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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Bikes in The Big Apple

Bikes in The Big Apple
뉴욕의 다운타운과 퀸즈, 브루클린 같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거치대와

뉴욕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전거도로 프로젝트 3개년 계획’을 세우고 5개 지역구에

펜스에 묶여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자전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

총 200마일(약 322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완료했으며, 시내에 20여 개

픽시 자전거로 저마다 개조하여 자신들만의 개성을 뽐내는 이 자전거들은 보는

자전거주차장과 6,100개의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완료했죠. 반응이 좋아 2030년까지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한 번 자전거를 사면 7년 이상 쓴다는 실용적인 뉴요커들만의

총 180마일(약 290km)을 더 확장할 계획이랍니다.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서울도 한강 자전거도로 연간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뉴욕시의 지난해 자전거 통근 인구는 1만 5,495명.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1%나

게다가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의 개통으로 기존 70km이던 자전거 도로가 89km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이처럼 급격하게 자전거족이 증가한 데는

늘어났고요. 아울러 4대강 자전거길(총 754km)이 열리면 전국일주도 가능해집니다.

뉴욕 특유의 교통혼잡과 살인적인 교통요금의 영향을 무시 못하지요. 게다가 뉴욕시의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며 우리의 자전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활력을

Bike City

현실적인 자전거정책은 뉴욕을 ‘자전거 도시

02

로 만드는 데 일조했답니다.

주는 자전거, 더 멋지고 알뜰하게 이용해야겠죠?

글 정지연 사진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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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Festivals of Seoul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축제를 알기
위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21개 축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축제의 모습을 알아본다. 글 <디자인서울> 편집부

서울시민이 바라는
진짜 축제는?

21개
서울 축제

여의도벚꽃축제, 서울문화의 밤, 세계불꽃축제, 서울북페스티벌, 청계천축제, 서울드럼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보라매가족축제,
서울세계등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연등축제, 나비유채꽃축제, 서울억새축제,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 서울디자인한마당,
강변문화카페페스티벌, 서울 ｅ스포츠페스티벌,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점프구로문화축제, 지구촌한마당축제, 새문길박물관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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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축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시민의 약 70%가 즐긴
여의도벚꽃축제

글래스고 뮤직페스티벌, 스페인 도시
뷰놀의 떠들썩한 토마토 축제⋯. 각 도시엔

서울축제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해본
축제를 알아본 결과 여의도벚꽃축제가

68.2%, 세계불꽃축제 48.6%,

역사 짧은 디자인한마당도
인지도 5위로 높아

화려한 볼거리의
세계불꽃축제, 가장 반응 좋아

이제껏 보지 못한
역사재현축제를 기다린다!
서울시에 어떤 유형의 축제가 많아지면

축제는 일상에서의 탈출,
신나는 여가의 기회

이처럼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 축제들이

다시 참가해보고 싶은 축제에 대해서는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세계불꽃축제, 여의도벚꽃축제,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은

축제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골랐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순으로 꼽았다. “화려한

역사재현축제 37.8%, 문화예술축제 23.6%,

시민들은 여가 기회의 확대 49%, 세계적

42.1% 순으로 참가 경험이 높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축제 역시

56.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세계불꽃축제

불꽃쇼를 흔히 볼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거리공연 및 퍼레이드 12.6%, 교육적 내용의

수준의 문화향유 12.7%, 예술경험 확대

참여 축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축제 개최 횟수는 적당⋯
횟수보다는 내용이 중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회를 맞이했던

여의도벚꽃축제로 무려 89.9%를

37%, 여의도벚꽃축제 33.4%, 청계천 축제

해소되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축제 11% 순으로 대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12.4%, 서울시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얻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41.2%). 그 외에

서울시의 연중 축제 횟수에 대해서는

여의도벚꽃축제는 특별한 행사가

차지했다. 이어 하이서울페스티벌 78.1%,

23.2% 순이었다. 서울디자인한마당이

있어서” 등이 세계불꽃축제의 재참가 이유로

‘재미있는 축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함양 순으로 답했다. 비록 과거의 축제는

주변 사람의 추천 34.6%, 신문·라디오

적당하다가 46.3%, 부족한 편이다

없어도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

세계불꽃축제 77.9%, 청계천축제 72.2%,

13.2%를 차지했다. 서울시민들은 비교적 큰

꼽혔다. 한편 8.6%로 21개 축제 중 11위를

참여하는 축제’,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각 민족이나 집단공동체의 소망을 비는

등 언론이 19.1%, 지하철·정류장 등의

30.0%, 많은 편이다 14.6%,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디자인 관련

서울세계등축제 51.9%를 차지했고,

규모의,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를 드러내는

차지한 서울디자인한마당에 대해서는

것에서 소재를 찾은 축제’ 등이 있었다.

기원적·주술적 성격에서 시작되었지만

홍보물이 3.1%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잘 모르겠다 8.8% 순으로 대답했다.

축제인 서울디자인한마당은 17.5%를

서울디자인한마당도 의외로 51%를

축제를 서울 대표 축제로 여기는 것으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창의성을 계발할

즉 모던한 테마보다는 500년 도읍지로서의

현대의 축제는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센터나 공공기간

이는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차지했다.(21개 축제 중 상위 8개만

차지했다. 디자인이 가지는 전문성과 짧은

나타났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콘텐츠에

수 있어서, 트렌드를 접할 수 있어서” 등을

서울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축제가 많아져야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홍보판이나 현수막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려 소개한다.)

역사를 생각한다면 높은 호응이라 파악된다.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유로 꼽았다.

한다는 것이다.

축제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청계천축제 43.7%, 하이서울페스티벌

여의도벚꽃축제 | 682명

04

34.6%

영국의 소도시 글래스고를 세계에 알린

여의도벚꽃축제 | 899명

하이서울페스티벌 | 562명

세계불꽃축제 | 41.8%

역사재현축제 | 37.8%

서울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 | 49.0%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 | 12.7%

축제 정보는 역시 인터넷으로

인터넷 | 41.2%

재방문 의사가 낮은 걸 보면 시민의

하이서울페스티벌 | 781명

세계불꽃축제 | 370명

여의도벚꽃축제 | 29.4%

문화예술축제 | 23.6%

서울시민의 예술경험확대 | 12.4%

주변사람 추천 | 34.6%

청계천 축제 | 437명

세계불꽃축제 | 779명

여의도벚꽃축제 | 334명

하이서울페스티벌 | 25.6%

거리공연 및 퍼레이드 | 12.6%

서울시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

TV, 신문, 라디오 | 19.1%

결과라 하겠다. 횟수보다는 내실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 | 421명

청계천축제 | 722명

청계천축제 | 232명

서울세계등축제 | 17.0%

교육적 내용의 축제 | 11%

10.3%

무응답 | 9.2%

축제를 만들어야 할 이유다.

서울세계등축제 | 232명

서울세계등축제 | 519명

서울문화의 밤 | 146명

청계천축제 | 15.0%

자연축제 | 6.5%

외국인 관광객 유치 | 7.8%

지하철·정류장 | 3%

적당하다 | 46.3%

연등축제 | 185명

서울디자인한마당 | 510명

서울세계등축제 | 140명

서울문화의 밤 | 12.8%

친환경녹색축제 | 2.5%

서울시 브랜드 가치 증진 | 5.4%

소셜네트워크 | 1.1%

부족한 편이다 | 30.0%

서울억새축제 | 180명

연등축제 | 494명

서울디자인한마당 | 132명

서울억새축제 | 11.5%

스포츠레저축제 | 1.6%

잘 모르겠다 | 1.7%

기타 | 0.8%

많은 편이다 | 14.6%

서울디자인한마당 | 175명

서울억새축제 | 410명

지구촌한마당축제 | 113명

지구촌한마당축제 | 10.6%

일반시민축제 | 1.2%

기타 | 0.7%

관광안내소 | 0.2%

잘 모르겠다 | 8.8%

인포메이션 그래픽 류 아 진

세계불꽃축제 | 486명

축제 체감도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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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모범답안,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

