다. 서울성곽과 이관수문을 
복원한 산책로가 어우러진 이 장소는 DDP를 찾는 외국인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한가로운 휴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DDP홍보관은 DDP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제격이다. 
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다. 하늘로 치솟은 고층의 빌딩군 
사이에서 수평의 미학을 보여주는 낮고 친근한 높이로 
지어지는 물결 모양의 DDP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건축의 신기원임과 동시에 21세기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출발해 미래를 향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물줄기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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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주변 
경관도 및 시설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곳에

동대문DDP와 동대문역사문화관을 즐기는 최고의 코스는?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 동대문DDP홍보관 → 
디자인갤러리 → 동대문유구전시장 → 동대문역사관 →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이간수문 성곽길 → 야외무대 → 
동대문 패션타운 
운영시간 | 월~일요일 10:00~21:00(설날, 구정, 추석 휴무)
안내전화 | 종합안내센터 02-2266-7077
관람료 | 무료

DDP 현장의 남쪽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동대문 
DDP홍보관. DDP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전시는 
물론 전망대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 DDP의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DDP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관련 전시물은 DDP 
안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동대문DDP홍보관

동대문운동장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대문운동장과 그 주변의 삶을 추억해볼 수 있는 
공간. 동대문운동장 모형은 물론 연표와  유물 등을 
전시해뒀다. 2009년 설립되었다.

디자인, 건축, 패션, 예술,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 및 휴식의 공간

동대문운동장의 조명탑 2기를 남겨 기리도록 하였다.

2008년 동대문운동장 철거 자리에서 발굴한 
서울성곽과 조선시대 유구를 전시하는 노천 
역사전시관. 소나무와 노천의 출토 유물이 빚어내는 
정적인 조화가 아름답다.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디자인 이슈,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문화 산업적 견지에서 제시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디자인 전문 기획전시관.

 동대문DDP홍보관

유구전시관

디자인갤러리

동대문운동장의 
구 조명탑 2기

이벤트홀과 카페

일제에 의해 훼손된 서울성곽(약 265m)과 
이간수문을 복원한 새로운 역사 체험현장.

복원된 서울성곽과 
이간수문

인물 일러스트 허경미



아듀, 동대문운동장

그곳에 깃든 삶의 추억

1920

1930

1970

1940
2000

1950~1960

1980~1990

500만 관중이 열광하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프로야구의 
첫 경기도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 바로 1982년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스의 개막전이다. 일제시대에 문 열어 철거될 
때까지 83년. 벅찬  우승의 기쁨과 패배의 눈물로 얼룩졌던 
동대문운동장의 역사 되돌아보기.  

1925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 건설 
1926 중학야구의 명문사립 경신·배재·중앙·휘문이 
참여, 제1회 4구락부 리그전

1926 전조선 여자정구대회(여성 최초 스포츠대회)

1927 전조선 축구대회

1930 2회 경평축구대회에는 2만 명 넘는 관중 운집

1934 경성운동장 낙성 기념 수영대회. 정안경 자유형 신기록 달성

1934   전조선 종합경기대회(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 기념). 전국 
체육대회의 효시

1939 제1회 조선자전거경기선수권대회에 여자 선수도 참가

1982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MBC 청룡 VS 삼성 라이온스 
경기

1984  잠실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서 서울운동장은 
동대문운동장으로 명칭 변경. 동시에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대표적 지위조차 잠실로 넘어감

1991  남북단일 코리아팀 대 프로축구팀 유공의 평가전

1945 광복과 동시에 서울운동장으로 개칭

1945  백범 김구 선생 및 상해임시정부 요인을 환영하는 임시정부 
환국봉영회 개최

1946 광복 후 최초로 기미독립선언기념 전국대회

1946  UN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우익은 축구장, 반대하는 좌익은 
야구장에서 각각 집회 개최

1946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개최(자유신문사 주최)

1947  제1회 전국중학지구별 초청야구대회(훗날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1949 백범 김구 선생 국민장 거행

1953 제1회 프로권투대회

1958 메이저리그 팀 최초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내한

1963  제5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 
누르고 우승 차지

1966  야구장 조명탑 설치. 최초의 야간경기인 한일은행 VS 
제일은행 경기 개최

1967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1960년대

1980~1990년대

1970 포르투갈 축구영웅 에우제비오(포르투갈 벤피카팀) 내한

1971  한국 최초의 국제축구대회 박스컵(Park’s Cup) 개최. 박스컵은 
1980년에는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1995년에는 코리아컵으로 
이름을 바꿔 1999년까지 진행 

1971  봉황대기 제1회 대회에서 무명의 김재박이 이끄는 대광고가 결승 
진출. 그러나 경북고의 남우식 선수가 54이닝 완투라는 전무한 
기록을 남겨 경북고가 우승

1972 브라질 산토스(펠레)와 국가대표 상비군 친선경기

1976  박스컵 개막전에서 말레이시아에 4:1로 뒤진 상황에서 종료 7분 
전 투입된 차범근이 3골을 연속해 넣으며 무승부 기록

1979  서독으로 떠나는 차범근 환송회를 겸한 경기에서 그때까지 국내 
경기사상 최대액인 2,310만 원의 입장수익을 올림.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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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동대문운동장 마지막 프로축구 경기 수원 삼성 블루윙즈 
VS 성남 일화천마에서 1:0으로 수원 삼성

2003 축구장이 주차장으로 전환

2004 동대문 풍물시장 개장

2007  서울시 교교야구 가을철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동대문야구장 수명 다함. 마지막 경기에서는 배명고가 
충암고에 5대 2로 승리

2008 동대문운동장 철거 완료

20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개관

2000년대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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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른  나 무  아 래  놓 인  노 천 역 사 박 물 관

날이 무더워 노천의 동대문유구전시장은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둘

러보았다. 이곳 동대문유구전시장에는 운동장 부지 내에서 발굴·조사

된 조선시대 건축물(하도감터, 염초청 등) 유구를 전시하고 있다. 유구(遺

構)란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뜻하는 말로, 건물지 6기, 집수지 2기, 우물지 3기 등 각종 건축유구와 야

구장 부지 내에서 발견된 건물지 4기, 우물지 1기, 소성시설(아궁이 시설), 

기와보도 등이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이전되어 전시중이다.

이곳은 조선 전기부터 구한말에 이르는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

(史料)가 될 뿐만 아니라 출토유물 또한 다양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현장학습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 “다른 곳은 노

출 콘크리트로 지어져 삭막한데, 여기는 푸른 나무와 못이 있어 숨통이 트

이는 것 같아요”라는 안현희씨 말대로 동대문역사공원 내에서도 쉼의 여

유를 주는 공간이다.

디자인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는 고성주씨는 오늘 아내 안현희

씨와 다섯 살 난 딸 유하와 함께 짧은 나들이에 나섰다. 평소엔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이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

구로 나오면 제격이다. 회사가 있는 서교동에서 움직이면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 DDP홍보관에 들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향한다. 3층 세미나룸에서는 방학이 시

작되는 7월부터 11월까지 6~13세 어린이 및 가족들이 참가할 수 있

는 ‘어린이 디자인체험 교실, 해치야 디자인하자’ 프로그램이 매주 진

행된다. 아빠가 둘러볼 동안 유하는 엄마와 함께 전시장 입구에 놓인 

빨간 페이튼 의자에 앉아 잠시 쉰다. 이 의자는 진품으로 DDP홍보관

이 폐관하면 DDP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고씨는 전시물을 쭉 둘러보

고 구석에 준비된 팸플릿을 먼저 챙겼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한다. 옥

상에서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DDP 공사현장을 바라볼 수 있다. “유

하야, 저게 뭔 거 같아?” “응… 우주선?” 은빛 패널을 군데군데 입은 

둥근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금세 지루해하는 유하를 

달래 고씨 가족은 함께 DDP홍보관에서 나왔다. 

한창 공사중이라 안전 가림막을 쳐둔 DDP 옆을 지나가며 흘깃 쳐

다본다. 아내 안현희씨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라고 말하자 고씨도 

“진척이 꽤나 많이 됐는 걸. 완공되고 나면 정말 볼 만할 거 같다”고 

맞장구친다.

동 대 문  지 역  유 물 이  한 자 리 에 
동대문역사관은 총 1,260㎡의 부지에 유려한 언덕 모양으로 지어졌다. 동

대문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경기장 같은 건축물은 모두 자하 하디드의 

DDP와 유사한, 곡선미를 드러내는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다. 동대문

역사관은 상설 전시관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매장유물 2,778점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 건립된 

건물이다. 조선 전기~후기 및 일제시대의 다양한 유물들과 서울성곽 및 

건물지 발굴조사 영상다큐멘터리, 다양한 3D 영상물 상영 및 체험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들어서자마자 맨처음 눈에 들어온 건 망원경처럼 생긴 기구. 토층 패널을 

바라보며 탐색비전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관련 영상이 튀어나온다. “동

대문경기장 밑에 무려 조선 중기의 유물이 있었구나”라는 고씨의 말에 어

린 유하도 “나도, 나도!” 깨금발질이다. 탐색비전 오른쪽에 놓인 공간은 인

터렉티브 체험공간.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키오

스크가 대인기다. 유하도 도전했다. 화면에 도기와 자기 중 무엇을 만들 것

인가 질문이 나타났다. 유하는 ‘자기’를 택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 모양

을 고르고 나면 물레 위에서 도기가 돌아간다. 화면을 손으로 살살 돌리면 

모양이 성형되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문양을 골라 넣으면 완성. 

“우와, 신기해.” 유하가 손뼉을 짝짝 쳤다. 유물발굴체험이라는 키오스크

도 있다. 바닥 화면의 흙을 살살 손으로 문질러내면 유물현장이 나오고 삽

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 떠내는 작업도 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하는 

어린 고고학자라도 된 양 집중력을 가지고 몇 번이고 흙을 지웠다 덮었다 

한다. 이어 하도감과 이간수문 3D복원 영상을 둘러본 가족은 잠시 ‘8면 

바닥 영상’ 앞에 멈춰섰다. “엄마, 나비가 날아가!” 바닥에 깔린 인트로 영

상에 다가가면 흐르는 물 밑으로 나비가 날고, 물고기가 도망가고, 얼음이 

깨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동작 반응을 알

아챈 유하는 사뿐사뿐 걷다가 후다닥 달려갔다가 하는 행동을 여러 번 되

풀이하며 신바람이 났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비랑 물고기!”

한가로운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계획했지만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어떨까. 자녀들의 
역사공부부터 문화공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코스를 디자이너 
고성주씨 가족과 함께 
했다.

온가족이 함께

반갑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PM 1 : 30

PM 2 : 30

Experience

동대문역사관 동대문
유구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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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에 만  남 아  있 던  바 로  그 곳   
다음으로 가족이 발길을 옮긴 곳은 서울성곽과 이간수

문. 서울성곽은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

의 도성(都城)이다. 서울성곽은 조선시대 성 쌓는 기술

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며 호국정

신이 깃든 문화유산이다.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일제

는 도시계획이라는 구실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해방과 

이어진 한국전쟁은 서울성곽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

울 정도로 파괴시켰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시는 서울성곽

(265m)을 복원해 끊어진 우리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 잇

대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발견된 서울성곽터의 일부를 

복원함과 동시에 기록상으로만 전해져오던 이간수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것이

다. 자료에만 남아 있던 이간수문이 이번 기회에 복원된 

것은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간수문은 조선시대 도

성 바깥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하여 성벽 밑으로 물이 통

과하도록 만든 문 중 하나다. 지금의 동대문인 흥인지문

과 지금의 광화문에 해당하는 광희문 사이는 당시 도성

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성 내에 물이 흘렀다. 그 물은 

청계천과 연결되었는데, 문제는 청계천이 범람하여 평

야가 종종 물에 잠겼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청계천 근처에는 오간수문을, 

동대문 근처에는 이간수문을 내었다. 설명을 읽으며 이

간수문을 올려다보던 고씨 부부는 “DDP가 우리의 역사

를 보여주는 이런 서울성곽과 이간수문과 조화롭게 어

울려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 자 인 으 로  하 나 되 다 
그 외에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는 이벤트홀과 디자인갤러

리, 카페 등이 운영중이다.  ‘이벤트홀’은 디자인, 건축, 패션, 예술,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공간으로, 시민과 디자이너, 

예술가 등 전문가가 함께 어울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의

적인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침 새로운 전시회 준비로 폐관중이었던 터라 고씨 가족이 둘러

보지 못한 ‘디자인갤러리’는 2013년 초에 개장하는 ‘세계디자인

의 중심거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선도 공간으로 ‘디자인은 모

든 것’,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를 실천하는 디자인전용 전시공간

으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현업 디자이너로서 흥미로운 디자인

기획 전시회가 열리면 다시 한번 찾아와봐야겠다”며 아쉬움을 달

랬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카페에 들르기 전 디자인갤러리 앞에 위치한 

해치모형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해치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유하가 손으로 V자를 그렸다. 

오래된 미래展 
진공관식 흑백 TV에서부터 거대한 가구와 
같은 콘솔형 TV,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작게 만들어 이동이 가능한 포터블 TV,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한 신기한 TV에 
이르기까지 TV의 변천사를 다룬 전시가 
디자인 갤러리에서 열린다. TV의 
변천사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변화를 
짚어보는 흥미로운 전시로 9월 15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야외무대 
청계천문화관과 동대문역사기념관이 함께 준비하는 
‘한여름밤의 축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된다. 지난 6월 16일에는 퓨전국악과 
비보이 댄스가, 7월 21일에는 버블쇼, 8월 18일에는 신나는 
‘난타’ 공연이 펼쳐졌다. 오는 9월 15일에는 아카펠라 
그룹의 낭만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우천시 
동대문역사관 영상홀로 이동해 진행). 또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시낭송 무대,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다양한 거리예술가, 무용가, 밴드의 문화공연이 
준비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2002 월드컵 최고의 순간 특별전 
8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에서는 첫 
번째 기획전인 2002 월드컵 최고의 순간 특별전이 열린다. 
한국 축구사를 새롭게 쓴 2002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이들에겐 값진 기회. 2002 한일 월드컵 4위 입상 
증서는 물론 역대 월드컵 공인구 등 월드컵 관련자료 10여 
점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된다. 

추 억 은  방 울 방 울 
유하보다 정작 아빠인 고씨가 더 재미있게 둘러본 곳은 동대문운동장기

념관. 일제시대에 서울성곽 일부를 허물고 세워진 경성운동장이 효시였

던 이곳은 이후 83년 동안 서울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곳이다. 