1 가림막(파고라)은 목재와 스틸이 어우러졌으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했다.
2 옥외 평벤치는 기능을 최대한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했다.
3, 4 복잡한 디자인 요소가 없는 심플한 가로등.
5, 6 주변과 잘 조화되어 자연스러운 펜스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선정·장려하고, 디자인서울의 추
진 방향에 부합하는 제품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
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시설물 분야에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여 국내 공
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업체들에게 미
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수한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조화롭고 편리
한 디자인이다. 디자인에서 조화로움이란 설치 위계에 대한 기준 확립과
주변환경과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빛을 발한다. 어느 도시보다
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옥외 광고물과 과도한 형태의 조형물, 현란한 색
채와 형태의 공공공간과 시설물이 난립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더욱
도시의 복잡함을 정돈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디자
인 요소로 산만하고 불편하며 답답한 도시 대신, 도시를 비우고 통합하여

서울우수공공디자인 & 디자인서울클리닉

편리하고 시원한 도시를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반시설물의 색채 및

비워낸 디자인, 채워진 도시

형태가 도시의 이미지를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도시라는 무대에
서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온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해한다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이 추구하는 ‘디자인서울’ 은 한정된 공간 속에 지나치게 밀집된 도시
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고 소통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은 제각각이던 안내판, 가로등, 심지어 휴지통까지도 차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시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보다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나오도록 장려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와 탈락한
제품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는 디자인서울클리닉은 ‘디자인서울’이
표방하는 ‘더불어 하는 디자인’의 좋은 사례일 것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4
5

이에 따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은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라 할 수
있는 업체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은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매체, 공공공간 등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전반을 아
우른다. 즉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또는 출시 예정인

글·사진 홍건표, 권성은(공공디자인과)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공공
공간 역시 그 대상으로 아우른다. 또한 인증제 신청대상이 아닌 국내업체
가 외국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디자인)

한 도시를 이루는 풍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보도를 축으

은 기 설치된 우수디자인 공간 및 시설물을 선정하는 수상제 신청대상에

로 세워져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 볼라드

포함된다고 한다.

bollard,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둔 구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해 2011년 상반기까지 총 6

와 펜스, 자전거보관대, 주택가와 도로가 접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음벽, 그리고 휴지

조물

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곳곳에 디자인이 채워져 있다.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각각
1

2

06

6

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341개의 인증제품이 선정되어 서울시 전역

개별로 볼 때는 디자인이 조금 과하거나 튀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모든 시설물이 포

1,033개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받

함된 도시 전체가 이루는 풍경은 다르다. 그동안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과도하고, 현란한

은 해당기업은 2년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자격을 부여받게

시각적 공해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들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2008년 ‘디자인서

되며, 선정된 인증제품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해치인증마크

울 가이드라인’의 정립은 그런 서울의 공공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영세업체들은 ‘디자인

사업 시행 후 인증제품들의 판매율은 2009년 51억원, 2010년 149억원으

서울’의 가치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갖춘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로 1년 사이에 3배의 증가율을 보일 만큼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와 디자인클리닉을 적극

있다. 이런 서울시의 인증제품들은 국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타 지방도시

운영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의 디자인 구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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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디자인으로 개선한다! 디자인서울클리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서울 가이

디자인서울클리닉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의 인증

드라인 및 디자인서울 방향에 대해 교육을 받고, 디자인닥터 2인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제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다. SGPD사업이 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자문을 받는다. 여기까지 단기지도를 완료한 업체들 중에서

성화되고 도시디자인조례에서도 인증제품을 권장하면서,

‘집중지도’를 신청한 제품이나 인증제 현물심사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탈락제품 등은

탈락한 업체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더 많은

업체당 3개 제품으로 제한하여 ‘집중지도’를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닥터 1인이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중이다.

전담으로 붙어 약 2개월에 걸쳐 제품 개발과정을 함께 해준다.

매회 탈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탈락업

이렇게 디자인닥터의 지도와 업체의 노력으로 디자인이 개선된 제품에 대해서는 SGPD

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전문가(디자인닥터)를 지

재출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무하다는 것은 큰

정받아 제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서울시 디자인전략 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유형무형의 효

진방향에 맞춘 디자인 개발과정을 함께 밟아가게 된다. 디

과는 비용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인서울클리닉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 후

이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디자인서울클리닉을 받게 되면 인증 확률이 높아

2~3개월 사이에 탈락업체가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질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로 클리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디자인서울클

과정은 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리닉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디자인닥터와의 면담과 디자인 개선방법을 습득하는 과정 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절차
선정 공고

1차 서류심사

신청서 접수

최종심사발표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시민의견수렴(온라인)

2차 현물심사

현물접수(제품별)

인증서(인증패) 및 상장(상패) 수여

홍보 및 사후관리

<디자인서울클리닉> 절차 안내
1단계 클리닉 설명회
|

1

대상 당회 인증 탈락 업체
내용 | 디자인서울 정책비전 및 디자인
서울 클리닉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

2단계 클리닉 단기지도
|

2

대상 인증 탈락 업체 중 신청 업체
내용 | 제품별 디자인개선 지도(온라인, 오프라인)

3

3단계 집중지도

대상 | 단계 클리닉 수료업체 중 3단계 클리닉 신청업체
내용 | 제품별 집중지도 및 자문

체에서 얻는 것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자기 제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편협한 시각에

르지 않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작업체에 인식시켜

서 벗어나 과연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디자인에 투자를

개발투자의 필요성을 높인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회사의 긍정적인 미래와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수 있다. 나아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업계 활성화가

이 최고의 성과라는 것이다.

이뤄지는 것은 물론 공공디자인 관련업체들의 전반적
수준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부가적 이익이

회색의 도심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디자인이 심플한
원형 볼라드로 개선되었다.

투박한 분전반이 모던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08

제작업체에게 디자인의 중요성 각인시키는 계기

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한 교수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볼라드를 제작한 A업체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난 2007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서울을 매력있는

인증제에서 탈락한 A업체는 수천 만원을 들여 개발한 자신들의 제품이 탈락한 이유

소프트시티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서울

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그 이유를 물어왔다. 이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부

색, 서울서체 등 서울 상징을 제정하여 디자인 인프라

서에서는 그들에게 디자인서울클리닉 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하도록 권유했다. 처

를 구축하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부문

음에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데, 알아주지를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했던 A업체

디자인방향 및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는

는 그러나 몇 주 후 디자인닥터와의 미팅을 하고 나오더니 사뭇 태도가 달라져 있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다. “이런 제품을 내놓다니 부끄럽다”면서 제품을 신문지로 꽁꽁 말아 테이프를 붙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

이더니 “클리닉을 열심히 받아서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출품하겠다”고 단단히 결

시’ 선정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는 이런 노력이 바탕이

의를 보였고, 다음에 열린 SGPD사업에서 당당히 인증을 받았다. 제품만 봐도 변화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

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촌스러운 컬러와 조명으로 전체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려는 서울시의 의

않던 볼라드는 어느새 세련되고 매끈한 형태로 완성되어 있었다.

지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또한 2009년, 전세계가 경

B업체의 경우를 살펴보자. 분전반을 제작하는 B업체의 대표는 비교적 젊은 40대

제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 고심하고 있을 때 서울시는

남자였다. 작업 점퍼 차림으로 온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B업체는 대표를 포함

그 해답을 ‘디자인’에서 찾았다. 디자인을 활용하여 살

하여 총 4명인 작은 회사였다.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다며 이것마저 망하

기 좋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스러워할 만큼 B업체의 사정은 절박해 보였

관광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자는 것이 바

다. 직원들 월급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며 디자인닥터와 업체 대표를 놔두고 상담실

로 ‘디자이노믹스’의 요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나왔다. 1시간 미팅이 끝나고 다시 들어갔을 때는 업체 대표가 눈물이 그렁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은 그런 ‘디자인서울’, ‘디

채로 디자인 닥터 손을 붙잡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는 “고맙습니다”를 연발

자인노믹스’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시민들은

하며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두 달 동안 직원 4명의

한결 정돈되고 비워낸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서울‘을

그 업체는 클리닉 과정을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냈다. 그리

느끼고, 제작업체는 인증은 물론 탈락된 후에도 재인

고 역시나 SGPD사업에서 수백 개 제품 중에 최상위 성적으로 합격했다.

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있는 디자인 제도’를 통해

이처럼 디자인서울클리닉은 단지 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머무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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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가락 벤치’. 발가락이란 컨셉트를 통해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관계회복의 의미를 담아내 ‘대상’을 차지했다.