기념관 안에는 동대문운동장 모형, 운동장 시설 변천사, 체육인 기념품

(스포츠 유물, 단체 휘장 등)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조명탑 램프, 기상

계측함, 계측기와 티켓 검표기 등 당시의 유물이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는 

대형 쇼케이스를 찬찬히 둘러보노라면 이내 80년대 ‘프로야구 원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특히 과거 스포츠의 명장면 찾아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체험 키오스

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벌어진 봉황기 고교야구의 추억이 있는 어른들

이라면 미소를 지을 만한 내용이 풍부하다. 고성주씨는 “이제는 공원 외

부에 남겨진 2개의 조명탑만이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와 기억들을 되새기

게 해주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성곽과 
이간수문

이벤트홀·

디자인갤러리

PM 3 : 00

PM 4 : 00

PM 3 : 30

지금 이곳에서는? 

지금 이곳에서는?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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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아, 해치와 
디자인하며 놀자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창의력과 감성 능력을 길러주는 
‘해치야, 디자인하자’는 월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11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도슨트가 아이들을 앞에 두고 영상막에 오늘의 주제

를 쏘아 올렸다. 도슨트의 “자, 따라 읽어볼까요?”란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이 목청 높여 읽었다. “리사이

클링.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일.”

다시 영상엔 순서도가 그려졌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

기물과 잔여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는 순서도다. “예를 들어 옷을 한번 볼까요? 옷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조각이 남겠죠? 스프링 노트를 

만들다 보면 종이의 구멍을 뚫고 남은 종이가 또 나오

잖아요? 구두를 만들면 본에 따라 오린 후 남은 가죽

이 나올 테고요. 오늘은 이런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받은 드림키트에는 반짝이가 묻은 실조각

부터 천쪼가리, 펀치로 동그랗게 모양이 난 작은 종이

와 각종 도구들이 들어 있다. 도슨트 서정애(디자인교

육연구소 씨알드림 연구원)씨는 “아이들이 재활용이

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재활용

품을 바탕으로 업사이클링된 디자인에 참여해봄으로

써 생활 속에서도 재활용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DDP홍보관 3층에서 열리는 ‘해치야, 디자인하자’ 교실.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일종의 디자인 조기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생부

터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느끼면서 창의력 및 감성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한

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월별로 11월까지 진행된다. 7월에는 ‘해치야, 디

자인을 탐험하자’라는 이름으로 블록에 빨대를 끼우는 등 놀이기구를 만드는 상

상의 놀이터라는 컨셉트로 진행되고, ‘해치야, 빛깔을 디자인하자’는 예로부터 전

해 내려오는 ‘수호신’ 개념을 서울시 상징물 ‘해치’와 엮어 나만의 수호천사 만들기

를 작업한다. 또한 9월에는 ‘해치야, 한글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LED 스탠드나 한

‘해치야, 디자인하자’에 참여하려면? 
각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4시에 DDP홍보관 3층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6~13세의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 블로그(http://blog.naver.com/ 
designhaechi)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 강좌당 
24명 정원에 선착순이므로 서두는 것이 좋다. 참가비 
없이 무료라는 사실도 반갑다. 문의 02-744-0225 

INFORMATION

글 캘리그래피 등을 만들어본다. ‘해치야, 재미있는 디자인하자“는 해치 쓰레기통, 

해치 장바구니 등 펀디자인에 도전해보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해치야, 자연을 

사랑하자”는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만들거나 페트병을 이용해 LED 샹들

리에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이러한 주제에 맞게 매번 다른 프로그램과 디자인 키트를 개발하고 현업 디자이

너나 디자인연구원들이 나와 수업을 이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업에는 에듀

토이 디자이너 김현곤(GUESSTONG 대표), 제품디자이너 은병수(은카운슬 대표), 

EBS 딩동댕 유치원의 ‘뚝딱이 아빠’ 김종석(서정대 교수) 등 스타급 디자이너 13인

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전시문화사업실 유지윤씨는 “아이들 모두 주어진 90분 안에 디

자이너가 되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면서 “아이 스스로 디

자인 컨셉트를 잡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물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프로그램 운영 취지를 밝혔다. 완성된 작

품은 집에 가져갈 수 있어 좋은 기념품이 되기도 한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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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투어

지난 8월 12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홍보관 

3층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

다. 모두 오후 2시에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

라자 건축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아직도 

앳된 얼굴의 학생들은 홍익대 건축학과 대학

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오늘 이들은 DDP 

건축투어에 참가할 예정이다. 세미나실에서 

약 40분의 설명을 들은 후 실제 건물이 지어

지고 있는 현장을 30여 분 돌아보는 일정이

었다. 

눈앞의 영상막에 1750년의 도성도가 펼쳐졌

다. 설명을 맡은 박진배 건축지원과장은 지도

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질문을 던졌다. “여기

가 지금의 청계천이죠. 원래는 이렇게 성곽과 

천이 만나는 곳이라서 수문이 있었어요. 5개

의 문이 있는 오간수구인데, 지금 이게 복원

이 되어 있나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한 학생이 대답했다.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

요.” 박진배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

죠. 대신 다리를 놓아 오간수교라 하여 그 자

리를 기리고 있지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

는 동대문운동장 터인데 여기도 수문이 있지

요? 이건 이간수교라 하는데 이번에 동대문 

철거 당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어 영상막에는 1904년도의 동대문 일대 생

활상을 담은 사진에 이어 1926년 히로히토 

왕의 즉위를 기념해 만들어졌다는 경성운동

장(현 동대문운동장)의 경기 장면이 펼쳐졌

다. “동대문운동장은 당시만 해도 기념비적

인 건물이었어요. 국가행사도 많이 열렸고 고교야구

대회를 비롯해 주요 경기들이 펼쳐졌죠. 이렇게 전국

민의 추억을 공유했던 시민의 자산을 허물고 그 자리

에 들어설 공원과 디자인센터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의 결과 2007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공지하게 된 

거죠.” 박진배 과장의 설명이 영상막 위로 흘렀다.    

이어 유걸, 승효상, 조성룡, 최문규 등 국내 건축가 4

인과 스티브 홀, FOA, MVRDV, 자하 하디드 등 해외 

건축가 그룹 4인의 설계안이 눈앞에 펼쳐졌다. 역사

적 장소인 동대문경기장의 윤곽을 살려 역사적 현장

의 ‘보전’과 새로운 미래의 유기적 연결을 그려내려 했

던 대부분의 안과는 상이한 자하 하디드의 안이 선정

됐다. 박진배 과장은 “자하 하디드의 DDP는 수직적 

도시에 수평적인 아름다움과 유연한 곡선

미를 불어넣은 비정형 건축물”이라

며 “무려 4만 5,113장의 각기 크기

가 다른 다른 패널들을 이어 붙이

려면 3차원 설계, 즉 BIM(Buli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이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실제 건축현장의 안내는 성준

영 씨가 맡았다. 먼저 건설현장 입구에서는 안전모를 모두 받아서 썼다. 이진우 학

생은 “설명으로만 들은 건축현장의 시공 모습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안내자의 인솔로 처음 찾아간 곳은 외장재의 실물크기 모형(mock 

up)을 만들어둔 곳. 1차에서 3차까지 견본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였다. 

이어 실제로 외장 패널이 덧대어진 건축현장으로 나갔다. DDP의 지붕에 해당하

는 부분이었다. 패널을 만져보던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LED 조명은 이 안쪽

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준영씨가 부연설명을 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사진기

에 풍경을 담기 바빴다.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컨벤션홀과 센텀광장 쪽으로 발길

을 옮겼다. 성준영씨는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업을 설명하고 이내 우리를 

지하의 전시동으로 안내했다. “달팽이처럼 돌돌 말리면서 이렇게 전시를 보게 되

는 구조죠. 상상할 수 있겠죠?”

“동선이 너무 길지 않나요?”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일부러 동선을 적당히 길게 만들어 전시를 제대로 보면서 이동하도록 의도한 거

죠.” 마지막으로 성준영씨는 목업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DDP의 외장재로 가장 많

이 쓰이는 천연석고보드와 GRP보드,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에 쓰일 인조대리석(하

이막스)의 실물과 설명이 쓰여 있었다. 건축현장에서 나와서는 동대문역사문화공

원을 가볍게 둘러봤다. 

건축투어에 참여한 이진우 학생은 “방학 동안 전공에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찾

아다니고 있는데, DDP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 내용이 흥미로워 신청하게 됐다”면

서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시공현장을 직접 둘러본다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자

극이 된다”고 즐거워했다.

(재)서울디자인재단 김국환씨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

지 국내 48개 대학과 국외의 3개 대학 그리고 15개의 

유관기관들이 방문, 약 2,100명의 참가한 상태라고.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참관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

아보기 힘든 기회라고 감동했다”는 김국환씨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세계 어디서도 유

래를 찾기 힘든 건축투어의 현장에 지원해보면 어떨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건축기법으로 지어지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이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투어를 
통해 건축 진행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자.

DDP 건축투어에 참여하려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건축·디자인 관련 학생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투어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총 
90여 분이 소요되는 A 프로그램은 DDP 건축개요를 설명해주는  DDP 건축 세미나 
진행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며, B 프로그램은 총 120분으로 
세미나 진행 후 현재 DDP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전문적인 설명을 듣는 DDP 
현장 조망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투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매회 20명 이상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이다.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람예약’ 창(http://www.seouldesign.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장료 무료. 문의 02-3705-0095 

INFORMATION

DDP 건축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박진배 과장.

Program



22

Architecture & PeopleSPECIAL

Design Seoul vol. 03 | 2011 23

경사를 따라 선이 매끄럽게 하강하고 다시 비틀어져 
올라가는 건물. 자하 하디드의 DDP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서울 한복판에 들여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계안을 구현하는 작업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는 DDP 들여다보기.

골 위로 은빛 지붕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실로 그 모습이 장관이다.

동대문지역은 패션산업의 메카다. 37개의 대규모 패션상가에 3만 5,000여 개의 점

포가 있고, 10만 여 명의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상권이다. 예

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하루 평균 매출 400억 원. 연간 약 210

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명소다.

이곳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동대문, 아니 대한민

국 패션산업의 메카로서 디자인 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디자이너와 

디자인 업체의 역량을 개발해 세계 디자인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산업과 문

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디자인센터로서 디자인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과 세계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공간이 될 것

이다. 그 중심에는 ‘환유(換喩)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이란 

컨셉트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DDP가 놓여 있다. 

여기서 환유란 특정의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을 

의미하며, 풍경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DPP가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도시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DDP의 건설은 서울시가 도시 디자인 육성 산업의 일환으로 2,6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공사다. 지하 3층~지상 4층(8만 5,320㎡) 

규모의 이 디자인 중심 미래형 공원은 완공 후에는 전시 컨벤션홀, 디

자인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정보교육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디자인 

& 미디어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자하 하디드가 DDP에 대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류(氣流)를 상징

화했다”고 말했듯이 직선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자기처럼 완만한 곡

선형태로 지어진다. DDP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비정형의 

매끄럽게 빛나는 은빛 지붕을 인 둥근 건물 
평소 건축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대문 밀리오레 근처를 지나면서는 시선을 잡아끄는 

거대한 형체와 만나게 된다. 바로 DDP 공사현장이다. 

늘 보아왔던 네모반듯한 여느 건물들과 달리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혹은 도심지로 밀려 내려온 물 같은 

형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지

금 이 DDP 공사현장은 가로 세로 얽혀진 거대한 철

Architecture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건축의 신기원,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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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여제

자하 하디드  
Jaha Hadid

건축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건축가. 동대문 DDP를 만들어낸 
주역인 자하 하디드는 건축계의 문법을 
바꾼 이단아다.

Biography  국적은 영국.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71년 대학에 베이

루트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수학을, 영국의 명문 건

축학교 AA(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스쿨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렘 쿨하

스와 젱길리스의 문하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런던

에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를 개설했다. 1983년 국

제현상설계 더 픽 클럽 홍콩(The Peak Club, Hong 

Kong)에 33세의 나이로 당선작가로 발표되면서부터 

유명해졌다. 날아갈 듯한 선의 조합, 연속적인 건물의 

시퀀스가 연출하는 도시적 세련미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건축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았다. 현

재 예순이 넘은 그녀는 200여 명의 건축가를 수하에 

두고 전세계 40여 군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Pritzker Prize)

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수상했다.  

Characteristics  날아갈 듯한 비정형 형태와 휘감

아도는 듯한 유려한 선. 작품의 기원은 러시아 구성

주의에서 시작됐다. 말레비치, 모호이너지 등의 회

화와 조각을 재구성해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평

가받고 있다. 초창기 해체(deconstructive)와 구축적

(constructive) 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은 그 

분해된 요소들을 단순한 윤곽으로 통합하며 형태를 

부풀리는 형식미를 추구한다. 안이 밖으로 이어지고 밖이 안으로 들어오는. ‘각’이 없

이 그저 물결처럼 흐르고 돌고 굽이치는 그의 건축은 그 자체로 새로운 건축의 리얼리

티를 창조한다. 

Hard Times  “30년 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의 생각과 건축이 사회에서 통

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프리츠커상 수상소감 중. 오랫동안 그녀의 작업은 실

현 불가능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폄하당했고 ‘페이퍼 워크 작가’라는 불유

쾌한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특히 1994년 영국 웨일스 남부 항구도시 카디프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의 좌초는 오랫동안 경제적 곤궁을 안겨주었다.

Favorites 흰색. 그녀의 아파트는 온통 흰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통상적인 방의 구분

이 없이 이어져 있다. 패션 아이템은 코트. 특히 프라다의 코트를 좋아해 몇 십 벌이고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좋아하는 도시풍경은 동서양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한 마력을 보여주는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웅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러시아. 

Major Works 미국 신시내티의 로젠탈 현대미술센터(1998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

크 베르크이젤 스키 점프대(2002년), 독일 라이프치히 BMW 중앙 빌딩(2005년), 샤넬

의 모바일 파빌리온(2008년) 등이 있다. 현재 2012 런던 올림픽 수영센터, UAE 아부

다비 박물관 등 세계 곳곳에서 20여 개 이상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건축물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적으로 DDP는 설계에서 건설까지 모든 공정이 

기존의 빌딩 건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철골 종류는 10여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DDP에 쓰인 철골의 종류는 무려 1만 여 종에 달한

다. 경사진 비정형의 건물을 짓느라 철골의 길이·재

질·휘어지는 정도가 각각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철

골의 무게도 5,80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이 복잡한 작업을 위해 BIM이라는 3차원 

설계기술을 사용했다. BIM이란 빌딩 정보 모델화 기

술(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의미하는 말

로 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한 입체(3D)설계 방식으로 공

사에 들어갈 철근·패널의 종류·물량·위치를 계산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을 통해 경계가 모호한 건축물의 슬래브, 벽

체, 지붕, 그리고 형태가 복잡한 내외부 공간, 공간 

간 겹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평면적 검

증이 곤란한 부위는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게 됐

다. 기울어지고 곡선으로 휜 노출 콘크리트 벽을 시공

하기 위해서도 BIM 모델링의 효과는 입증됐다. 경계

가 모호한 건축물의 객체정보가 포함된 3D모델에서 

15~30cm 단위로 단면도를 생성해서 거푸집 현치도

를 2D로 작성하였고, 이 현치도에 맞춰 수백 개의 리

브(Rib)를 설치하여 곡률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합판을 휘고 철근을 배근하여 거푸집을 완성하고, 콘

크리트를 타설해 건물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미국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중국 베

이징 스테디엄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 알려졌다. 국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건물 전반

에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4 만  5 ,1 1 3 장의  각기  크기도  모양도  다른  패널을  입히다 
난점으로 꼽혔던 건물 외벽에 외장 패널인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는 외장공사 작

업도 신기술의 적용으로 해결했다. 곡선의 휘어지는 정도가 다 다르고 꽈배기처럼 

비틀려 있는 DDP의 철골에 알루미늄 패널을 입히는 과정은 그 자체가 ‘미션 임파

서블’처럼 보인다. 두께 4mm의 알류미늄으로 4종류의 14가지 패턴으로 이뤄지는 

패널은, 측량 결과 종류와 모양이 각기 다른 것으로 무려 4만 5,000여 장이나 필요

하다는 결론이 났다. 시공사는 이런 패널을 시공하기 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실물모형(목업, mock-up)을 4차례에 걸쳐 사전 제작했다. 목업은 제품을 디

자인하고 그 컨셉트에 맞게 형태를 만든 후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모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2차 곡면판에 대한 국내 

시공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 크기의 외장패널 모형을 제작했

다. 1차 곡면 패널은 한 번의 목업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3차원 

비정형인 2차 곡면은 곡률이 심해 제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출입구 부분을 선택해 

무려 3차례에 걸쳐 목업을 진행했다. 3차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 곡면 성형이 해

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절단면이 여전히 미흡했기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유선형 구조물인 배나 비행기 제조 원리를 건축 분야

에 도입한, 세계 최초의 기술(MPSF)을 적용한 자동화 기계가 그것이다. ‘다점 스트

레칭 포밍(Multi Points Stretching Forming)’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BIM으로 측정

한 값을 입력하면, 해당 기계가 건물 외벽에 특정 패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

하게 붙여준다. 이에 따라 수작업으로는 50년도 넘게 걸릴 것이라던 사업기간이 

14개월로 단축될 수 있었다. 

외장패널이 완성되면 내부 마감공사가 기다리고 있다. 내부 마감재 중 특이한 부

분은 바로 GFG보드다. 천연석고에 유리섬유를 보강한 이 GRG보드가 메인 마감

재가 되어 내부를 감싸게 되는데, 3차원 비정형 제작이 쉽고 흡음 성능이나 내화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하이막스’라 불리는 인조대리석을 활

용해 스카이라운지를 도장할 계획이다. 이 인조대리석은 천연대리석에 비해 부드

러운 질감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9년 착공한 동대문디자인플

라자 공사는 현재 공정률 50%를 넘기며 내년 7월 준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

리의 기술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경제 랜드마크가 설계·완성되면 그 자체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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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건축실험도시, 서울

지난 6월 cnngo.com은 서울이 건축이란 옷을 갈아입고 있다며 서울의 놀랄 만한 
빌딩 15개를 소개했다. 그 내용 가운데 서울이 아닌, 인천 트라이볼과 가평 아난티 
클럽, 파주 한길 북하우스 갤러리는 이 지면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DDP도 함께 
소개되었음을 밝혀둔다.

GT Tower
아키텍튼 컨서트 | 서울 강남역 | 2011
강남역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GT 타워. 물결이 출렁이는 
파도 같은 곡선을 살린 GT타워는 한국 도자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로 높이가 130m에 
이른다. 외벽은 다양한 모양의 알루미늄과 유리로 돼 있다. 
에너지 절감형 빌딩으로 지어졌다.

Leeum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2004
건축계의 세계적 거장 3명이 서로 다른 3개의 건물을 한 공간에 세웠다. 붉은 벽돌로 도자기를 뒤집은 모양인 원뿔형 
건물을 만든 마리오 보타. 검은 콘크리트를 사용해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식물과 광물의 이미지를 살린 장 누벨. 
그리고 렘 쿨하스는 두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만들었다.

 
Ewha University Campus Center
도미니크 페로 | 서울 서대문구 | 2008
이화여자대학교 안의 ECC 건물은 두 개의 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입구가 마치 계곡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원급법을 살려 지어졌다. 
구조적으로 꾸며진 옥상 부분의 그린 정원의 
이색적 아름다움도 돋보인다. 피라미드 모양을 
따라 부착된 창문을 통해 지하까지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25%나 
줄인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도 특징.  

 Kring Kumho Culture Complex
운생동건축 | 강남구 삼성동 | 2008
2008년에 완성된 이 다목적 복합 
건물은 운생동 건축이 혁신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만들어낸 “브랜드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운생동 건축은 인테리어 공간을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 매체로 
이용하게 했다. 또한 건물 외벽의 크고 
작은 동심원은 소리의 울림처럼 
고객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로 브랜드 
전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물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쓰인 

LED조명이 환상적이다. 

GT타워

크링 금호

필립 림 
플래그십 
매장

이화여자
대학 캠퍼스 

센터

Seoul University Museum of Art
렘 쿨하스 | 관악구 | 2005
OMA에 의해 완공된 서울대 미술관은 지상 3층, 
지하 3층에 연면적 1,357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사면에서 보는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며 비틀린 사다리꼴 모양의 입면을 
지녔다. 층 사이는 X자형의 강철 트러스로 받친 
뒤 독일제 간유리로 덮어 외피를 마감했다.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렘 쿨하스의 자유로운 
조형정신이 돋보이는 건물. 

서울대 
미술관

리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유엔 스튜디오 | 서울 압구정동 | 2004
백화점 서관은 4,330개의 유리 디스크로 덮여 있다. 밤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다. 건물 내부는 
호화롭지만 간결한 인테리어로 명품 쇼핑객을 유혹한다. 

앤 드뭘르미스터 숍  
조민석 | 서울 강남구 | 2007
벨기에 명품숍인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단순한 
하나의 오브젝트로서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인공 사이의 
혼성적 유기물로서 경험되도록 설계됐다. 물결치는 듯한 콘크리트 
인테리어는 지하 동굴을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모습이며 곡선형 
외관은 인접한 내부 공간과 외관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다. 
건물의 외장재로 수호초가 식재된 지오텍스타일을 써서 살아 있는 
느낌을 준다. 

 

부티크 모나코 조민석 | 서울 강남역 | 2008
GT타워와 이웃한 건물이다. 50여 종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총 

170여 개의 유닛을 설계했다. “고층건물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막는 사막과 같다”고 여기는 설계자 조민석(매스 스터디스)은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심 공간을 만들고 건물 
모서리와 직사각형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했다. 

Phillip Lim Flagship  
레옹 레옹 | 강남구 청담동 | 2009
레옹 레옹이 디자인한 필립 림 플래그십 매장은 
실험적 외관이 돋보인다.  브랜드 고유의 
우아함을 드러낸 쿠션 모양의 콘크리트 타일로 
뒤덮인 17m 크기의 외관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인상을 준다. 매장 내부 벽면은 한국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재미한국인 
아티스트 김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표면 
텍스쳐가 각 방으로 흐르듯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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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공무원들이 말한다 

Wonderful App World

불과 년여만에세상은스마트폰사용전과사용후로

나뉘어졌다.가히‘혁명’이라불리기에마땅한

스마트폰의도래.폰에서태블릿 까지신제품의

홍수속에살고있는요즘,다양한애플리케이션들의

개발은우리의일상생활에많은영향을끼치고있다.

가장창의적이고도전적인정신을요구받고있는

서울시의공무원들은과연어떤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즐겨쓸까?업무적으로나개인적으로

스마트폰과뗄려야뗄수없다고자부하는 인방을

만나그들의얘기를들어보았다.

글 하정희 사진 김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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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aemun Design Plaza(DDP) 

DDP will become the world’s design hub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design are 

generated, gathered, and reproduced, Upon 

establishment, DDP will serve as a designers 

and design firms to maximize their capacities so 

that they can enhance competitveness. DDP will 

become the Mecca of world of design, laying the 

foundation for bright future of design industry.  

DDP will play a central role in advancing Korean 

designers and design companies into global stage 

and function as the center of design knowledge 

through global network betwee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is a 

history and culture theme park where Seoul’

s history comes to life. The Park’s site was the 

location of Seoul Seonggwak(Fortress Wall) 

and Hadogamteo(a military camp site) in 

Joseon Dynasty, and a modern sports complex 

since 1920s. At the present, the Park aims to 

be a global landmark by organizing various 

exhibitions, performances, education and 

exploration so that Seoulites and visitors can 

discover Seoul’s true charm. It will offer dynamic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eoul’s past and 

future, history and culture, and tradition and 

cutting-edge technology.  

Dongdaemun Stadium Memorial 

Dongdaemun Stadium Memorial holds 

permenant exhibition reviving people’s memory 

on Dongdaemun Stadium and surrounding 

areas. The Stadium was built in 1925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named Gyeongseong Stadium. Before its demolition in 2007, the Stadium 

had been with Seoulites for 83 years, changing its name to Seoul Stadium 

and to Dongdaemun Stadium. Vistors can recall memories of Dongdaemun 

Stadium with diorama displaying various sports events and competitions at 

the Dongdaemun Stadium Memorial.

Dongdaemun History Museum 

The Museum was built to preserve and exhibit historical relics excavated 

from the sit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A total of 2,575 cases and 2,778 items were discovered and they 

range from early Joseon Dynasty to modern period over various cultural 

classes. The Museum exhibits the layers of dirt and relic of the excavation 

exeperience and information research corners. Outside the museum are 

the Seoul Seonggwak(Fortress Wall), Igansumun(Floodgate), displaying the 

traces of histroy.  

Design Gallery 

The Design Gallery aims to garner public attention as a space of design 

intelligence that realizes the vision of “Design is Everything” and “We are 

all Designers”. The Gallery will select creative designers, design issues 

and trends and address design interests and creations from cultural and 

industrial perspectives, and offer ongoing special exhibition through which 

life and design coexist as a way of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in a fresh 

way.  

Breathing through 
History,
Dreaming of Design

Dongdaemun Design Plaza(DDP) and Dongdaemun Histrory & Culture 
Park are the core projects of WDC Seoul 2010. They will become the 
world’s design hub where global citizens can meet the living history of 
Seoul and intergrate history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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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뉴시티 추진담당관으로 
U-인프라팀에서 근무중이다. 서울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그것을 어플로 개발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평소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즐겨 사용하는 어플은 ‘서울버스2’.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 
버스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출퇴근길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어플의 기획·관리·운영에 있어 힘든 점이 있다면
단말기마다 다른 OS를 가지고 있어 하나하나 대응하기 
힘들다.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 체제가 상호 구동이 안된다. 
그러니 OS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어플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 관련 36개 어플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7월에 서울시에서 ‘말하는 해치’라는 어플이 나왔다. 서울시 
상징인 해치를 주인공으로 스크린 터치를 통해 표정이나 
행동이 변하는 어플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하다. 
이외에도 ‘대학로 공연정보’ 어플도 문화생활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IT를 통한 관광마케팅 분야를 맡고 있다. 즉 서울시 관광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컨텐츠 기획과 어플 개발, 다양한 해외 여행서의 체크 등을 
아우른다.  

 평소에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지금 하는 업무 때문에라도 스마트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특히 실시간 정보와 트렌트를 파악해야 하는 마케팅 
업무상 스마트폰은 꼭 필요하다. 거의 손에 이식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웃음)  

 관광상품 개발에 스마트폰은 어떤 도움을 주나 
관광과의 경우 홈페이지에 나오는 추천여행, 맛집,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어플로 연결시키는 일이 많다. 그렇다 보니 
여행관련 출판물이나 구글 맵의 활동도가 높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광과가 개발한 어플 중 시민들에게 강추하는 어플은 
‘i Tour Seoul’ 어플. 한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5개 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유용하다. 무엇보다 취재를 통한 빠른 업데이트가 강추 이유.   

 앞으로 어떤 어플을 개발할 계획인가 
요즘은 맞춤형 서비스가 트렌드다. 연령대별 혹은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 개발에 관심이 많다. 
특히 싱글족을 위한 어플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다.

“36개의 서울시 
어플을 아시나요?”
김문연 주무관_ 
뉴시티 추진 담당관  
U-인프라팀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죠”
정혜윤 주무관_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기반조성사업실  
수익사업과

 현재 하는 업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시설 
내 대관과 유치 마케팅, 광고, 부대시설 사업 등에 관한 
것들이다.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동영상 강의, SNS, 무료통화, 포스퀘어, 영화 등을 다 할 수 
있으니 거의 손에서 놓고 지내는 시간이 없는 듯하다. 특히 
어플 중 ‘TeamViewer’는 사무실 내 내 컴퓨터와 연결해 
외부에서도 급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외부 홍보할 
때도 바로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어 좋다. 가끔은 족쇄 같단 
생각도 들지만 말이다.(웃음)

 관련업무를 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는 각 장소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분이 그걸 
아이들이 붙인 딱지로 오해해 일일이 제거했다. 워낙 빠른 
속도로. IT기술이 진화하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어플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뉴욕시의 어플 중 하나인데, 뉴욕 시내에 있는 조각 작품을 
사진으로 찍으면 정보를 알려준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어플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추천 어플들

 » i Tour Seoul_서울 관광에 필요한 모든 정보

 » TeamViewer_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

 » 서울버스 2_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의 버스 정보

 » 말하는 해치_말하는 동물 시리즈의 서울시판

 » 대학로 공연정보_대학로 문화예술 정보의 모든 것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행사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가 주된 업무다. IT에 익숙한  
편이라 윗분들이 기계의 작동이나 활용을 어려워할 때 많이 
나서서 도와드리는 편이다.  
 

 업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플이 있다면  
특별히 특이하다거나 하는 어플을 따로 내려받아  
사용하기보다는 포털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어플을 많이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획기적인 소통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카페나  
매장 같은 곳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이 알고 싶다면 그저 어플만 가동시키면 된다. 바로 
제목과 가수와 앨범 정보까지 뜬다.