2 ‘Leaf Bench: Ginkgo Leaves in The City’. 금상 수상작인 매노리스
아나스타사키의 작품.

3 ‘I am a Star’. 은상 수상작으로 누구나 영화배우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4 ‘The Dispersed Culture Pieces of Art/Art in Pieces’. 동상 수상작.

‘펀

도시를
미소짓게 하다

10

디자인’

공모전

대상은

이수정의

발가락

벤치

은 그리스의 매노리스 아나스타사키가 만든 ‘은행나뭇잎

유리창에 호호 입김을 분 후 주먹을 쥔 바깥면으로 꾹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톡톡 다섯

벤치’, 캐나다 나탈리 자와드키가 만든 ‘직물벤치’가 각각

개의 점을 찍으면 발바닥이 완성되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동심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차지했다. 특히 ‘은행나뭇잎 벤치’는 서울의 고궁 근처에

있을 것이다.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이수정 씨가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공모

서 자주 볼 수 있는 은행잎을 형상화하여 미소를 자아내기

전’에 출품한 발가락 벤치는 평상 스타일의 발바닥과 스프링 형태의 발가락을 조합해 만

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든 재미난 작품. 흔들거리는 스프링에 몸을 맡기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발가락

그 외에 공공시설물 부문의 금상은 새 모양의 손잡이를 가

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

파른 계단 난간에 끼워 밀어 올라가기 쉽도록 만든 김보

대상을 받은 이수정 씨는 “친구 발을 보고 놀리다가 발가락 벤치를 디자인하게 됐다. 디자

경·백은하 씨의 ‘동행’과 환기구를 통해 나오는 바람에 나

인에 유머를 담는다는 게 어려웠지만 아이 어른 모두 즐거울 수 있어 좋다”라고 소감을 전

뭇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듯 디자인한 환기구 설치물 ‘춤추

했다. 시 관계자는 “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발가락이라는 흔적을 통해 가족, 친지, 지인들

는 이파리’가 각각 선정되었다.

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벤치·의자 부문에서는 한희성 외 3개 작품이 은상,

위트 넘치는 디자인은 사람을 그 풍경 안으로 불러들이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서울시가 ‘재미있는 디자인Fun Design’을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공모전 수상작들과
함께 도심 곳곳에 놓여 즐거움을 주는 ‘펀 디자인’ 실행 사례를 함께 알아보자.

이 공모전은 서울시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

이민희 외 3개 작품이 동상, 송예찬 외 8개 작품이 장려상

고 있는 것으로 2011년의 주제는 ‘재미있는 디자인’. 벤치·의자와 공공시설물의 2개 부문

등 총 50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공공시설물 부문에서는

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총 755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15점은 32개국의 외국인

지태환·유주아 외 3개 작품이 은상, 오태훈·원종두 외 4

글·사진 <디자인서울> 편집부 자료제공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들이 출품한 작품으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작품이 동상, 김홍석·황인혜 외 9개 작품이 장려상 등

공모전 작품들은 서울디자인위원회와 공공시설물 펀디자인 자문위원단에서 구성한 심

총 51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대상 수상작인 이수정 씨 외에 벤치의자 디자인 부문의 금상

서울시는 수상작 패널과 실물로 제작한 작품을 동대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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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ing Leaves’
환기구에 설치하면 바람에 의해
춤추듯 움직이도록 디자인한
이 작품은 금상을 수상했다

2

사문화공원에 전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전
시는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 ‘동행’. 새 모양의 손잡이를 가파른 계단에 끼우면 올라가기가 쉬워진다. 2 ‘PICTO MAN’.
은상을 차지한 유머러스한 작품. 3 장려상을 차지한 작품 ‘Bingle Bingle(빙글빙글)’.
1

유 머 와

위 트 로

커 뮤 니 케 이 션 하 는

4

디 자 인

1 3
5

‘재미있는 디자인’은 21세기 감성코드에 부응하여 일상에서 재미와 즐거움
을 체험하는 도시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시민들과 효
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유머와 위트라는 코드를 도입, 건강한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언어로서의
‘재미Fun’란 단순히 즐거움과 유쾌함, 재미에 한정되지 않고 상상과 과장, 풍
1, 2, 3 야구를 상징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잠실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4 어린이대공원역 호랑이계단.
5 마치 예술품 같은 서울숲의 아리수 음수대.

자, 해학과 농담, 뒤집기 등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포괄하고 있다. 문화관광
디자인본부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재미있는 디자인이란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기능, 의미가 가미된 디자인이며 그리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

2

도하는 디자인이다.

이 보수 작업을 위해 경기도 이천 작업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동상이 서 있던 자리에 ‘탈의

서울시는 앞으로도 펀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에 적용하기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소정의 기능

중’이라는 가림용 작품이 설치된 것 역시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속의 재미나 위트는 단지 보고 웃

4면이 모두 흰색인 탈의실 정면 출입문에는 ‘탈의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갑옷이

무엇보다 ‘재미’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와

고 즐기는 데 머물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 차원 높은 공공의 이익에 부

위쪽에 걸쳐져 있도록 만든 이제석 작가의 작품은 일견 고리타분해지기 쉬운 관공서의

같은 생활 속 맥락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공항의

프로젝트에 재미와 유머를 더해 시민들의 호감을 샀다. ‘너무 가볍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에 파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아무리 소

었지만 그간 관공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던 엄숙주의를 해체한 점은 큰 장점이라 여겨

단지 재미만을 남발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기 쉽

변기 바깥에 소변방울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강조해도 전혀 행동의 변화가

졌고, 너무 빨리 철거되어 도리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는 것이다. 장소와 때를 맞춘 디자인으로 본래 시설물이

없었는데 소변기에 이 파리스티커를 부착한 후 소변기 바깥으로 떨어지던

현재 서울에서 ‘재미있는 디자인’은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어린이대공

갖는 기능 및 효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원역에는 동물원이라는 주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림이 계단부터 천

기능성,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내구성, 유지관리성을 확

도록 만드는 파리스티커는 따분한 일상에 잔재미를 주고, 나아가 사람들을

장까지 입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연출되어 있다. 을지로 3가역과 충무로역도 벽화가 설치

보하면서도 서울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독자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재미있는 디자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를

되어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적인 의미와 스토리텔링을 지닌 고유한 ‘펀디자인’이 우리

두고 덕성여대 박덕규 교수는 “재미는 웃음과 정신적 즐거움을 전해줄 뿐만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과 월드컵경기장 버스정류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공

서울시민들의 곁에 늘 같이하기를 희망한다. 각박하고 바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키며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보다 쉽게

간임을 부각하는 디자인이 도입돼 있다. 팔걸이 부분을 야구공으로 처리한 잠실종합운동

쁜 도시의 나날 속에서 길거리에서 슬몃 맞닥뜨린 간판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장의 버스정류장은 이 장소의 성격을 한눈에 알게 해주고 있다. 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나 표지판, 벤치 하나가 웃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웃음

소변량이 무려 80%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용자 스스로 ‘조준(?)’에 힘쓰

3

이런 ‘재미있는 디자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에

후문 등산로나 강동구 성내동 근린공원 등지에서 아리수 직결 음수대에 각 장소에 어울

을 통해 서울의 곳곳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해진다면 이보

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리도록 펀디자인을 적용했다.

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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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마포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디
자인 전시 ‘2011 그린 & 나눔전’이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그린디자인이란 친환경디자인, 에코디자인의 다른 말로 제품의 전 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친화 디자인을 말한다.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악영
향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이 그린디자인의 요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그린 & 나눔전’은 시민들에게 이런 ‘그린디자인’의 의
미를 알리고,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생활폐
기물의 감량화Reduction,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의 3R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
들이 친환경디자인에 대하여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단순한
캠페인성 전시였던 초회년도 전시회에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 올해는 ‘체
험 및 실천’의 메시지를 담았다.
마포디자인센터 내의 디자인관은 거실 및 현관, 부엌, 침실, 놀이방, 공부방,
드레스룸으로 나뉘어 생활 곳곳에서 그린디자인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지 체험하도록 했다. 일상의 공간에서 그린디자인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
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래픽, 영상, 가구, 제품 등 약 100여 점의 작품
이 전시공간에 놓여졌다.