“실시간 
정보 공유의 

매력”
양동찬 주무관_

한강사업부 홍보과

“이미 
스마트폰은 

내 손에 이식되어
버린 상태”

김희선 주무관_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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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빛나는 글라스 커튼월, 은빛 찬란한 알루미늄 패널, 검붉고 거친 

내후성 강판, 모노톤으로 변주되는 노출콘크리트. 현대 건축물들을 둘러

싼 입면의 컬러는 다채롭고 다양하다. 건축의 역사에서 이들 재료들은 탄

생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재료들이다. 새로운 재료들은 현대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완성해낸다. 빛나고 높은 건물을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투박하고 

묵직한 붉은 벽돌이 이들을 대신했다. 1910년대는 붉은 벽돌 건물의 시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벽돌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크고 작은 

부분에 쓰여왔으나 근대 무렵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벽돌은 검은색이다. 붉은색은 예부터 상서

롭지 못하다 하여 기피하던 색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문화를 등에 업고 등

장한 붉은 벽돌은 더 이상 불안하고 불편한 재료가 아니었다. 화려하게 치

장된 유럽식 건물이 한옥과 공존하던 근대기에 붉은 벽돌이란 획기적이

고 색다른 문화의 하나였다. 붉은 벽돌은 1907년 서울에 벽돌제조소가 생

겨나기 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값비싼 물건이었다. 개화기 초

기에 붉은 벽돌이 사용된 곳이 임금이 머무는 궁궐, 명동성당 등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종교건축물, 선교사들이 지은 서양식 학교나 병원처럼 일

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화와 문명의 장소들이라는 점도 붉은 

벽돌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벽돌 생산이 국내에서 가능해진 이후에

는 관공서, 학교, 사택을 비롯해서 공장과 창고, 교각과 담, 형무소에까지 

그 쓰임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벽돌에는 인간적이며 아날로그적인 특별한 감성이 담겨 있다. 벽돌은 붉

은 진흙을 빚어 가마에서 높은 온도에 구워낸 것으로, 가슬가슬한 흙의 

촉감과 따뜻함을 담고 있는 건축재료다. 벽돌의 크기는 손으로 한 장씩 집

어들 수 있는 정도이므로 석재나 다른 재료와 달리 인간적인 스케일을 만

들어낸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건물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완성

했다는 수고로움이 오롯이 드러난다. 

벽돌은 가슬가슬한 흙의 촉감과 따뜻함이 담긴 건축재료다. 
벽돌에는 인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담겨 
있다.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 중에는 붉은 벽돌 건물이 다수 있다. 
단정함과 우아함을 갖춘 오래된 벽돌 건물을 통해 들여다보는 근대 
건축 이야기.  

잊 혀 진  궁 궐 의  재 발 견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면 

몇 개의 건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푸르디푸른 소

나무의 어깨가 살짝 걸린 

덕수궁 담 그 너머로 100년

도 더 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동관, 신아일보 

별관, 이화여고 기념관, 프

란치스코 회관까지 모두 붉은 벽돌 건물들이다. 그리고 정동극장 뒤쪽에 살짝 숨어 있

는 독특한 양식의 벽돌 건물이 중명전이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정치의 무대를 경복궁에서 덕수궁(당시에는 경운

궁으로 불렸다)으로 옮겼다. 덕수궁이 위치한 정동지역은 자연스럽게 개화기 정치, 외

교의 터전이 된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영사관이 있었

고 호텔과 학교, 선교사들의 사택들도 늘어나면서 외국의 도시 못지 않은 서구적인 모

습을 갖춰갔다. 고종은 덕수궁의 전각을 전통방식이 아니라 서양의 건축방식으로 세

웠다. 고종이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순종이 황제즉위식을 올렸던 돈덕전을 비롯해서 

정관헌, 석조전 등 서양식 구조의 건물이 세워지느라 덕수궁 내부는 분주했다. 

중명전의 건립연도는 논란이 많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의 설계로 1897~1899년에 

완공된 건물이라는 설이 대세인데, 당시 정동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왕실도서관으

로 알려져 있었다. 1904년 덕수궁에 큰 화재가 일어난 후에 고종은 이곳으로 정치의 무

대를 옮겼다. 이곳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자, 강압적인 조약의 부당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명전은 오랫동안 잊혀진 궁궐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궁역이 돌

담길 안쪽으로 축소되면서 담 바깥에 있던 중명전은 외국인 클럽으로 바뀌었고, 광복 

후에도 임대 건물로 사용되면서 왕실 건물로서의 자존심을 많이 다쳤다. 수 차례 화재

가 나서 여러 차례 복원하고 보수해왔으며 민간에서 매입한 후에는 내부구조도 원형

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수십 년 동안 흰색 페인트칠을 바른 채 서 있던 건물이 

복원작업을 거쳐 공개되었을 때에야 놀랍게도 붉은 벽돌의 몸체를 드러냈다. 

붉은 벽돌 아케이드가 1, 2층의 회랑을 감싸며 묵직한 빛깔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이곳에 머물던 왕족들은 회랑을 거닐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을까? 내부는 세월

의 흐름에 첨삭이 많아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다. 창문과 벽난로의 위치만 겨우 파악했

을 뿐이다. 중명전에서 고종을 알현한 이탈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가 남긴 기록에

는 ‘응접실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비엔나풍의 의자가 놓여 있으며 이집트 담배, 하

바나 시가, 차와 비스킷, 바카라 컵과 독일제 찻잔이 놓인 탁자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철저하게 서양식 고급품으로 꾸며놓았을 당시의 중명전이 지금은 상상으로

만 가능할 뿐이다. 

인 간 적 인  스 케 일 과  아 날 로 그 적  감 성

붉은 벽돌 건물에 담긴  
근대의 기억

벽돌의 붉은 빛은 묵직하면서도 경쾌한 이중의 느낌으

로 다가와 건물에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 줄씩 쌓되 

어떤 방식으로 쌓느냐에 따라 외관에서 느껴지는 멋도 

다르다. 벽돌은 거칠지만 익숙한 촉감을 표현하며, 그 빛

깔은 드러내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하다. 자로 잰 

듯하지는 않지만 개성적인 치장도 벽돌 건물의 주요한 

특징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근대 문화유산 중에도 붉은 벽돌로 지

어진 건물이 다수 있다. 100년도 더 된 이들 건물은 벽돌

이 가진 특별한 감성과 더불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정함과 우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당시의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일

까? 오래된 벽돌 건물을 접하면 아련한 향수의 기억이 

중첩되곤 한다.

글·사진 최예선(<청춘남녀, 백년 전 세상을 탐하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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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답 고  위 풍 당 당 한  병 원

대한의원 본관
 

공 장 도  아 름 답 게  짓 는 다 

뚝도 수원지 정수장
 

근대의 산업시설물, 즉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에도 특별한 아

름다움이 숨겨져 있다. 많은 경우 붉은 벽돌로 벽체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

고 창문과 현관, 지붕 주변을 세심하게 장식했다. 탁 트인 넓은 공간을 지

지하는 광대한 목재 지붕 트러스도 장관을 이룬다. 콘크리트로 찍어낸 듯 

단순하지도 않고 임시건물처럼 허투루 지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수돗물을 공급했던 뚝도 수원지 정수장도 이런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 

뚝도는 둑도, 독도, 뚝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조선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임금이 사냥을 나왔던 유서 깊은 곳이다. 한강과 중랑천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뚝섬이라 불리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 

수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6년에 수도 여과시설(완속 여과지)과 수도 

송수실 공사를 시작하여 1908년 완공되었는데, 이때 뚝도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서울시민 12만 5,000명에게 전달되었다.

여과된 수돗물을 끌어올려 수도관을 통해 내보내는 송수실은 세심하게 

쌓고 모양을 낸 붉은 벽돌 건물이다. 화강암으로 장식된 현관 포치와 창문 

사이 벽에 ‘京城水道揚水工場(경성수도양수공장)’이라고 새겨진 명패

가 없으면 관공서나 

문화공간이라고 착

각할 수도 있겠다. 내

부는 우리나라 수도

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 원형을 살펴보

기는 어렵지만, 목재

판을 촘촘히 이어 만

든 지붕을 대형 목조 

트러스가 떠받치고 있는 광경은 강한 인상을 준다. 전시물 중에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지하 펌프와 밸브가 있는데, 손으로 일일이 조작하여 물을 끌

어올리고 물의 흐름을 차단하던 당시의 작업을 엿볼 수 있다. 디지털 기계

식으로 조작하고 제어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완속 여과지는 자갈과 모래층에 물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시설이다. 여과

시설물을 관람하려면 마치 지하실로 들어가듯 언덕을 뚫어서 낸 문을 통

해 출입해야 하는데, 이 출입문 또한 예스러운 멋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완속 여과지 바로 위쪽에는 서울시의 수도를 책임지는 방대한 규

모의 현대적인 정수시설이 가동중이며, 옛 수도시설물은 서울시 유형문

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근대식 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활용되

고 있다. 

벽 돌 집 에  담 긴  음 악 가 의  정 신 

홍난파의 집
 

홍파동에는 세모꼴의 박공지붕을 얹

고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아담한 집

이 있다. 붉은 담을 타고 올라간 푸른 

담쟁이가 창문가를 온통 뒤덮고 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층 양옥집. 이 

집은 ‘울 밑에서 선 봉선화’ ‘고향의 봄’ 

등 고전처럼 불려지는 옛 노래의 작곡

가 홍난파가 살던 집이다.  

홍난파의 집은 1930년 경 독일 선교

사가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서울에는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이 

존재했다. 한옥 구조를 유지한 것도 있었고, 문화주택이라 하여 전통가옥

과 현대식이 뒤섞인 형태도 있었다. 홍난파의 집은 이와는 다른 형태다. 2

층 앞쪽으로 넓은 거실이 있고 안쪽에 침실이 놓였으며, 1층에 주방과 식

당이 있는 서양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홍난파가 이 집에 이사온 것은 1936년의 일이다. 재혼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음악가

이자 행복한 가장이 살던 널찍한 이층집은 따뜻함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또한 동료와 제자들이 자주 찾던 음악의 전당이기도 했다. 그러나 홍난파

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37년 불온 단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 풀

려난 후 늑막염에 걸려 1941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짧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말해주듯 홍난파의 집은 따뜻한 기운으로 넘친

다. 음악가가 간직했던 사진 속에는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이

층집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이 집은 홍난파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공간의 첨삭을 거듭했기에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볕이 따뜻한 공간을 가득 채웠을 음악의 선율은 쉽게 상상이 된다. 

옛 사람들의 흔적을 엿보면서 잠깐 동안 그 시대의 정신을 읽어본다. 

서울에 벽돌제조소

가 세워진 데에는 명

동성당의 공사가 큰 

힘을 발휘했다. 1903

년부터 짓기 시작한 

명동성당에는 어마

어마한 양의 벽돌이 

사용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국내에도 

벽돌제조소를 세워

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07년, 당

시 관영 건설을 관장

하던 탁지부에서 마

포에 연와(벽돌)제조

소를 설립한 후, 바야흐로 붉은 벽돌 건물의 시대가 열렸다. 목조로 값싸게 

지어졌던 관공서, 병원, 학교, 기차역, 관사, 형무소, 창고, 공장 등의 건물

이 붉은 벽돌로 옷을 갈아입었다.

탁지부 연와제조소의 수혜를 가장 먼저 차지한 건물은 대한의원이었다. 

대한의원은 1908년 10월에 개원한 근대식 병원이며, 2층짜리 본관 건물 

외에도 벽돌구조로 지어진 단층짜리 병실 일곱 개 동과 부속 동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이었다. 이 병원은 국권이 침탈된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의원으로, 1928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이름이 바

뀌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그 명맥이 이어졌다. 

대한의원 본관은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다. 지붕 위로 솟아오른 바로크풍의 시계탑이 건물에 강한 인상을 

준다. 그 아래로 화강석으로 섬세하게 세공된 현관 포치가 이어진다. 붉은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벽면에도 화강암과 목재로 장식하여 유럽식 

건축물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이 건물은 창경궁에서도 둥근 탑신이 보일 

만큼 위풍당당하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는 이 건물의 화려하고 근엄한 

자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엽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청동 지붕

을 얹고 목재로 장식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덕분에 창문의 모양이나 창호 장식이 각기 달라진 점이 재미

있다. 다양한 벽돌쌓기 기법이 건물 입면에 은근한 멋을 살려준다.

대한의원 본관 건물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수실과 회의실로 사용된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의학박물관으로 꾸며진 4개

의 전시실이 있다. 그곳에는 서양의학 100년의 역사가 지금도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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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양조장에서 문화예술 생산지로 변신하다

재활용 예술도시 
베를린

통일 이후 20년. 현재 베를린은 전세계 
예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버려진 공간과 유휴건물을 
문화시설로 변경해 활용하는 
베를린시와 예술가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 베를린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보자.  

글·사진 이동준(<베를린 코드>의 저자)

지금 베를린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20세기 

초 유럽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소위 

‘황금의 20년대’ 이후 처음이다. 전세계의 

예술가들을 베를린으로 모여들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통일 이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베를린이 지닌 

긴장감과 활기찬 기운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의 

여느 메트로폴리스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값싼 

임대료와 물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자유로운 

공기와 국적을 초월하여 예술가를 보호해주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큰 몫을 차지했다. 

베를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외에도 예술가들을 위한 수많은 문화예술 공간들이 

있다. 그 많은 공간들의 대부분은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용도 폐기된 건물을 예술생산기지로 재활용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폐허로 방치된 백화점 

건물을 예술가들이 점령해서 만든 ‘쿤스트하우스 

타헬레스’,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서 문화를 

제조하는 공간으로 변신한 ‘문화양조장’, 제3제국 

시절 철도차량 보수기지였으나 지금은 시내에서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로 탈바꿈한 

‘RAW’ 그리고 2006년 하수펌프처리장을 개조하여 

문을 연 이래 최근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제5하수펌프처리장‘ 등이 

대표적이다.  베를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예 술 가 들 의  성 지 에 서  공 공 의  애 물 단 지 로 

Kunsthaus TACHELES
동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쿤스트하우스 타헬레스는 본래 백화점 

건물이었다. 1909년 독일 황제의 명령으로 건축되어 현재 베를린에 남아 있는 가

장 오래된 파사쥬 형태의 건축물인 이곳은 1928년 AEG가 건물을 인수하면서 한

때 전자제품 전시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국가사회주의의 등장과 히틀러제

국의 나치스 친위대가 상주하는 등 영욕의 역사를 경험한 장소이다. 그런데 동서

독 재통일 직후인 1990년 2월 13일, ‘타헬레스’라는 한 예술가 단체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타헬레스 회원들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을 보호해줄 것, 

그리고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예술활동을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당국과의 긴 협상 끝에 뜻을 관철시켰다. 회원들은 1층에 카페와 화랑, 2층에 극

장과 공연장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들은 넓으면 전시장, 좁으면 작업실로 꾸며나갔

다. 소문을 듣고 전세계에서 찾아드는 외국인 예술가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그로부터 10년, 타헬레스는 베를린의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 허물어져 

가는 폐허더미가 내뿜는 묘한 매력과 예술의 문화적 상품가치에 눈뜬 정부에서도 

공공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독일 전역과 전세계의 예술가

들이 타헬레스로 모여들면서 타헬레스는 다양한 정치적·예술적 논쟁의 중심지 

역할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건물을 1998년에 독일의 한 펀드회사가 구입하면서 타헬

레스는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된다. 펀드회사는 저명한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재건

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4억 유로에 달하는 건축비의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이후 

이 건물은 매각과 철거 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그런가 하면 타헬레스 회

원들도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초창기의 목적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과 공공기관은 서서히 타헬레스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타헬레스협회는 결국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말에 지불불능 파산신청을 하고 만다. 현

재 타헬레스에 입주했던 음식점과 카페, 극장 등은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100만 

유로의 보상금을 받고 떠난 상태이다. 80여 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은 아직 이곳에 

남아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타헬레스 회원들은 전체 면

적 2만 3,000m2 가운데 ‘겨우’ 1,250m2에 해당하는 타헬레스 건물의 소유권을 문

화재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1, 2  2000년대의 타헬레스 모습. 폐허 속 예술성지라는 이미지
로 베를린의 대표적 문화관광상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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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을  위 한  레 저  문 화  시 설 

RAW-tempel e.V   & 
RADIALSYSTEM. V
RAW-tempel은 제3제국 시절 철도차량 보수기지가 있던 자리에 

199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레저시설이다. 시내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중앙역에서 전철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RAW-tempel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운영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자원봉

사 형태로 전체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

는 문화적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에는 아틀리에와 

예술가들의 작업실, 취미예술활동지원 공간, 벼룩시장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세미나실, 각종 공연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원통형의 거대한 구조물은 암벽등반을 체험할 수 있

는 시설로 베를린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제5하수펌프처리장(RADIALSYSTEM. V)은 1905년에 최신식 공법

으로 완공된 베를린의 하수처리펌프장의 명칭이다. 하지만 지금은 베

를린의 예술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공연장의 이름으로 잘 알려

져 있다. 