‘2011 그린 & 나눔전’

좋은 디자인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능성과 경제성, 그리고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그린디자인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그린 & 나눔전’은 그린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글·사진 <디자인서울> 편집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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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 나눔전은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친환경디자인을 친근히 여길 수 있도록 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놀이방 등의 가구에는 퍼니 페이퍼사가 만든 ‘마분지 가구’가 소
개되었다. 100% 친환경 소재이며 재활용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재미를 주
면서도 견고한 종이로 만든 가구였다. 또 버려진 신문지를 수거하고 바인딩,
코팅, 건조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슬로우바이쌈지의 신문지 가방은 물론
버려진 현수막, 광고판 등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터치포굿 등의 가방이 나란
히 걸려 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디자인NGO사에서 개발한, 쇼핑가방을 이용한 조명도 색다른 재
미를 줬다. 물건을 사면 담아주는 종이백 안에 전구를 넣어 색다른 분위기를
낸 조명상품에 관람객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전시로만 그쳤다면 아쉽다. 와이즈파크 옥상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후원으

1, 2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쇼핑용 종이봉투 안에 전구를 넣어
만든 조명.
3 페트병을 여러 개 묶어 만든 재활용 전구도 역시 쉽게 활용해볼 만하다.
4 ‘2011 그린 & 나눔전’ 전시관의 입구 모습. 가정생활공간을 섹션별로 나눠
그린디자인이 가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볼 수 있게 했다.
5 거실을 꾸민 그린디자인 제품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시계와
페이퍼 가구, 그리고 펠트로 만든 슬리퍼 등이 눈에 띈다.
6 주방의 모습. 친환경 소재인 옥수수로 만들어 생분해되는 그린컵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들이 놓여 있다.
7 옥상에서 진행된 다양한 무료 워크숍에 참여한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그린 & 나눔전은 시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열어 친환경디자인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려줬다.

로 ‘위더컵with the cup’ 사진전이 열렸다. ‘위더컵’이란 여성환경연대가 주창하
는 캠페인으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컵을 쓰자’
는 것이다.
이 위더컵 캠페인에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영화감독 양익준, 배우 김남
길, 이천희, 가수 이상은, 강산에, 이문세, 만화가 김풍과 일러스트레이터 오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컵을 들고 참여했다. 그리고 조

5

남룡 사진작가의 사진 기부로 이들의 사진을 찍어 옥상에 전시도 진행
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무료 워크숍도 진행됐다. 유행이 지난 의류, 패션잡화, 가
구 등을 가져와 디자이너와 함께 리폼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1

6

업사이클하는 ‘업사이클 리폼 체험공방’, 페트병에 동물을 그리고 구멍
을 뚫어 물뿌리개를 만들어 식물에게 물을 주는 ‘페트병 물뿌리게 만들
기’, 화학물질,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천연 치약 만들기, 이면지를 활용
한 나만의 배지 만들기 등 어린이와 일반인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
양한 무료 워크숍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 워크숍에서는 체험비를 받지 않는 대신 쓰지 않는 학용품이나
장난감 등을 가져오면 나눔장터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환
경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여 ‘나눔 기부’를 하는 즐거움도 더불어 느껴보
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 세미나’는 물론 그린 메시지
전달과 함께 씨앗을 심어 그린을 실천할 수 있는 ‘씨앗 엽서쓰기’도 함
께 진행되었다. 또 쓰레기를 주우며 그린 실천을 보여주는 그린 퍼포먼

2

16

3 4

7

스는 오후 1~6시까지 홍대 일대 거리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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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황실이 공식 후원하는 디자인공모전 2011 인덱스 어워드에서 서울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9월 1일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디자인서울’은
올해의 디자인 대상(지역사회 부문)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로써 서울은
세계디자인수도 2010,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에 이어 세계에 세 번째로 디자인과
도시가 만난 행복한 사례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인덱스는 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되어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Design To Improve
Life’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2005년부터 총 상금 50만 유로에 달하는
국제공모전 인덱스 어워드를 운영하고 있다.
인덱스 어워드가 의미 있는 것은 이 공모전이 단순히 누가누가 더 디자인을 잘하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책임과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덱스 어워드는 디자인이 천박한 물질주의의 화신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제시하는
자리에 가깝다. 인덱스 어워드가 시각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과 같은 전통적인 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삶을 바탕 삼아 디자인 영역을 구분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신체Body, 주거Home, 일Work, 놀이Play, 지역사회Community라는 다섯 가지 보편적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친밀하고 구체적인 것부터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것까지 인간의 삶을
망라한다. 이 다섯 카테고리는 결코 불변하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디자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이상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광범위하고 다분야적인 접근은 다양한 디자인을 허용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좀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갖고 디자인의 잠재성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
과연 디자인은 오직 이익만을 염두에 둔 무용지물에 불과한가? 소비자 만능주의와
무책임한 물질적인 낭비만을 일삼는 헛수고인가? 디자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보여주는 인덱스 어워드. 그 ‘착한 디자인상’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Body
c o m m u ni t 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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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쿄와 런던의 디자인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세계 유수의 기업 제

재 스 퍼
모 리 슨 2 0 0 6 년
나 오 토
후 카 사 와 의
‘ 슈 퍼 노 멀 ’

품을 디자인해온 재스퍼 모리슨과 나오토 후카사와가 병따개, 전자계산기,
재떨이, 쓰레기통, 자전거 같은 너무도 평범한 200여 가지 제품을 모아 ‘슈
퍼노멀Supernormal’이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별함SUPER과 평범

함NORMAL을 합쳐놓은 이 아이러니한 단어는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자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리슨은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지도 않곤 했던 디자인이 이제는 공해의 주범이 되
었다. 번지르르한 라이프스타일 잡지와 마케팅의 힘에 힘입어 색상, 형태, 깜짝 효과를 이용해
물건을 가능한 한눈에 확 띄도록 만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시회 팸플릿을 통해
주장했다. 또 후카사와는 “평범함은 사람과 환경, 생활양식이 따로 노는 디자인에 대한 반발”이
라며 눈에 띄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둔 디자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잘것없
어 보이는 사물을 다시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디자인과잉의 시대와 기존 디자인에

‘디자인은 죽었다’고 외친 필립 스탁이나 ‘디자인은 이제 공해의 주범이

대한 반발 역시 보여주고 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디자

되었다’고 선언한 재스퍼 모리슨의 주장처럼 정말 디자인은 소비주의와

인 트렌드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물의 사회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할까. 인덱스는 이런 디자인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토양 삼아 탄생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그 대답으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세우며.

글 <디자인서울> 편집부 참고 《인덱스》(디자인플럭스)

2008년 3월 세계적인 명성의 프랑스 디

디 자 인

포 기 선 언

자이너 필립 스탁Philippe Starck은 독일 주간
지 <디 자이트Die Zeit>와의 인터뷰에서 이
렇게 말했다. “내가 창작한 모든 것은 전

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다. 구조상으로 보면 디자인이란 전적
으로 쓸모없는 것이다. 세상에 유익한 직업은 천문학자, 생물학자 또는 그 비슷한 것들이리라.
디자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Design is dead.” 심지어 스탁은 “앞으로 2년 안에 디자인을 그만두겠
다”는 폭탄선언도 곁들였다. 그에 앞서 잡지 <아이콘>과의 인터뷰에서는 “디자인은 살해당했
다.Design is killed.”라며 뿌리깊은 염증을 보여줬다.
숟가락부터 전등, 시계, 가구부터 오토바이, 호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가장 혁신
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온,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이 주류 디자인계의 스타는
왜 이토록 디자인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나는 부자를 위해 2억 달러짜리 요트를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2달러짜리 우유용기를 디
자인하기도 한다. 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존경과 애
정을 갖고 디자인한다”며 무기, 담배, 술을 제조하는 회사를 위한 디자인은 하지 않는다는 신조
까지 가지고 있던 디자이너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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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면

안 티

플 러 프

v s .