1999년, 가동을 중단한 이곳에 처음 눈독을 들인 사람은 요헨 잔디

히와 폴커트 우데 두 사람이었다. 요헨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쿤스트

하우스 타헬레스의 예술감독을 지낸 인물이다. 두 사람은 새로운 공

연예술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장소를 찾아 수소문하던 중 가동을 중

단하고 멈춰 있던 이곳 하수처리장에 주목했다. 베를린 시내를 관통

하는 슈프레 강가에 위치한 입지조건 역시 장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2006년 9월에 문을 연 제5하수펌프처

리장은 단시간 내에 베를린의 새로운 공연 메카로 주목을 받기 시작

했다. 장르를 뛰어넘어서 1년 365일 중 평균 295일간 공연 및 이벤트

를 개최하고 있는 제5하수펌프처리장은 설립 초기부터 공공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대신 공간을 상업적·예술적으로 이분

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렸다. 인력규모 역시 크

지 않다. 두 명의 예술감독과 15명의 스태프가 자신만의 운영 노하우

로 행사 개최수를 유지하며 티켓 판매수익을 해마다 두 배로 늘려오

고 있다. 

제5하수펌프처리장이 지금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쿤스트하우

스 타헬레스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고민했던 요헨 잔디히의 이력

위에서 살펴본 네 개의 건물과 네 개 단체의 변천과정을 지켜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창

조적 고민이 느슨해지는 순간 대중은 그들을 외면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중단됐다.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

키려는 노력 역시 치열한 예술적 고민과 참여정신이 결여된다면 건물

과 함께 쇠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을 상업적 공간과 예술

적 공간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활용한 단체들은 살아남았고 정부

의 지원에만 기대를 걸었던 단체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갔다. 제5하수

펌프처리장의 대표인 요헨 잔디히가 거쳐온 지난 20년 족적이 이를 

보여준다. 그는 타헬레스의 창립멤버로 참여했으나 공동체 정신의 결

여와 비전이 부재한 예술가 집단의 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한 후 1993

년 현대무용가 샤샤 발츠를 만나 ‘샤샤 발츠와 친구들’이란 단체를 설

립하면서 타헬레스를 떠났다. 이후 샤우뷔네 감독을 거쳐 오늘날의 

제5하수펌프처리장을 탄생시켰다. 

낡은 건물, 오래된 건물에는 역사가 담겨 있다. 그 역사는 그 건물 안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

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건물의 가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이다. 철거 직전에 기사회생했던 베를린의 건물들이 새롭

게 거듭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인정을 받았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로 다른 운명을 걷고 있는 베를린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물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그 안

의 예술가들, 사람들이 보인다. 

문 화 예 술 시 설 과  상 업 시 설 의  행 복 한  공 존 

KulturBrauerei
2만 5,000m2 면적에 여섯 개의 마당과 20개가 넘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이 양조장 건물은 19세기 베를

린의 산업시설을 대표하는, 가장 보존이 잘된 건물 가운데 하나로 꼽

힌다. 1842년 화학자이자 약사인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프렐이 농부

의 헛간을 사서 바이에른 방식의 양조장과 술집을 연 것이 그 효시. 

프렐의 사망 후 욥스트 슐타이스가 양조장을 인수한 뒤 훗날 세계적

인 명성을 얻게 되는 맥주회사 슐타이스로 성장하게 된다.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한때 방위산업체로 전환되기도 했던  

이 건물은 종전과 함께 다시 양조장으로 재가동되었다가 1967년, 장

비의 노후로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동서독 분단시절, 무도회장

인 프란츠클럽이 개장하면서 동베를린의 명소로 각광받기도 했던 이 

건물은 1974년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념건축물 보호대상으로 지

정되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0년, 독일의 한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인수하면

서 양조장은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된다. 1991년 문화양조장 주식회사

가 설립되면서 술을 제조하던 양조장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양조

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후 문화양조장에는 사단법인 해시계 

극단, 장애인 예술단체, 음악협회, 문화재단 등이 입주하면서 동베를

린 지역에 문화예술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축구경기장만한 건물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너무 

미미했다. 그러자 건물의 소유주인 TLG 신탁회사는 묘안을 냈다. 사

단법인 문화양조장을 존속시키면서 동시에 건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영세한 예술단체들에게는 1m2당 1마르크의 임대비만 받으면서 한편

으론 건물의 일부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문화양조장에는 아틀리에와 갤러리, 음식점, 소규모 

상점과 극장, 공연장 등이 입주하게 되었다. 8개의 영화관에서는 아

트 하우스의 면모에 맞게 작가주의 영화, 고전 영화, 회고전, 어린이

를 위한 영화 등을 상영했고 정통 바이에른 방식의 맥주집 ‘레오폴드’ 

역시 문화양조장의 명물이 되었다. 

이어서 사무실, 전시장 등이 입주하면서 문화양조장은 계획대로 문

화예술공간과 서비스 산업시설이 공존하는 형태로 완성되기에 이른

다.

1  문화양조장의 고풍스런 건물 외관. 

2  문화양조장의 명물 ‘장애인 연주단체’ 람바참바.

3  시민들이 운영하는 RAW-tempel. 예전엔 철도차량 보수기지였다. 

4  베를린에서 최신 공연예술의 메카로 떠오른 제5하수펌프처리장. 

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요헨 잔디히는 예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

선 뛰어난 예술작품을 선보여야 하지만 마케팅과 홍보에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90년대 초반에 이미 타헬레스

를 떠났던 그는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예술활동은 결국 한계를 드

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5하수펌프처

리장의 성공은 이런 깨달음과 전략적 고민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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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_18세·학생
간판이라면 아무래도 눈에 잘 
띄어야죠. 그렇지만 촌스러운 
색상에 촌스러운 글자체의 간판은 
싫어요. 너무 옛날 것 같거든요.

‘좋은 간판, 나쁜 간판’에 대해 서울 시민이 말한다

가게의 이름표?
우리 모두의 공공재산!

프랑스 파리의 경우 간판 하나를 

설치하려면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위치, 숫자, 규격, 색상, 재질 면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까다롭게 

살피기 때문이다. 서울의 간판들은 

어떨까. 2008년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박철호 _47세·극작가
진부하지 않고 신선하고 특이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간판이면 
좋겠어요. 간판도 생활 속 디자인 중 
하나니까요.

조예담·정수안 _
12세·학생
너무 화려하고 크면 별로예요. 
지저분해 보이고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깔끔한 게 좋아요.

유지연 _25세·직장인
가게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간판이 좋은 간판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간판 정리로 
간판들이 비슷비슷해지는데, 
통일성이 있긴 하지만 어떤 
가게인지 딱 보고 모를 때도 
많거든요. 가게의 특성과 이미지에 
맞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간판은 바로 가게의 이름표잖아요. 

사진제공 | 사인문화 

박지슬 _18세·학생
깔끔해서 잘 보이는 간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찾기 
쉽거든요. 

박종관 _56세·학교보안관
간판이라는 게 잘 보이고 주변과 잘 
어울려야지. 너무 크면 주변과 잘 
어울리지 않아. 적당한 크기면 좋겠어. 
요즘에 통일된 간판이 많은데 체계가 
잡혀 보이고 참 좋아.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송윤정 _45세·공예가
가게와 연관성이 있는 간판이 
좋은 간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간판은 
어필할 수가 없어요. 또 철사로 
묶어 놓았다든가 매달린 
모양새가 위험하게 되어 있는 
간판은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채상훈 _21세·학생
상호가 뭔지, 어떤 업종인지 딱 
보기만 해도 파악할 수 있는 
간판이 좋은 간판 같아요. 
간판도 모자라 입간판까지 세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나쁜 
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강구열 _68세·사업가
우리나라 간판엔 영어가 적어. 
내가 외국 사람이라면 불편할 것 
같아. 영어를 병기하든지 영어 
간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송경섭 _31세·대학원생
그래도 큼직하고 잘 보이는 
간판이 좋은 간판 같습니다. 
하지만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간판이 간혹 있는데 그런 간판은 
나쁜 간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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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 전 자 디 자 인 경 영 센 터  이 건 표  부 사 장 

패러다임을 바꾼 디자인

지난해 카이스트의 교단을 떠나 LG전자디자인경영센터장에 
취임한 이건표 부사장의 행보는 큰 화제를 뿌렸다.  
대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으로 간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는 드물기 때문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강조해온 
이 부사장의 포부와 디자인 철학을 들어보았다. 

글 정지연  사진 김윤해D e s i g n  C h a n g e d  P a r a d i g m

이건표 부사장의 취미는 ‘요리’다. 봄에 제철 나물인 두릅을 보면 ‘파

스타에 넣어볼까’ 고민하고, 디저트로 치즈가 있으면 그라빠를 곁들

일까 생각한다. 누구를 초대하느냐에 따라 식기를 달리 고르고, 어떤 

코스를 짤까 고민하고, 촛불과 음악에도 신경 쓴다. 멋있는 식기를 볼 

때마다 집에 있는 그릇들과 서로 어울릴까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이 

부사장은 빈속을 채우는 행위만이 요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리는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음미하는 오감을 쓰는 과정이다. 또한 

요리는 초대한 손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기획되어야 하는 디자인이

다. 그래서 이 부사장은 요리가 곧 ‘경험 디자인’이라고 즐겨 말한다. 

그렇게 요리를 좋아하는 이 부사장이지만, 최근에는 도통 누구를 집

으로 초대하지 못했다. 짐작대로 LG전자디자인경영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느라 짬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LG전자디자인경영센터장이란 중책을 맡은 지 1년, 그 소회에 대해서 

먼저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말 바빴습니다. 학교와 다른 기업이라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

더군요. 시간의 층위도 다르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도전적인 부분도 많았

고요. 또 전체 650명이나 되는 조직이 공유할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고, 그 

근본을 만들어가는 일도 병행되어야 했던 만큼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인 것 

같습니다.”

현업에 있다가 교수가 된 디자이너들은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드문데요. 

특히 부사장 대우라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카데믹 월드와 리얼 월드가 연결되는 자리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교단에서 해온 일이 이론을 만든 것이라면, 그게 기업현

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그 피드백이 다시 이론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역동적이고 보완적인 관

계를 기대했지요. 

교단에서의 경험이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처음 제안을 받고 내가 LG전자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전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디자인 화두를 고민한 사

람입니다. 마침 LG전자의 전반적인 화두가 ‘UX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가

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와서 사용자 중심의 마인드를 고양

시키면서 UX의 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

로 ‘UX혁신디자인연구소’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 제가 여러 해외 세미나를 다니며 쌓아둔 세계적인 네트워킹도 LG

전자의 글로벌 전문가 영입과 연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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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

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LG전자의 차별화된 대응전략

을 고심하고 있을 듯 합니다만. 

아마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인 구글이나 애플을 빼

면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LG전자를 비롯해 많

은 회사가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입니다. 다들 소프트웨

어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섣불리 그쪽

으로만 가야 하는지에 회의적입니다. 물론 앞으로 오픈 

소프트웨어로 가긴 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하드웨

어 분야에서의 노하우나 장점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

니다. 즉 게임의 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짜되 사용자

를 단순히 고객 혹은 사용자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제품에 개입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파트너화해야 한다

는 것이지요.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대중crowd과 아웃

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입니다.

센터장님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관심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것이 새로

운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 현대의 관세음觀世音이라고 봐요. 일상생활이 다 드

러납니다.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가 노출되는 거죠. 그러

니 기업은 SNS를 신제품을 내놓았을 때 반향을 끌어내

는 수단으로만 쓸 게 아니라, 고객들이 그 제품에 참여하

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팔로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업으로 옮겨 오면서 발언을 할 때 신경을 안 쓸 수

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젠 이른바 ‘맞팔’도 잘 못합니

다.(웃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한 600여 명 정도에 정

체되어 있는 거 같아요. 

디자이너란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욕심 

많은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 특별히 관심

을 가지고 체크하는 동향이나 아이템이 있는지요.

신기한 물건을 남들보다 빨리 찾아가는 얼리어답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꾼 제품이나 서비스는 꼭 체크하고 있지요. 예

를 들어 티볼리 라디오가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에도 라디오 기능을 넣을 수 있어, 

매력이 없어진 라디오를 도리어 크게 만들고, 재질은 나무로 해 터치감이 좋게 하

고, 버튼이 아니라 돌리는 볼스위치로 만들어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했지요. 그렇

게 해서 티볼리는 가전시장에서 사라져버릴 뻔한 ‘라디오’라는 기기를 구한 제품이 

되었지요.

네스프레소도 그렇지요. 보통 커피머신이라고 하면 브라운이나 필립스만 떠올리

던 즈음에 네스프레소는 ‘소셜라이징’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어요. “커피 드실

래요? 이건 산도 3의 과일향이 풍부한 커피이고, 이건 디카페인 커피인데 무얼 드

실래요?”라는 대화를 나누며 손님은 감동을 얻게 되죠.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제품들은 꼭 사서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웃음)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나 제품도 궁금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대답하겠습니다. 전 디자이너 이름

을 보고 사지 않아요. 알렉시니 필립 스탁이니 이렇게 디자

이너가 두드러지는 작품보다는 익명의anonymous 디자인

에 끌립니다. 랄프 카플란이 쓴 <바이 디자인By Design>이란 

책을 보면 ‘좋은 디자인Good Design과 효과적인 디자인Effective Design은 다르다’

고 말하죠. 어떤 목적을 100% 충족시키는 게 효과적인 디자인라면, 좋은 디자인은 사

용자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이끌어내죠. 디자인이 기능과 미적 쾌감에 충실함과 동시

에 사회적 책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죠. 전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좋아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이끌어낸다고 하셨는데, 좋은 디자인이란 과연 어떤 디

자인일까요.    

미국의 디자인 기획자이자 교육자인 제이 더블링 교수는 “제품은 냉동된 정보”라고 말

합니다. 제품은 당대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뜻이지요. 즉 

좋은 디자인에는 단순히 기능과 모양 외에 바람직한 시대적 가치도 담겨 있는 것이지

요. 사람을 바람직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습관을 주는 디자인 그러면서도 상업적 

이익을 내는 디자인 말입니다. 우리 제품 중에 DID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수도 

없이 여닫게 하지 말고, 자주 쓰는 물건을 따로 모아 도어 인 도어로 정리한 것이지요. 양

복을 저장하는 스타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은 앞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

야 합니다. 패트릭 조던이 말했듯이 앞으로 환경친화나 사회적 책무를 채워주는 제품

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될 테니까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아빠가 되고,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해

주는 제품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이 그리는 LG전자디자인경영센터

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어야겠지요?(웃음)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요. 제

가 카이스트에서 학과장만 7년을 했어요. 그때 카이

스트 공대 내 디자인스쿨이 세계 탑 디자인스쿨 30위 

안에 드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 일을 이곳에서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는 세계적인 디자인, 잘된 디자인을 그저 따라잡으려

는 데만 급급했어요. 이제는 혁신적인 디자인 패러다

임, 아예 다른 판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와보니 뛰어난 인원이 많

고, 조직적인 지원과 노력도 있어서 해볼 만한 싸움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디자인은 사용자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이끌어내죠. 디자인이 기능과 미적 쾌감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죠.  
전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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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에 선글라스를 쓴 건방진 녀석이 기타를 
메고 서 있다. 삐쭉하게 세운 머리를 한 
사각턱의 녀석은 체인을 감은 채 서 있다. 이게 
모두 종이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세련된 색감과 
에지 있는 디자인, 사각턱이 트레이드 마크인 
모모트 말이다.

글 임은선 ( 자 유기고가 )  사진 김윤해

대한민국 최고의 토이 
아티스트를 꿈꾼다

모모트의 플랫폼은 컨텐츠를 담기 쉬운 지기(紙器) 구조다. 아티스트의 독창적 스

타일과 디자이너의 그래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네모난 형태로 취했기 때문에 

출력과 접지가 모두 쉽다. 네모난 플랫폼에 개성과 위트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모트 프로젝트의 장점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그래픽이 스트리트 패션문화나 서브 컬처와 깊은 연관

성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나 클럽 디제잉

(DJing) 등 스트리트 문화가 모모트의 소재다. 네 명의 디자이너가 모두 좋아하는 

서브컬처가 이 한 장의 종이에 구현되는 것이다. 스트리트 피플은 물론 동물, 패턴, 

몬스터 등의 다양한 시리즈로 변주되는 것도 매력이다.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역시 모모트를 만들고 보고 모으는 즐거움을 배가시

킨다. 나이키, MCM, 빈폴 등 다양한 패션 기업이나 ‘무한도전’팀, 빅뱅, 2PM 등 아

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팬층을 넓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 요즘은 심지어 

아동교재로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위인전을 읽고 주인공을 모모트로 만들어보거

나 동물 사진을 보고 동물 모모트를 만드는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디지털시대

를 맞이해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  

“좋아하는 캐릭터나 자신의 얼굴을 골라서 출력하면 나만의 모모트를 만들 수 있

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해 가려고 해요. 지금은 비록 아트토이도 서브 컬처에 불과하지만, 대중에게도 사

랑받을 수 있는 메인 컬처가 되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꿈이죠.”  

현재 홍대앞에서는 이들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편집매장 ‘wyln’(웨이론)

의 갤러리 공간 ‘W.D.S Gallery’를 찾아가면 모모트 팩토리의 발전 과정과 콜라보

레이션 과정을 모두 구경할 수 있다. 

만드는  보람이  큰,  손맛  넘치는  아트토이

모모트(MOMOT)는 페이퍼 토이를 만드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이름이자 그들의 제품명이다. 네모 네모 

로보트(NEMO, NEMO, ROBOT)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모트는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

한 네 명의 디자이너들이 똘똘 뭉쳐 만든 회사다. 그 

시작은 학교였다. 아트토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소

개된 수업을 듣고 아트토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준

강 디렉터는 ‘나만의 아트토이를 제작하고 싶다’는 욕

심을 졸업작품전으로 구현했고, 뜻을 같이하는 동기

들과 함께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출품했으며 

이후 지금의 모모트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행보를 걸

어왔다. 

아트토이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는 게 보편적

이다. 그러나 시장도, 발주할 제작업체도 드문 국내 

사정을 감안해 종이를 대안으로 택했다.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가

공이 쉽고, 플라스틱 재질의 토이에서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느낌의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 또 누

구나 종이 도면 한 장과 풀만 있으면 토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매력으로 다가왔다. 

“모모트는 완제품이 아니라 종이로 된 도면이에요. 그

래서 손맛이 느껴지죠. 30~40분 정도 걸려 만들기 

때문에 보람과 애착이 더 커지고요. 그게 일반 아트

토이와 다른 모모트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더욱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도 좋잖아요?” 

스트리트 패션, 디제잉 문화 등을 담아내다 
모모트는 중간 관리자가 없는 철저한 디자인 스튜디

오로 움직인다. 팀 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

희열, 디자이너 이흔태, 엔지니어(페이퍼의 설계도면

을 설계한다) 김병문은 서로의 팀 내 역할과 영역을 

해치지 않으며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뤄진 건 무엇보다 플랫폼이 탄탄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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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모

잇은 이런 활동이 서울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잇이 진

행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지구 곳곳으로도 확

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

신들의 활동을 ‘지구도시탐방 놀자 프로젝트’라 부

른다.

이혜서씨는 “외국인들에게 모잇의 작업을 보여주면 

정말 흥분한다”고 귀띔한다. 관광을 오면 보통 정

해진 코스대로만 여행을 하게 되지만 모잇을 통하

면 잘 모르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남지현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잇의 활동

이 널리 퍼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10초의 타이머가 움직이는 동안 이뤄지는 모잇의 

활동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처 몰랐던 서울의 구석구석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숨결이 녹아 있는 모잇의 작

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Twitter  @MOITMOITMOIT

Blog  moitmoitmoit.tistory.com

모잇은 이화여대 건축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모임으

로 출발했다. 일만 하기는 지루하고, 만나서 그냥 놀

자니 허무했다는 그녀들은 막상 자신들이 서울에 살

지만 서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2010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카메라를 메

고 여행을 떠났다. 그게 모잇의 시작이었다. 이제 모잇

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반이면 서울의 속살을 찾아 

서울 구석구석을 누빈다. 

철거 위기에 처한 유진상가부터 홍제동 개미마을, 이

화동, 후암시장, 서대문구 교남동 재개발지구와 정릉

3동 북악이용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방문한 곳만 

해도 벌써 50군데가 넘는다.

모잇은 ‘가장 부도덕한 여행자(Most Immoral Trip-

per)’라는 뜻. 부도덕? 글쎄…. 가장 흥미로운(Interesting) 여행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들이 이런 도발적인 이름을 정한 건 ‘가장 논쟁적인 장소를 

찾아가다’라는 컨셉트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모잇의 사진작업은 매우 독창적

이고 흥미롭다. 서울의 장소를 배경 삼아 찍되 사진마다 등장인물은 이전에 찍었

던 포즈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지정된 장소에 서 있는 것이다. 일종의 ‘시그니처’

인 셈이다.

여기에 대해 그들은 “답사를 하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특정 포즈를 지정해주고 어떤 장소를 가든 그 포즈로 사진을 찍는 형식

이다. 포즈가 튄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해당 사진들을 죽 늘어놓고 보면 사람

보다는 장소에 더 관심이 간다. “사람인 우리는 소품이 되고 장소가 주인공이 되

는 거죠”라고 모잇은 강조한다.

모잇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울의 곳곳을 여행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모잇

의 참여자도 졸업 동기에서 더 늘어났다. 이제는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 모잇과 

서울을 관광한다는 것과 여행한다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다. 서울을 여행하고 그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 사진집단 모잇(MO!T). 서울에서도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곧 사라질지 모르는 곳,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곳을 골라 사진으로 남기는 
그들을 만났다.   글 임은선 ( 자 유기고가 )  사진 김윤해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 

임윤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재개발구역처럼 곧 없어질 
장소로 떠나기도 하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곳을 택하기도 
하죠. 재개발구역처럼 곧 없어질 
곳뿐만 아니라 가치있고 기억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죠. 

이승연

‘우체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사진 작업한 걸 
액자에 넣어 직접 우체부 모자를 
쓰고 몇 주에 걸쳐 배달하는데, 
다들 너무 놀라고 좋아해주세요.

이혜서

그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물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요. 
예를 들어 달력이나 탁자, 화분, 
빗자루, 거울 같은 물건이지요.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해당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해와서 
찍는데 예전엔 어렵더니 이젠 
10분이면 섭외 끝이에요.

홍지현

모잇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숭례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전소되어 
사라지고 나니 그 가치가 새삼 
느껴지는 거죠. 모잇은 바로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이윤희

처음에 장소를 섭외할 땐 별 
생각 없이 가게 되죠. 하지만 
가서 동네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울의 깊숙한 
속내를 알게 되요. 비록 우리의 
작업은 사진 한 장으로밖에 남지 
않지만 그 정지된 순간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요.  

세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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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대오서점에서  
동네 할머니와 함께한 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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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 10색’ 도장 아이디어 낸 이상훈 주무관

물의 몬드리안을  꿈꾼다

남양주 삼패동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외벽에 서울 10색이 도장된 건물들은 
마치 20세기 추상미술의 거장인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선과 
면으로 시공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몬드리안을 연상시키는 아이디어는 
정수센터 보수과 8급 공무원 
이상훈씨의 남다른 디자인 감수성에서 
나왔다.  

글 하정희  사진 김윤해

몬드리안에 이어 제2탄, 제3탄으로 변모하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지난 2010년 4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센터 2동에 대한 재도장 공사를 시작

으로, 올해는 모든 동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2010년 5월에는 그의 

두 번째 창의 아이디어 ‘누가 옥색을 두려워하는가’가 역시 통과되었다. 이것은 정

수센터 여과장의 기둥을 옥색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으로 삭막했던 정수센터 여과

장의 이미지를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곳으로 바꿔낸 일등공신이다. 이 도색작업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과정에서 가장 맑은 색인 ‘옥색’으로 기둥색을 바꾸고 여

과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소용돌이 모양을 현상화해 기둥의 면마다 조금씩 다

른 색으로 ‘물의 역동적인 회전’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내의 모든 건물과 기둥은 이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재도장 작업

을 통해 센터 전체가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재도장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이야기를 입히는 세 번째 아이디어 ‘아리수 야화(夜話)’가 진행중이다.

“상수도의 깨끗한 물을 만드는 기술이 기본이라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시

민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에 인문사회적 스토리텔

링을 더하는 그의 창의 아이디어는 오늘도 진행중이다. 

문 제 를  인 식 하 고  변 화 시 키 는  힘 ,  디 자 인 
인터뷰를 위해 찾은 우리를 위해 정수센터의 곳곳을 안내하던 이상훈씨(39)는 2층 실험실의 직원

휴게소에서 창문의 블라인드를 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치 액자 속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2층 넓은 창에는 10가지 서울색으로 칠해진 정수센터가 꽉 들어찼다. 그는 처음

부터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시작한 것일까?

2009년 5월 강북정수센터에 부임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래된 정수센터 외벽을 재도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예산은 정해졌고 지나치게 새로운 시도는 주위의 우려를 불러일으

킬 게 뻔했다. 그렇지만 그는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다. 파리의 광장에 변기통을 전시했던 

‘마르셀 뒤샹’과 나무를 추상화했던 ‘피에트 몬드리안’에게서 영감을 받아 2010년 초 서울의 10가

지 대표색을 이용한 ‘서울의 몬드리안을 꿈꾸다’라는 아이디어를 기획, 창의 아이디어로 제출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수센터들이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은 흘러야 건강

하잖아요. 고여 있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죠.”

이런 그의 도전적 발상은 기우와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물을 여과하는 정수센터의 과거

의 이미지가 정체된 ‘물공장’이었다면, 서울색을 이용한 재도장을 통해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물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주효했다.

철 저 한  준 비 를  통 한  설 득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자료조사’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의 몬드리안을 꿈

꾸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디자인개발실을 찾아 조언을 구

하는 것이었다. 이어 몬드리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작품세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으

로 공간을 표현하고 흰색과 검은색의 선을 통해 시간을 표현

했던 몬드리안의 작품철학에 접근해, 단순히 몬드리안의 그

림을 차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

고 모방하며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보수과 공무원이라는 경험을 살려 서울시 상수도의 블록 시

스템(Block system: 순환배관망)과 서울의 10색을 이용해 역

동적인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는 단순히 색의 배

치를 통한 역동성에 머물지 않고 건물 1, 2층에 사용한 색의 

수직 배열 디자인을 감안해 사람이 이동하면서 건물의 움직

임을 느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특히 기존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의 형태나 색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색과의 조화를 찾아낸 점도 박수를 받았다.

“물은 움직여야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

수공정과 디자인을 연결시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수’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상훈 주

무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의 생

각이 빛을 발휘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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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속에  숨겨진  디자인

 부암동
그 옛날 서촌에서 하숙을 했던 윤동주 
시인이 즐겨 올라 시상을 떠올렸다는 ‘시인의 
언덕’에서 부암동을 내려다본다. 이곳은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골목길과 동네의 
정서라는 것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동네다. 
이곳에서 찾아낸 디자인 관련 스팟들.

글 하정희  사진 김윤해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골짜기, 서촌을 뒤로 

하고 들어선 부암동은 마치 시간이 정지해버린 곳 

같다. 아직도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백사실계곡과 40년이 넘은 동양방아간에서 

만들어지는 떡이 있고 길가에서는 고양이가 

어슬렁거린다. 