안 티

스 터 프

논 쟁

필립 스탁이나 재스퍼 모리슨과 나오토 후카사와는 ‘소비주의’에 일조하는

네 번째 장면

오스트리아계 미국인이자 디자인철학자인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산업디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한 예이다. 이는 사실 스탁과 모리

빅터 파파넥과 한스 요나스의 철학적 계승

자인을 광고에 이어 두 번째로 유해한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은 세

슨, 후카사와만의 지적은 아니다. 이미 60년대부터 디자인이 가진 사회적

계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오직 이

책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발표된 케빈 맥컬러

익만을 염두에 둔 무용지물을 생산해내는 데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

프의 글은 앞서 말한 디자인에 대한 혐오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는 디자인이 또 하나의 트렌

파넥은 디자이너들이 가슴으로 디자인하고 환경친화적인 창작품을 개발해내고 세상에 진정으

fluff

드가 되어 대중 위에 ‘스타’로 군림하며 경박해지는 경향을 ‘시시한 것’을 뜻하는 플러프 라 칭

로 필요한 것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랐다. 파파넥이 제시한 ‘반소비주의적 의제’는 필

Anti-fluff

하고, 이를 경계하는 운동을 ‘안티 플러프

립 스탁이 말한 ‘디자인 포기선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반소비주의적 의제’

운동이라 명명한다.

‘안티 플러프’주의자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계에 순응하면서 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잡지와

가 주변부의 디자이너뿐 아니라 주류 디자이너에게까지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유행상품이 되었고, 심지어 정부까지 이런 흐름에 가담했다’고 분개

다시 앞서 필립 스탁의 경우로 돌아가보자. 필립 스탁은 이제껏 자신이 해온 모든 디자인을 포함

한다. 디자인 평론가이자 런던 디자인뮤지엄의 초대 관장인 스티븐 베일리는 “(디자이너들이)

해서 디자인은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필립 스탁은 이처

성자에서 죄인으로, 산업미술의 품위를 높이는 작업에서 값비싼 디자이너 의자나 만드는 역할

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디자인에 대한 진실의 전부일까. 날로 늘어가는

로 추락한 것”을 아쉬워한다. 맥컬러프는 이런 비판의 가장 품위있는 응답이 ‘슈퍼노멀’이라고

상업적 물건들이 ‘디자인’이란 이름을 달고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점점 더 많은 디자

지적했다.

이너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의미있는 제품과 서비스 창안에 과감히 도전해오고 있지 않은가.

맥컬러프는 또한 불필요한 물건들이 과잉생산되는 데 디자이너들이 일조하고 있다고 반성하는
디자이너들의 경향도 지적했다. ‘있어 보이도록’ 꾸며진 스타일링을 보고 대중은 구매충동을 자
극받게 되니, 결국 디자이너는 소비를 조장하는 미적 조종자操縱者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런디자이너들의 자각을 그는 ‘안티 스터프Anti-stuff운동’이라 명명하며 “안티 플러프 논쟁이 디자
인의 사회 순응에 대한 반작용이라면, 안티 스터프는 환경론이 디자인에 자리하게 되었음을 반

지 속 가 능 한

발 전 을

추 구 하 는

인 덱 스

인덱스는 이런 디자인계의 자성과 비판 위에서 출발했다. 인덱스는 독일

영한다”고 말한다.

의 테크놀로지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주창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받아들

그러면서 맥컬러프는 되묻는다. “미디어에 의해 조성된 시시한 감상주의 대신 디자인이 가져야

이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할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소비주의 시대 그리고 소비주의에 있어서 디자인의 모범을 보여

다. 인덱스의 목표는 오늘날의 당면과제들을 일반 대중에게 환기시키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

주는 명확한 사례가 있을까?”라고. 그는 대답을 유보하고 있지만 이미 디자인계 일각에서는 그

데 있어 실현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덴마크의 비영리 기구 인덱스의 활동에서 그 전초를 읽을 수 있다고

지에 대해 알림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이다. 인덱스는 대규모의 이

말한다면, 그건 너무 과장일까.

벤트를 비롯해 교육적이고 알찬 정보전달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주어지는 디자인상인 인덱스 어
워드이다.

Demark Design
인덱스 어워드는 덴마크 황실의 후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구이다. 덴마크는 모던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디자인 나라Design
Nation이다. 오죽하면 “여왕의 아들은 디자인”이라는 농담이 다 존재할 정도일까. 특히
덴마크 디자인을 대표하는 것은 가구 중에서도 의자였다. 1940~1950년대 현대 가구
디자인의 역사를 쓴 캐비닛메이커cabinetmaker·고급가구 제작자 대부분은 덴마크 출신이다.
‘에그체어’ ‘스완체어’의 아르네 야콥슨Jacobsen, ‘Y체어’ ‘더 체어’의 한스 베그너Wegner,
‘하트체어’ ‘판톤체어’의 베르너 판톤Panton 등이 대표적인 덴마크 장인匠人이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의자 95%가 이들 작품이라면 그 깊이가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오디오 명품 ‘뱅앤올룹슨’을 비롯해 로열 코펜하겐(도자기), 폴 헤닝센(조명) 등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덴마크 디자인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군더더기 없으며, 실용적이고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덴마크는 199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정책을 수립하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디자인
DNA를 새롭게 변이變異시키고 있다. 덴마크 디자인의 뿌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이며,
이제 그 의미가 환경으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예쁘기만 하고 생활에 보탬이 안되는
디자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잘라 말할 정도로 덴마크의 디자인은 진보적인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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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어워드가 전통적인 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이 그 주된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삶을
바탕 삼아 디자인 영역을 구분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신체Body, 주거Home, 일Work, 놀이Play, 지역사
회Community라는 다섯 가지 보편적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친밀하고 구체적인 것부터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것까지 인간의 삶을 망라한다. 이 양축을 사이에 두고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정황을 포
괄하는 일, 놀이, 주거가 자리하고 있다. 이 다섯 카테고리는 결코 불변하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
니다. 많은 디자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이상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광범위하고 다분야적인 접근은 다양한 디자인을 허용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좀 더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갖고 디자인의 잠재성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
디자인이란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사는 세
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구이다. 디자인이 세
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상 작업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은 보다 진지하고 깊은 성찰
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항상 지속적으로 영향받게 된다. 어떤 제품은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
에 그 생산배경이나 생산과 유통방법으로 이미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 제품을 다 사용
하고 나서도 영향을 끼친다. 디자인에 관해 얘기하면서 미적이고 형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보
통이지만 이제는 윤리적인 맥락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다. 좋은 디자인이란 이로움을 주는
디자인이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감별할 줄 아는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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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덱스 어워드 수상작 이모저모

Design Is
What FOR

전세계 78개국에서 1,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2011 인덱스
어워드. 5개 부문의 수상작과 60개의 후보작은 인덱스
어워드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과 디자인의 만남을 살펴본다.

Community
지

역

사

회

지역사회 부문은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과 관련한 모든 디자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도로, 공공장소, 공원, 도시, 기반시설, 교통수단, 표지,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부

문

디자인서울 Design Seoul
현대적 도시들은 인간이 창조한 크고 복잡한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행히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매우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인구의
집중이며, 이에 따른 주택부족, 오염, 교통혼잡,
교육문제, 인간소외이다.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에 기초하여 서울은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중심의 해결책을 디자인해 왔다.
보다 인간 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서울은 비우는, 통합하는, 보존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5가지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의 공공시설, 경관,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적용되었다. 서울시 신청사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랜드마크로서 한국에서
가장 고효율의 에너지 빌딩으로 건설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 당국은 미화원의 제복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높은 가시성의 새로운 디자인은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궁극적으로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서울시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디자인서울은 서울시민의 삶의

후보작
1 코펜하겐 휠 The Copenhagen Wheel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각종 IT 허브 역할을 하는
‘e-자전거’. GPS 등을 장착해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겨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경우
발전기發電機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하이라인 High Line
80년대 이후 폐철도가 되어버린 하이라인을 도심내
공원으로 만든 프로젝트. 2003년에 착수하여 2009년
오픈된 하이라인은 우거진 녹음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곳으로 이미 200만 명이 다녀가 뉴욕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3 그린 스쿨 Green School
인도네시아 발리의 ‘그린 스쿨’은 대나무와 태양열
에너지, 천연 진흙 등 자연 재료로 만든 교실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저탄소를 배우는
친환경 디자인 학습장이다. 미야 벅스턴, 필립 벡 등
이 교실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Body
신

체

이 부분은 신체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의
복, 신발, 치료 및 간호에 사용되는 설비 및 보조기구, 기본적인

부

분

또는 특수한 기구, 보청기와 같은 신체 관련 기술, 건강과 간호
관련 서비스, 공공보건 및 인구통계학에 관한 전략 등이다.