최근 이 부암동이 특히 예술가들 사이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래됨을 낡고 촌스럽다고 

치부하지 않고 소중하게 가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모이는 동네라서일까. 하긴 이곳은 

안평대군과 대원군도 별장을 지었고 빈처 현진건 

선생도 닭을 치며 살았다는 유서 깊은 동네이니 

그럴 법도 하겠다. 맛집은 물론 카페, 갤러리, 

작업실 등 예술가들의 친구가 될 공간이 유연하게 

부피를 늘려가는 부암동에서 디자인을 다시 

생각해본다. 

부 암 동 의  사 랑 방

‘flat 274’
flat 274는 일러스트레이터 홍시야와 동생 김효주

가 의기투합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카페, 갤러리, 

작업실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본인들의 서재와 

방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자연스러움이 특징. 크

고 작은 문화행사가 자주 열린다. 폭염 때문에 잠

시 쉬었다는 ‘옥상 프리마켓’이나 번개처럼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flat 274의 매력이다.

공간 한쪽에 마련된 ‘부암 274단지’는 아티스트들

의 작품을 위탁,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부암동

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

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구경해도 좋다. 맛이 진한 모카커피와 

간장, 달걀, 참기름에 비벼 먹는 ‘홍식이밥’, 들어간 것이라곤 단팥과 얼음, 미숫가루밖

에 없는 ‘솔직한 빙수’ 등의 메뉴가 인기다. 부암동 274-1번지 2층이라는 주소를 따서 

이름지었다.

Open 11:00~23:00(월요일 휴무) Add. 종로구 부암동 274-1 2F  
Tel. 02- 379-2741 Web www.flat27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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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래 된  물 건 이  주 는  아 름 다 움

빈티지  숍  ‘고엔’
무조건 오래된 물건이라고 다 빈티지는 아니라

고 말하는 ‘고엔’의 김민영 대표. 평소 골동품 수

집이 취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빈티지 구입

에는 이골이 난 그이지만, 지난 2010년 9월에 부

암동에 숍을 열기까지 4년을 공들여 준비했다.

동생과 함께 직접 만들었다는, 낡은 철제 대문

을 이용해 제작한 간판이 이색적이다. 숍 안에 

들여놓은 제품만으로도 훌륭한 인테리어 효과

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 인테리어는 최

대한 단순하게 정리했다. 고엔에서는 식기에서 장난감, 그리고 인형에서 가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가구는 작가 중심으로 구매하고 판매한다. 

김민영 대표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팔기보다는 빈티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를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한다. 인테리어 전문가, 빈티지 수집가 등 전문가에서부터 오

래된 물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즐겨 찾는다.

Open 12:00~20:00 Add. 종로구 부암동 261-6 2F Tel. 02-396-3025  
Web www.goentique.co.kr

나 에 게  집 중 하 는  시 간

공방카페  ‘스탐티쉬 & 까레닌’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집중하는 순간, 세상

의 중심에는 오로지 나와 실과 바늘만이 

존재한다. 부암동 산모퉁이에 위치한 공방

카페 ‘스탐티쉬 & 까레닌’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독일어로 ‘단골을 위한 자리’

라는 뜻을 가진 스탐티쉬(stammtisch)는 

그 이름만큼이나 편안하다. 인형을 만드는 

박민정 대표가 2008년 문을 열었으며 ‘핸

드메이드 라이프’를 추구하는 아날로그적 

공간이다. ‘치유의 바느질’을 추구하는 스탐티쉬의 바느질 수업은 ‘세상에 

단 하나, 자신만의 인형을 만드는’ 인형 클래스와 프랑스 자수를 배우는 

시간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패브릭도 직접 판매하고 있어 동네 여인들

의 아지트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바느질 소품에 음식 냄새가 밸까봐 메뉴

도 차와 케이크, 음료 위주로 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박대표의 

여덟 살 난 아들이 여는 ‘한준이의 벼룩시장’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Open 11:00~22:00(월요일 휴무) Add. 종로구 부암동 258-5 1F  
Tel. 02-391-8633  
수업문의 blog.naver.com/stammtisch1  
또는 cafe.naver.com/stammtischguild

수화  김환기  선생의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  공간

‘환기미술관’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인 수화 김환기 선생을 

기념한 미술관. 1992년 아내이자 문필가인 김

향안 여사가 세웠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사

시사철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그의 체취와 열

정이 스며 있는 작업실 소품들도 아울러 전시하고 있다. 단지 김화백

의 작품만을 기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대미술과 젊은 작가들 중심

의 기획전도 볼 만하다. 현재 진행중인 ‘BookBook-책과의 소통에 

관한 4가지 제안’이라는 시리즈는 30~60년대 수화 선생과 동시대를 

살았던 한국 근현대작가들의 삽화가 담긴 단행본과 잡지를 선보이는 

전시.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한 이 미술관은 화강암 외벽의 현대적인 

건물도 볼거리다. 환기미술관은 앞으로 수화 선생의 생가와 부암동, 

성북동 일대에 거주했던 작가들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는 ‘예술가 도

보 기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Open 10:00~18:00(월요일 휴무) Add.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1길 23   
Tel. 02-391-7701 입장료 일반 3,000원, 학생 2,000원 

일러스트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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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포라이프’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신의 

성필관, 용미준 부부가 2003년에 공연을 통

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을 열

었으며 2005년부터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아우르고 있다. ‘클래

식 음악을 통한 문화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육지원’을 통한 자원봉사를 주로 한

다. 특히 이곳이 흥미로운 건 용미준씨가 강

원도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류를 손님

이 직접 고를 수 있는 ‘프리 바스킷 인 파머스 

숍(free basket in farmer’s shop)’이 있기 

때문이다. 성필관 관장이 1년 6개월의 시간을 들여 직접 지었다는 아트포라이프. 구석

구석에 그만이 숨겨둔 문화적 코드가 많다. 귀띔하자면 빨강, 노랑, 검정의 컬러는 평화

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티모르 국기 색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묻는 자에게는 발견의 기

쁨이 있으리니.

갤 러 리 와  카 페  그 리 고  사 무 실

‘Ann’s namu’
리본이 새겨진 빨간 차양막이 내려진 아담한 이층집. 리빙 스타일리

스트 안선미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겸 카페인 이곳은 그녀의 이름

에서 따왔다고 한다. 1층에는 카페, 갤러리, 그리고 디자인숍이, 2층

에는 앤스나무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무실이 있다. 2층에서 직접 만

든 디자인 상품 30여 종을 1층 매장에 진열해 카페에 온 손님들과 조

우하도록 해두었다. 카페 인테리어는 안선미씨가 좋아하는 영화 <카

모메 식당>의 편안함과 <안경>의 사색적 공간을 구현했다고. 나무 소

재의 인테리어가 편안하면서도 소박한 기쁨을 안겨준다. 영화 주인

공 이름을 딴 사쿠라 파니니, 노리코 파니니, 사치에 파니니도 이색적

인 즐거움이다. 시즌별로 앤스나무 벼룩시장도 열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시기는 부정기적이니 홈페이지 참조.

Open 11:30~21:00(월요일 휴무) Add. 종로구 부암동 269-8  
Tel. 02- 379-5939 Web www. annsnamu.co.kr 

부암동  예로부터 풍광이 멋있기로 유명해 조선시대 세종의 셋째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의 정자 무계정사, 

흥선대원군의 별장 석파정, 그리고 일제시대 소설가 현진건의 집터 등이 있는 곳이다. 건축가 황두진이 자신의 책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에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심 역사지구 보존사업에서도 이 지역은 빠져 

있다”라고 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이기도 하다. 그렇게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부암동 곳곳에는 골목길의 미학이 

살아 있다. 부암동을 둘러보는 방법은 보통 부암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하지만 아래 골목길 위주로 둘러봐도 충분히 

즐거울 것이다.

백사실  계곡길 동양방아간 오른쪽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울창한 나무와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이어진다.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이 계곡에 발을 담갔다간 혼날 정도로 도롱뇽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이항복의 별장터가 남겨진 곳이라고 한다. 백사실의 ‘백사’는 이항복의 호에서 유래했다.

환기미술간  뒷골목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드라마에서 주택가로 등장하는 단골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다. 

70~80년대의 소박한 정취를 지니고 있는, 제각각 다른 모양의 주택들이 보여주는 아취가 있다. 위압적인 담 대신 낮은 

담장과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때문에 출사족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이다.

현진건  집터골목  동양방아간, 환기미술관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아기자기한 집을 구경하기에 최고의 코스. 철제 

대문과 화분, 담장 위 넝쿨, 녹슨 간판 등이 정겨워 발길이 느려지는 곳이다. 보은마트 오른쪽 골목으로 죽 올라가면 

산자락 아래로 부암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 부암동주민센터 오른쪽 골목으로 죽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진건 

집터 골목은 성북동과는 다른, 큰 저택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Open 11:30~22:00(월요일 휴무) Add. 종로구 부암동 29-4  
Tel. 02 -3217-9364 Web www.artforlife.co.kr  
Break time 15:00~17:00

예 술 가 들 의  ‘ 살 롱 문 화 ’ 가  숨 쉬 는  곳

‘Art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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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어워드 대상 수상작을 통해 
본 디자인 경향

1 지역을 위한 디자인:  
Community - 디자인서울 
인구 집중 및 과밀, 그로 인한 양질의 주택 부족, 
오염, 교통체증, 교육문제  등에 당면한 서울시는 
‘시민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서울의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간 본위의 해법을 
디자인해왔다. 대개 이러한 문제는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서울시는 시스템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도모하는 데 단계적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개인, 
이웃 및 도시라는 규모에서 계획을 가시화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인해 서울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다. 

2 몸을 위한 디자인: 
Body - 맞춤형 무료 안경 제공 프로그램
시력 저하로 학업에 방해를 받는 멕시코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멕시코 정부와 
이브베하 디자인팀의 ‘잘 보이면 더 배울 수 있어요’ 
프로젝트는 유연한 재료를 사용해 각기 다른 
색상이나 모양의 프레임을 조합하는 조립식 
안경테를 개발했다. 매년 30만 개의 안경이 무료로 
전달되게 된다.  

3 주거를 위한 디자인: 
Home - 절반 크기의 집 
알레한드로 아하베나(멕시코)는 인구 총 23만 명이 
사는 산타 카를리나시의 중산층 거주지역에 70개의 
주택을 조성하되 집의 절반만 지어 거주할 
이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거주자가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반영하여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의 획일성을 줄이고, 거주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작품을 내놓았다. 

4 작업을 위한 디자인: 
Work - 변화를 위한 디자인
프라나이 드사이와 키란 비르 세티(인도)가 제출한 
교육도구. DFC(Design for Change)를 통해 20여 
개국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디자인을 통해 
전세계의 20여개 이슈(사회악, 환경, 교육, 알코올, 
홍수, 어린이 노동, 교통, 인종차별 등)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도록 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5 즐거움을 위한 디자인: 
Play - 자전거 에어백 핼멧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착안해 만든 헤어백 헬멧. 테레사 
아스틴과 안나 하우프트(스웨덴)가 디자인했으며 
목에 머플러처럼 착용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감지되면 센서에 의해 에어백이 작동해 
두건처럼 머리와 목을 보호해주는 혁신적인 제품.

덴마크 황실이 공식 후원하는 디자인공모전 2011 인덱스(INDEX) 어워드에서 서울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서울콜센터 다산120,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최종 후보작 안에 진출시킨 결과 2011년 9월 1일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디자인서울’로 올해의 디자인 대상(커뮤니티 분야)을 수상했다.

인덱스 어워드 2011의 대상 수상은 2007년 ‘세계디자인수도 2010’ 선정, 2010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룬 성과로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덱스는 ‘디자인서울’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와 디자인을 통한 해결능력, 사람들에게 미치는 디자인의 영향력(디자인 

수혜지역의 범위, 혜택 받은 사람의 수)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단체(기관)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덱스 어워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5개 부문(몸을 위한 

디자인-Body, 가정을 위한 디자인-Home, 작업을 위한 디자인-Work, 놀이를 위한 디자인-Play,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Community)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디자인공모전 중 세계 최대의 상금(총 50만 유로)으로 유명하다. 

특히 기존의 IF나 RED DOT, IDEA와 같은 세계적 디자인공모전이 제품 

디자인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트 디자인 등 장르별 디자인의 

우수도를 따지는 상업디자인에 집중한다면, 인덱스는 환경, 안전, 인권을 

위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빈곤층)을 

위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인도주의적 공모전으로 유명하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전세계 78개국에서 출품된 966개 작품이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월에 27개 국가, 60점이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시는 상금 10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를 서울시 신청사에 디자인 

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대상작으로 뽑힌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과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된 ‘서울콜센터 다산120’,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다른 결선 후보작 60개 디자인 작품과 함께 2013년까지 

전세계를 순회하며 전시되어 그 우수성을 뽐낼 참이다. 

*인덱스(INDEX) 
인덱스는 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되어 
‘Design to Improve Life(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를 모토로 내걸고 형식적인 디자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시선으로 디자인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비영리 디자인 기관이다. 2005년부터 
총 상금 50만 유로에 달하는 국제공모전 인덱스 
디자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5개 부문(Body, Home, Work, Play, 
Community)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세계 디자인의 
앞선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디자인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서울, 
2011 
인덱스* 
어워드 
대상 수상 

덴마크 황실이 후원하는  
세계적 권위의 ‘착한 디자인상’ 

세계디자인수도 2010,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에 이은  
세 번째 쾌거

서울시 유니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서울색, 서울서체, 

서울상징 해치 등을 활용해 그 동안 

개발해 온 유니폼 총 9종을 모아 

10월에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과 기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환경미화원복을 시작으로, 그동안 

서울시 공공디자인과는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 안전근무복,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유니폼, 학교보안관 유니폼, 어린이 환자복, 한강 근무복 

등을 직접 개발하거나 자문해 왔다. 이렇게 개발된 유니폼은 입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보는 

시민들에게는 안도감과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례로  ‘찾아가는 관광안내원 유니폼’은 관광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길을 잃었을 때 ‘단청빨간색 

유니폼’을 쉽게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의 환자복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환자복 디자인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과 박경서 과장은 “이런 일련의 유니폼 개발은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단순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심미적이면서 안전하고 

기능적인 ‘굿 디자인’적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션쇼의 모델은 각 유관부의 실제 근무자들로, 각 부서로부터 

근무실적이 좋거나 칭찬의 사유가 있는 이들을 추천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design.seou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인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e-초대장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색이 
물든 
서울시만의 
근무복 
패션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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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 22~23일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를, 이어 7월 7~8일에는 이탈리아 베네통그룹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인 

‘파브리카(Fabrica)’를 각각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이들 단체를 초청해 세미라를 연 것은 오는 9월 6일 개관한 서울디자인센터에 개설되는 

‘도무스 아카데미’와 ‘파브리카’ 디자인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앞두고 각 교육기관의 핵심 교육내용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도무스 아카데미 세미나는 ‘디자인의 진화(Design Evolution)’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의 가치와 변화 양상에 대해 ‘현대사회와 경제 속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발전’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디자인의 전통적 영역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 ‘단순 

집합체에서 윤리개념까지’, ‘개인창작에서 차기 디자인 플랫폼’이란 소주제로 클라우디오 모데리니와 

엘레나 파센티가 강의했다. 