맞춤형 무료 안경 제공 프로그램 See Better to Learn Better(Switzerland & USA)
시력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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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수상작

4 안티 슬립 파일럿 Anti Sleep Pilot
‘안티 스립 파일럿’은 차 속에 설치해 두고 운전자의
졸음이나 피곤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기. 덴마크인
토마스 그레거스가 졸음운전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한 뒤
고안한 제품이다.

과 관련한 전략, 서비스, 사회구상, 네트워킹, 지역사회에 대한 디자인들을 말한다.

대상수상작

1

후보작
2

1 21세기 간호백 21st Century Nursing Bag
의약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즉석에서 작은
수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간호 가방. 영국의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완이 개발한 이 구호백은
간호요원들이 간호 중 감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생적으로 설계됐다.
2 ‘사마’ 위생 출산 키트 JAMMA -The Clean Birth Kit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6,000만 명의
여성들이 출산을 하다가 합병증이나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다고 한다. 인도의 주발다 바이가
개발한 간편 위생 출산 기구인 이 도구는 위생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2

3 앰뷰라이트 PDT Ambulight Photodynamic Therapy(PDT)
영국의 크리스 알토프가 디자인한, 피부암 환자를 위한
광역학 치료 장비로 입원하지 않고 패치처럼 피부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과 경제성을 갖췄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미래를 예측하면 이런 디자인
의료기기는 더욱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4 교통사고 방지용 ‘야광 히잡’ Glow Guardian
이란에서는 한 해에 무려 2만
5,000여 명의 여성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야간에 검은 히잡을 쓴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란의 라이카
코시디안과 마라야 히드리포는
‘빛나는 보호자’라는 이름의 반사용
히잡을 만들어 이를 해결했다.

4

3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디자인서울
프로젝트들은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어 서울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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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소트트웨어 및 가정용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시청자 도구, 가사 서비스

Work

와 새로운 생활방식 및 새로운 동기 형태에 대한 전략 등이다.

일

이 부문에 포함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조명, 가구 공구, 가정용 가구,

부

분

절반 크기 집 Social Housing in a Ground-breaking
New Way

이 부문은 일과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포괄한다. 예를 들자면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 도
구, 제조 기계. 보조수단, 커뮤니케이션. 텅제 그리고 관리시스템, 일터를 위한 서비스, 업무 환

부

문

경문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조직 및 관리 발전의 위한 전략이 그것이다.

변화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Change

대상수상작

후보작

통프라나이 드사이와 키란 버세티(인도)가 제출한
교육도구. 어린이들이 환경이나 범죄 등 약 20여
개의 이슈(사회악, 환경, 교육, 알코올, 홍수,
어린이 노동, 교통, 인종차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했다. DFCDesign for Change는 20여
개국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파급력을
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대도시 인구 과밀현상과 그로
인한 주택부족이 언제나 심각한 문제다. 이에
알레한드로 아하베나(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세 명의 디자이너는 인구 총 23만 명이 사는
산타카를리나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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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1

1 푸마의 친환경 신발상자 PUMA: Clever Little Bag
박스로 인해 한해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푸마는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신발상자를 고안했다. 기존의
종이신발상자보다 박스종이 사용량을 65% 정도
줄였으며 재활용도 가능하다.
2 콘크리트 건설 속 신기술 Enviormesh
건축물을 짓는 기초과정 중 하나인 콘크리트 보강
과정에서 콘크리트 속 철강 소재를 대체할 만한
신재료가 나왔다. 엔비오메시는 우리섬유와 중합체로
만들어진 새로운 보강체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가볍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대상수상작

3 스티로폼을 대체할 마이크로본드 Microbond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마이크로본드는
스티로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버섯의
뿌리 성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하며 친환경
소재라는 것이 특징.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목재와도 같은 강도를 유지하지만 습기에 노출하면
쉽게 부러져 처리도 간편하다.
4 CO2 네거티브 콘크리트 노바셈 Novacem
1톤의 시멘트를 만들면 약 8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인도와 영국, 콜롬비아, 체코,
베네수엘라 등 다국적인 디자이너들이 힙을 합쳐
개발한 노바셈은 규산 마그네슘 산화물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없는 콘크리트다.

1

2

2

후보작

3

1 UN 구호상자 활용법 Increased Value for UN Humatitarian Aid
Packging(IVUHAP)

덴마크의 디자이너 마틴 요겐센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 전해지던 수많은 UN의 구호물자 박스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UN 구호물자 박스를 단지
포장수단으로만 쓸 게 아니라 그 박스로 선반이나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쓰자는 것이었다.

4

2 에너지 절감용 전구 플루맨 Pluman 001
마치 줄을 꼬아놓은 듯한 재미난 디자인 속에 에너지
절감 노력까지 담아 전통적인 전구 형태에 도전을 가한
제품. 영국의 사무엘 윌킨슨 앤 허글러사가 개발했다.
3

3 일회용 식기 와사라 WASARA
종이로 만든 일회용 식기들이 시각적인 미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반해 와사라라는 이 일회용 테이블은
일본 특유의 기술을 사용해 아름답고 환경에도 이로운
테이블웨어를 만들어냈다. 선인장섬유와 대나무, 갈대
펄프를 이용한 생분해성 식기로 친환경적이다.

4

4 제3세계용 정수기 Tulip Siphon Water Filter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 가정이 적은
비용을 들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튤립
사이폰 물 정수기. 사이폰 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시간당
4~5리터의 물을 빠른 속도로 정수해준다. 필터
조립품들도 물로 씻기만 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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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은 스포츠, 놀이, 레저, 문화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레저시설,
도구, 게임, 문화활동, 스포츠와 레저활동을 위한 장비도 포함한다. 여가와 레저활동 구현을 위

부

문

한 전략 부문도 함께 아우른다.

후보작

Design City
Seoul

자전거 에어백 헬멧 HÖVDING

디자인서울, 인덱스 어워드 대상 수상의 의미

1 박스 안의 상상 놀이터 Imagination Playground in a Box
놀이터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디자인한 ‘박스 안의 상상 놀이터’.
데이비드 록웰 등 미국 디자이너 작품. 15개로 구성된
이 블록들은 방수 소재에 가벼우며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유해하지 않은 생분해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착안해 만든 헤어백 헬멧. 테레사
아스틴과 안나 하우프트(스웨덴)은 목에 두건이나
머플러처럼 착용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감지되면 센서에 의해 에어백이 작동해 두건처럼
머리와 목을 보호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켰다.

2 종이 축구공 The Dream Ball Project
한국 디자인 그룹 ‘언플러그 디자인’이 만든 ‘드림
볼 프로젝트’는 물품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를 위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구호상자를
잘라 종이 축구공을 만들 수 있게 고안했다.

대상수상작

3 태양열 미디어 플레이어 Lifeplayer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필립 굿윈과 로빈 글리함,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틴 피어슨이 합작해 만든 태양열을
이용한 미디어 플레이어. 태양열로 작동하는 이 미이더
플레이어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단순한
버튼 한 개의 조작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됐다.

1

디자인서울은 ‘지역사회부문’에서 뉴욕의 훌륭한 도시재생 사례인 ‘하이라인’이나 발리의 ‘그린
스쿨’과 같은 창의적 작품을 물리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1,000만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 서울의
디자인력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

‘디자인서울’이 2011년 9월 2일 덴마크의 코펜하겐

2

3

28

등의 어워드가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컨셉트디자인 등 장르별로 디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 ‘인덱스 어워드 2011’ 시상

자인을 선정하는 상업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덱스 어워드는 ‘몸을 위

식에서 올해의 디자인 대상(지역사회 부문)을 수상

한 디자인: Body’, ‘주거를 위한 디자인: Home’, ‘일터를 위한 디자인: Work’, ‘놀

했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서울 콜센터 다산 120,

이를 위한 디자인: Play’, ‘지역사회를 위한 디자인: Community’ 등 5개 부문으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 3개 프로젝트를 최종후보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

작에 진출시켰고, 그 가운데 디자인서울이 대상을

발하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차지했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인덱스 어워드 대상 수상은 2007년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안전·인권을 위주로 한 디자인에 더욱 큰 가치를

‘세계디자인수도 2010’ 선정, ‘2010년 유네스코 디자

두고 있는 인덱스 어워드에서 ‘디자인서울’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배려하는 디자

인 창의도시’ 지정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룬 성과라 할

인’을 목표로 한 디자인시정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울러 인덱스

수 있다. 특히 인덱스 어워드를 단체(기관)가 수상한

어워드는 디자인 공모전 중 세계 최대 상금(총 50만 유로, 한화로 8억원 상당)으

경우는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로도 유명하다.