한편 ‘파브리카’ 세미나에서는 ‘디자인의 사회적 참여’라는 주제로 사회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디자인 성공사례를 다루며, ‘파브리카’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아울러 서울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3개월 기간의 파브리카 디자인교육 과정에 대한 워크숍도 시행됐다. 아울러 일피오 

포조니, 지아노비 플로레, 마르코 실라 등 초청강사로부터 ‘사회적 의도로부터 대중의 참여까지’, 

‘참여로부터 경험 디자인까지’, ‘디지털 신호체계를 넘어 경험 디자인으로’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같은 교육이 시행될 기관인 서울디자인센터는 9월 6일에 문을 열었다. 서울디자인센터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최신 지식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가(기업)간 매칭을 통한 노하우 등 기술교류,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 양성 등을 통하여 디자인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 이대동대문병원에 개원한 서울디자인센터는 이 세미나 등을 계기로 

해외 디자인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이 주도하는 규제 위주의 마을 가꾸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꾸민 마을이 서울시에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강북구 우이동 567-92번지가 그 주인공.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가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를 한 후, 

시공과정을 거쳐 2011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우이동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이동 584번지 일대의 94세대 주민들은 40여 차례나 머리를 맞대고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회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좁은 진입도로로 인한 차량 운행의 불편, 취약한 보안문제 등의 현안 해결과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빼어난 자연 풍광을 가진 마을의 특성을 살리되 특히 둘레길과 연관하자는 기획이 

채택됐다. 

크게 ‘환경친화적 마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마을 입구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낡은 진입로는 새로 정비하며 좁은 진입로에 세워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전봇대를 

이설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음을 감안해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이웃간 소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 높은 담장을 낮추어 화단형, 투시형, 생울타리형 등 

맞춤형 담장을 세우고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해 취약한 보안을 강화했다.

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어 꽃길을 조성하고, 담장에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해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지 내 경계담, 건물 처마, 돌출 

담장, 집안 화단 등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정비를 시행했다. 그 밖에도 

간판 디자인 개선과 향후 건물의 신 · 증축 및 보수 시 적용될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경관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대표기구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의 체결과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책임지도록 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점이다. 또 사업 

초기단계부터 총괄기획자(Master planner)로 참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이웃간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주민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협정이 실효성을 갖고 어떻게 잘 지켜질 수 

있느냐가 경관협정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양천구 신월2동 경관협정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간 

협정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마을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성공적 

도입은 서울시의 경관관리 정책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구, 양천구에서 추진된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공모하였으며 9월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무스 아카데미 Domus Academy
1982년 밀라노에서 설립된 국제 디자인 대학원.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유명한 스테파노 지오바노티, 건축가 
안드레아 브란치 등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대거 교수진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건축, 패션,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에 걸쳐 컨셉트 디자이너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세계 100대 디자인 스쿨’ 중 
하나로 꼽히며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예술학교로 알려져 있다. 

파브리카 Fabrica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 인근 트레비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네통그룹의 창업자인 루치아노 베네통이 
1994년 설립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교육·연구기관이다. 파브리카란 이름은 라틴어로 워크숍을 
의미한다. 학교가 아니면서 학교이고 연구소가 아니면서 연구소인 독특한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사진, 
디자인, 음악, 영상, 인터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선발된 25세 이하의 디자인 인재들(50명 정원)에게 학습과 실습의 장을 제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경관협정사업이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경관법 제정(2007.5)으로 도입되었으며 
최초로 주민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도무스 
아카데미 
‘파브리카’ 초청 
디자인 세미나 
개최  

9월 개관 서울디자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시연  
 
이탈리아 최고 디자인 
교육·연구기관과 연계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사업 * 
준공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꾸민 새로운 개념의 마을 가꾸기 

환경친화적 마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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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나의 집

오픈 디자인의 가능성을 건축으로 확장시키면 어떠할까? 영국의 건축사무

소 00:/가 오픈 건축 프로젝트인 ‘위키하우스(Wikihouse)’를 통해 그 가능성

을 실험하고 있다. 위키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세계 어디서 누구나 특별한 건

축기술이 없어도 자유롭게 설계안을 다운받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집을 지

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다. 방법은 이렇다. 전세계의 디자

이너들이 설계해 오픈된 사이트에 공개한 집모양과 건축재료를 다운받는

다. 그런 다음 무료 프로그램인 ‘구글 스케치업’을 이용해 각각의 부품을 조

립해보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한다.

목재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것을 그곳 공장에서 가공해 사용한다. 두께 

18mm에 가로 세로 2,440mm×1,220mm 크기의 합판 위에 건물의 구성

요소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이를 잘라 조립하면 한 채의 집이 된다. 위키하

우스의 기본 모듈은 건물의 단면 형태를 취한다. 바닥에서 벽체, 지붕이 연

결된 단면형 모듈을 수평으로 나란히 배열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지

하는 방식이다. 건물의 조립과정 역시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기술, 도구 없이

도 가능한 수준이다.

위키하우스의 첫 번째 건물은 올 가을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첫선

을 보일 예정이다. 00:/에서는 위키하우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건축가, 가구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건축공, 제조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하

고 싶은 사람이나 회사는 hello@wikihouse.cc로 연락하면 된다.

멕시코의 친환경 호텔

건축사무소 T2arc가 멕시코에 지은 호텔은 외관뿐 아니라 소재도 아주 독

특하다. 건물의 소재는 커다란 콘크리트 토관을 재활용했다. 토관을 피라미

드 모양으로 두 개 층을 쌓았고 2층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

다. 3개월의 공사를 거쳐 완성된 튜브 모양의 이 호텔(Tubohotel)은 높이 

2.44m, 길이 3.5m로 단순하지만 내부는 아주 편안하게 꾸며져 있다. 퀸 사

이즈의 침대에 책상용 스탠드와 선풍기가 갖춰져 있고 침대 밑에는 수납공

간도 마련돼 있다. 욕실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두 개의 공동 샤워시설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샤워실은 각자 샤워할 수 있게 공간이 나눠져 있다

고 한다. 이 호텔은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숲속에 위치해 있고 주변경관도 뛰어나다고 한다. 하룻밤 묵는 데 42달러이

니 예산이 빠듯한 여행객이나 색다른 숙박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격일 

것 같다.

토드 분체의 새 작품

LA의 유명 디자인 업체인 아르테크니카의 2011~2012 새 컬렉션을 위해 네덜란드의 유

명 디자이너 토드 분체가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탱글 글로브’란 이름의 새 작품은 투명

한 둥근 유리 안에 섬세하게 조각된 금속판 장식이 결합된 모양이다. 조명은 마치 머나먼 

이국의 정글에서 가져온 식물표본을 보존한 유리병처럼 보인다. 조명 속의 장식 이름이 

‘탱글’이며, 투명한 둥근 유리형 조명은 ‘글로브’다. 이 별개의 디자인들이 결합하여 ‘탱글 

글로브’가 되었다. 원래 별개의 작품이니 만큼 따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더욱더 멋지다. 둥근 유리 조명은 토드 분체의 다른 모든 갈란드 작품들과도 썩 잘 어울릴 

것이라고 아르테크니카는 평가하고 있다. 

휴가 때 열대지방의 섬에도 가고 싶고 카리브해나 지중해

를 크루즈여행도 하고 싶은 경우는 없으셨나요? 이런 배

가 있다면 그런 문제로 갈등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트로

피컬 아일랜드 슈퍼 요트’라고 명명된 이 요트는 이 두 가

지를 결합한 아주 혁신적인 컨셉트의 배다. 요트 안에는 

화산도 있고 데크에는 작은 만도 있으며 폭포수에서 떨어

지는 물이 흘러드는 수영장도 갖춰져 있다. 야자수 사이에

는 방갈로가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가벼운 음주를 위

해 바도 있으며 헬기장도 준비되어 있다.

요트 위의 번잡함이 싫고(?) 진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배 

뒤쪽에 떠 있는 ‘비치 아일랜드’로 잠시 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곳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0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이 배는 전체 길이가 90m

이며 디젤 전기 기관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15노트까지 

낼 수 있다.

이같은 컨셉트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며 모든 사람의 구

미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부유

한 피서객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

일석이조 슈퍼요트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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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세상 보기

ONE EYE 
 안상수 디자이너(홍익대 전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의 ‘원 아이 프로젝트one eye project ’. 저마다 다른 시

간과 공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한쪽 눈을 가린 사람들을 사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이 

작업은 때론 합성으로, 때론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쓰고, 때론 옆모습을 찍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주를 보

여준다.

2004년부터 홈페이지 ssahn.com에서 진행해온 안상수의 이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탈리아의 독립 출판사 Corraini Edizionai에서 출간한 16페이지의 소규모 출판물로 그래픽 디자이너

들, 졸업생들, 클럽 오백의 참가자들, 해외 디자이너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 눈을 가린 모습을 통해 디자

인이라는 건 결국 관점의 문제라는 걸 역설한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속에서 한 눈으로 세상 보

기란 일종의 다른 ‘뷰 파인더’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디자

이너의 열망과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 

Corraini Edizionai, 안상수, 5유로. 

디자인의 ‘숨은 가치’를 찾아라

<고마워, 디자인>
월간 <디자인> 편집장으로 17년간 일해온 저자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과정에 디자인이 개입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디자인이 왜 고마운지에 대해 47가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인을 크게 ‘생존을 

위한 디자인’과 ‘번식을 위한 디자인’으로 구분한다. 의자와 테이블, 버스와 전철의 인테리어, 핸드폰, 도로

의 가로등까지 생활 속의 모든 것에서 제 구실을 하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기본 디자인이 ‘생존을 위한 디

자인’이라면, 패션쇼 의상, 쇼윈도 디스플레이, 세계의 거대한 건축물처럼 생활의 편리가 아니라 사람들

의 이목을 끌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과 같은 디자인을 ‘번식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두 가지 디자인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번식을 위한 디자인’이 지나치

면 실용과 실질의 힘은 간과되고 만다고 지적한다. 

디자인하우스, 김신, 15,000원.

@one_web_one 

독립잡지를 만들며 독립서점 유어마인드(www.

your-mind.com)를 운영하는 이로와 모모미 커

플. 그들이 만든 트위터 계정. 해외의 디자이너

나 아티스트들의 개성있고 흥미로운 작업을 담

은 웹이나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소개하

고 있다. 이제까지 150개가 넘는 곳들이 소개되

었다. 각 디자이너의 작업부터 그들의 스튜디오, 

흥미로운 인터뷰 등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 서체 디자이너이자 메타 디자이너인 에릭 

슈피커만의 동영상과 인터뷰가 특히 눈에 띈다. 

‘컨셉코리아 SS12 디자이너 응원하기’

패션문화 프로젝트 ‘컨셉코리아 SS12(Concept 

Korea SS12)’의 트위터 이벤트. 9월 11일까지 

컨셉코리아 트위터(@conceptkorea_kr)를 팔

로우하고 디자이너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매주 

3명을 선정해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한 특별한 

선물을 증정한다. 스티브 J & 요니 P의 티셔츠

(8.22~ 8.28), 이상봉의 한글 스카프(8.29~9.4), 

이주영의 선글라스(9.5~9.11)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돼 9월 4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컨셉코리아’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패션시

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글로

벌 패션 프로젝트’다.

서울디자인자산전 개최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내 선유도이야기전시관에

서 8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디자인자산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7일까지 뚝

섬 자벌레 전망문화컴플렉스에서 진행되었던 전

시의 연장으로, 기존의 전시에서 소개되었던 한양

민화의 미디어 영상 외에도 새롭게 ‘한강, 29개 랜

드마크’ 전시가 추가되어 흥미를 더한다. 아울러 9

월 5일부터 매달 1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외체

험활동을 병행한 디자인체험교실을 진행하며, 아

울러 선유도공원의 건축 조경학적 가치를 알아보

는 도슨트 투어를 9월부터 매주 토요일 2회(14:00, 

16:00) 운영한다. 참여신청은 www.seouldesign 

center.com에서 선착순 마감이다. 

타이포 잔치 2011
2001년 첫발을 내딛은 국제 타이포그라피 비엔

날레가 ‘타이포잔치 2011’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

국타이포그라피학회, 서울예술의전당이 공동주

관하는 이 행사는 9월 14일까지 서울예술의전

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타이포잔치 2011’

은 ‘동아시아 불꽃’을 주제로 하여 특별전, 심포

지엄, 워크숍 등 크게 네 개 행사로 동시 진행되

며,  한중일  대표작가  107인이  참여한다. 

8.30~9.14 www.typojanchi.org 

‘2011 디자인이 좋은 책’ 공모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편집 및 디자인이 우수한 책을 시상하는 ‘2011 디자인

이 좋은 책’상을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공모전은 급변하는 출판환경 속에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편집자와 북디자이너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내 출판물의 미적 가

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학, 인문교양, 예술, 어린이책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9종을 선정하며 대상(1

종) 300만 원을 비롯, 우수상(4종)에 200만 원, 장려상(4종)에 100만 원의 상

금이 수여된다. 2010년 1월 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 발행 도서만 출품할 

수 있다. 문의 www.kpec.or.kr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란? 
‘디자인서울’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우수한 공공디

자인 제품을 인증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2011년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연 2회 선

정한다. 해당 기업에는 2012년까지 2년간 인증제

품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인증

마크는 서울상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

진 광화문 해치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고개를 돌

려 서울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역동적이

고 힘찬 이미지를 강조한다.

BOOK 

Q&A

EventMeet SNS 

Competiton 

2011 아시아프 
서울 홍익대 홍문관에서 7월 27일 개막한 2011 아시아프(ASYAFF·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 축제) 1부 전시가 지난 8월 7일 막을 내렸다. 관람객 1

만 8,516명이 전시장을 찾아 젊은 작가들의 도전적이고 기발한 작품들을 감

상했다. 전시작품 833점(비매품 114점 제외) 중 총 303점이 판매돼 36.3%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궂은 날씨와 대부분의 작가들이 무명의 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성과란 평가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어린이 체험교육프

로그램엔 1,046명이 참가했고, 미술애호가와 학생들을 위한 특강도 413명이 

수강해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일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2011 아시아프는 10일 제2부의 

막을 올려 22일까지 전시를 선보인다. 1부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 900

여 점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린다. 유재길 2011 아시아프 총감독(홍익대 교

수)은 “1부 작품들은 학생들의 작품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

도가 높았다. 2부 작가들은 1부 작가들의 작품을 참고하고,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니 만큼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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