인덱스 측은 최종작(1차 선정된 60개 작품)을 발표하

올해 인덱스 어워드 공모전에는 총 78개 국가에서 총 966건의 디자인이 제출되

면서 디자인서울에 대해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와 디

었으며 11명으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작으로 5개 부문,

자인을 통한 해결능력, 사람들에게 미치는 디자인의

60개 디자인이 채택되었다. ‘디자인서울’을 비롯한 5개 부문 대상 수상작은 최종

영향력(디자인 수혜지역의 범위, 혜택 받은 사람의

후보로 올랐던 ‘서울콜센터 다산 120’,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 55개 후보작들

수) 면에서 다른 후보작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수상

과 함께 향후 2년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갖는다.

이유로 밝혔다.

한편 인덱스 어워드의 수상금(1억 6,000만원 상당)은 새로 짓고 있는 신청사에

기존의 ‘iF’나 ‘Red Dot’,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디자인 작품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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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숫자로 알아보는 인덱스 어워드

COUNTABLE
PROGRESS

1300
90
35

인덱스가관련된교육
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는
나라의수

students

universities in

'%%*년부터격년으로치러지는인덱스어워드는그역사는짧지만그어떤디자인공모전과도다른
개성과의의를자랑한다.인덱스어워드가가지고있는크고작은기록과그숨겨진의미를숫자를
통해흥미롭게살펴본다.

인덱스의전세계학생대상
디자인공모전인‘9Zh^\c
8]VaaZc\Z’에참여하고있는세계
대학의학생수

countries

4

2561

&차심사를통과한입상작은
'년간전세계순회전시

코펜하겐,헬싱키,리소르,싱가포르.
인덱스와공식적후원관계를맺고
있는도시의개수

Partnar Cities

Designs
From

최종후보작을검증,수상작을
가리는심사위원단명수

juries

78
1.2 Billion

인덱스어워드는세계최대의
상금을자랑한다

Countries

16/11
30

인덱스어워드의
수상작전시회를연
도시와나라

'%%*년&회부터인덱스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나라와디자인

인덱스의IK방영을본시청자수,
&%억',%%%만명

8deng^\]i:>C9:M

인덱스어워드를의미있게만드는통계
'*.*%q전세계에서<9E중&).)%만이기초교육에투자된다.
'%+q'%%만명의아이들이미숙아거나혹은체중미달로
태어나고,다섯명중한명꼴로사망한다.
%
,. q아프리카의''개나라의절반이상이문맹자다.
,*%q전세계,억-&%만명의문맹자중에+)%가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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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유명 디자인 어워드는 무엇이 있나?

The Famous
World Design
Prizes

가장 훌륭한 디자인, 가장 문제적인 디자인,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찾아라. 디자이너와 디자인회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상의 영예를
꿈꿀 만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의 요모조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

다. 수상작은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Red Dot Design Museum에 전시되는데,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은 독일과 싱가포

Red Dot

르에 각각 있다. 수상작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아울러 동시대 현대 디자인 분야에서 걸출한 작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

을 전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전시가 방문객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

이다. 1955년에 독일 에센에서 개최했으며, 제품

울러 레드닷 어워드는 수상작들을 세계의 대표적 도시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간 도

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컨셉트디자인의

쿄, 모스크바, 싱가포르, 프라하, 두바이, 비엔나, 심천, 브라티슬라바, 브르노 등의 도시에서 열렸다.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선정한다. 세 분야 중 가
장 오래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은 가

애플이 휩쓸다시피한 혁신의 디자인상

구, 생활용품, 기계, 자동차, 도구, 기계 등을 포함

iF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영역에서 응모할 수 있다.

iF는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에서 따온 말로, 1954년에 처음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진

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은 1993년부터 신설된

행했다. 독일 인터내셔널포럼하노버사가 개최하는 디자인 전시회로 권위면에서는 세계 최고를 앞다툰다.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전반으로 하는 시각디자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교통수단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5가지 범주 외에 학생들의

인 분야를 비롯해서 광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사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컨셉트디자인으로 나눠 시상한다. 각 부분별로 금상iF Gold, 은상iF Silver 그리고 나머지 iF

운드 디자인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작

마크획득인 우수작들이 선정되는데, 심사기준(양질의 디자인인가, 소재, 혁신성, 환경친화성, 기능성, 인간

품들을 선정해왔다. 컨셉트디자인 분야에서는

공학, 사용성, 안전성, 브랜드 가치 등)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금상이나 은상이 없이 우수작품만 선정하게 되

새롭고 창조적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 비전을

고 좋은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금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매년 37개국 이상에서 2,000여 점 이상이

선정한다. 대상은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으며 젊

출품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 iF 디자인상은 그 기반이 산업 디자인과 제품디자인에 있는 만큼 제품디자인 부

고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다. 수상작을 가리

분이 강세를 보이는데, 특히 디지털 기기와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이 속하는 커뮤니케이션-엔터테인먼트 부

는 기준은 혁신성, 기능성, 인간공학, 환경친화성,

분 수상작이 많다. 거의 모든 애플제품들이 이 상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구성, 상징성과 감성적 접근 등이다.
레드닷에서는 1989년부터 디자인계에서의 혁

산업디자인의 최고봉을 견준다

신적인 성취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디자인 회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사에게 ‘레드닷: 올해의 디자인 에이전시Red Dot: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와 <비즈니스위크>지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우수디자인상. 본래 산업디자인 우

Design Agency of the Year

’라는 칭호를 수여해오고 있다.

수상에서 2007년 명칭이 국제우수디자인상으로 변경됐다. 1980년 최초로 개최했으며 제품, 환경, 인터렉

이 칭호를 받는 것 자체가 세계 최고의 디자인회

션, 패키지, 전략, 조사, 컨셉트 등 다양한 부문의 작품을 독창성, 예술성, 친환경, 사업성, 문제해결능력 부

사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하

분을 집중 평가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디자인회사, 기업에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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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Award

01

Design Seoul,
Winner of
2011 INDEX

02
03
04
05
06
07

INDEX: Award is the world’s largest monetary

08

prize for design. What sets the INDEX: Award

09

apart from other design awards is its focus on

10

“Design to Improve Life”. INDEX: is looking for

11

designs that target and solve the challenges

12

and problems of human life.

13

INDEX: Award is split into ﬁve categories: Body,

14

Home, Work, Play and Community. One prize

15

worth 100,000 Euros will be presented to the

16

winner in each category. The five categories

17

represent the entire human life, and each

18

category calls for entries from very different

19

design ﬁelds.

20

From September 2010 to January 6, 2011

21

anybody have been able to nominate his or her

22

favorite life-improving design for INDEX: Award

23

2011. All the submitted entries are displayed

winner is Swedish Hövding —an invisible airbag for cyclists’ head, shaped

24

on the nominations website, and nominating

as a collar worn around the neck. In the COMMUNITY Category, the

25

for INDEX: Award is open for all and completely

winner is Design Seoul from South Korea—the ﬁrst ever coherent design

26

free of charge.

based approach to improve life for citizens in a very large city.

27

On September 1st 2011, five winning designs

Design Seoul is based on the vision to “design caringly for citizens”, and

28

received a 100,000 purse in the Copenhagen

the city of Seoul has been designing people-oriented solutions, not only

29

opera house, Operaen. In the BODY Catego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but also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30

the winner was See Better to Learn Better

by vitalizing the design industry in Seoul. To make Seoul a more people-

31

(VerBien)—a free eyeglasses program for

centered city, Design Seoul established five principles: Airy, Integrated,

32

Mexican children designed by former INDEX:

Preserving, Collaborative and Sustainable design. It also formulated

33

Award winner Yves Behar (Switzerland). In the

Design Seoul Guidelines, which have been applied to Seoul’s public

34

HOME Category, the winner is ELEMENTAL

spaces, facilities, buildings, visual media, outdoor advertisements and

35

Monterrey —a revolutionary new model for

other relevant items.

36

social housing, also in Mexico. In the WORK

The INDEX jury said “This solution tackles the problem from a holistic

37

Category, the winner is Design for Change

perspective—usually this is addressed piece by piece, but Seoul takes it

38

from India—a design based school competition

on from a systems perspective. Furthermore, the phase-staged design

39

designed to give children an opportunity to

strategy created to roll out the changes makes the plan visible on the

40

express their own ideas for a better world and

scale of the individual, neighborhood and city, ensuring the support of the

41

put them into action. In the PLAY Category, the

citizens—from the Han River to street lights to the sewer system.”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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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04_32~33_어워드-영어_OK.indd 33

2011.11.24 7:9:44 PM

behind
issue

Patient Clothing

새롭게 개발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 디자인

어린이 환자복의 재탄생

서울시, 어린이 환자복을
디자인하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디자인은 다양하다. 얼마 전
또 하나의 디자인이 서울 시민들과 조우했다.
바로 서울시의 서민생활 밀접형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 어린이 중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부터 디자인 효과까지 아우른 어린이
환자복과 그 개발과정을 살펴보자.

환자복 상·하의

활동복(재활복) 하복 상·하의

글 심우리(자유기고가)
사진제공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Before

Before

어 린 이
환

자

를

환 자 의 ,
위

한

어 린 이
맞

춤

복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
음처럼 서울시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

체위변경용 쿠션,
이불 춘하용, 추동용

손싸개

식사용 의자 커버

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바로 어린이 환자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이다.
맞춤형 환자복이 탄생하기까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
원 간호사들의 노력이 컸다. 지난해 10월 창의지식동아리
에서 활동하며 어린이 환자 특성에 맞는 환자복을 개발하
Before

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능적 측면과 미적 측면을 함께 고려
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턱받이

과는 환자를 배려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김인경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를 총책임자로 임명해 제작
에 나섰다.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 서울색, 서울서체를 기본으로 디자
인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은 어린이 환자가 가진 특수성
을 살려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면도 강화됐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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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의 바탕색으로 쓰인 서울색은 단지 서울색에 머물지 않고 컬러테라피 이론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
색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파스텔 톤으로 통일성을 부여하
고, 창백한 환자의 얼굴에 화사함을 주며 아울러 생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게 곳곳에 밝은 계열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새롭게 제작된 어린이 환자복은 색상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해 옷 밑
위를 더 길게 만들고, 갈아입기 쉽게 하면서도, 입고 있을 때는 잘 벗겨지지 않도록 강화단추를 사용했다.
단춧구멍 역시 비스듬히 사선으로 만들어 쉽게 벗기고 입힐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곳곳에 세심한 기능이 더
해졌다.
기능에 따라 환자복·활동복·특수복으로 구분되는 어린이 환자복은 각각 네크라인 배색을 사이즈별로 다
르게 적용해 쉽게 알 수 있고, 해치 캐릭터의 응용동작을 활용해 아이들이 보고 고르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환자복뿐만 아니라 어린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기타부속품 디자인에도 다양한 디자
인들을 적용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간호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사랑해요”, “엄마처럼 해줄게”, “힘내라” 등의 문구를 생동감 넘치는 해치의 포즈와 함께 말풍선으로 만들
어 보호자나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앞치마에 넣음으로써 기능성과 색상, 감성적 요인까지 만족
INTERVIEW
서울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 디자인 총책임자

김인경 교수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Q. 이번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과 병원부속품인 침대시트, 이불, 턱받이 등을 병원 환경과 통합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와 간호사들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문구들을 캐릭터와 함께
말풍선에 넣어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요인도 부각시키고자 했다.
Before

Q.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 디자인의 영감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돌보는 보호자, 간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어린이 환자 입장에서 디자인의 컨셉트를 결정할 수 있었다.
Q.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한 차원 높은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Q. 디자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제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만을 위한 장식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점은 사회의 어려운 계층, 소외된 집단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때문에 생활예술인
디자인이야말로 특별한 계층을 위한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디자인의 분야를 확대하여 누구나 디자인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서구의 디자인을 따라하는 지금까지의 디자인 행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책을 준비 중이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패션디자인비평가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해치캐릭터가 깜찍함을 더해준다.
2, 3 환자복뿐만 아니라 기타 부속품과 간호사들의 앞치마
디자인도 빼놓지 않았다.

시키는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 디자인의 총책임을 맡은
건국대학교 김인경 교수는 “어린이 환자들은 물
론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보살피는 보호자나 자
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
였다”고 디자인 개발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번에

김인경
• 現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장식미술학과 패션디자인 전공 학사·석사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 이탈리아 밀라노 마랑고니 예술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완성된 맞춤형 어린이 환자복은 서울특별시 시
립어린이병원을 통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호
응이 좋으면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병원 등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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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공무원

‘넥타이’를 말하다
남자들의 정장 스타일은 넥타이로 완성된다. 작은
천조각 하나로 단정함과 깔끔함, 차분한 이미지까지
얻게 되니 그야말로 남자들의 최고 워너비 아이템인 셈.
그렇다면 365일 흐트러진 모습 하나 보일 수 없는
공무원들에게 넥타이는 어떤 의미일까? 넥타이에
대해서라면 할 말 많다는 멋쟁이 공무원들의 넥타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심 우 리 사진 서 봉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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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

“사람에 따라 넥타이의 가치도 천차만별”

페라가모, 에르메스 등의 명품
브랜드 넥타이와 한글패션디자이너로
유명한 이건만 디자이너의 넥타이 등
주로 화려하고 밝은 컬러의
넥타이를 착용한다.

안승일 국장_문화관광기획관

백윤광 주무관_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서울시의 문화, 관광, 체육, 문화재, 디자인 등 문화관광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한 사업의 집행을
맡고 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에서 시민들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매년 차량이 이동하는 교통량을 집계하기 위해 기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고 있다.
무난한 넥타이를 선호하지만
멋을 내고 싶을 때는 화려한
핑크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주로 착용하는 넥타이 스타일이 있다면?
일의 성격에 맞춰 그때그때 다르게 스타일링한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주로 어두운 계열의 점잖은
스타일로 착용하고, 멋을 내고 싶을 때는 화려한 스타일의 넥타이를 자주 매는 편이다. 하지만 사실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좋다(웃음).
공무원으로서 넥타이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다.
옷이나 넥타이를 고를 때마다 반드시 잊지 않는 것이 ‘공무원답지 않게’라는 스타일 컨셉트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왠지 답답하고 융통성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듯하다. 스스로도 자유롭고 열려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려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옷이나 헤어스타일에서도 공무원스럽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넥타이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싫어하는 아이템이다.
모든 남자들에게 넥타이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넥타이 하나만으로 멋을 낼 수 있고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는
위력이 있지만, 넥타이가 주는 답답함을 싫어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나는
땀이 많은 편이라서 넥타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넥타이를 매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말아야 할 틀도 있지 않나?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좋아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차가운 규정, 따뜻한 위반’이 나의 행정철학이다.
조금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시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면 따뜻한 위반은 허용하는 편이라서
너무 틀에 짜인 생활을 싫어한다.

시도해보고 싶은 넥타이가 있나?
결혼식 때 보타이가 아닌 일반 넥타이를
착용했던 것이 아쉽다. 언젠가 보타이에

넥타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파리 근무를 마치고 남대문 관광과장으로 근무할 때 우연치 않게 남대문시장에서 파리 명품 넥타이와
똑같은 제품을 발견했다. 색상이나 디자인, 소재도 똑같은 제품을 파리에서 1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구입했었는데 남대문시장에서 4장에 1만원에 팔고 있더라. 알아보니 우리 시장에서 만든 제품이 파리 명품
브랜드로 납품돼 라벨만 바꿔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전해보고 싶다.

브랜드와 비브랜드 넥타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4장에 1만원짜리 남대문시장 넥타이가 라벨만 바꿔 15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넥타이가 되듯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고급 넥타이를 매도 사람의 품격과 인품이 떨어진다면 그 넥타이의 가치도 함께
떨어질 테니까 말이다. 명품 브랜드 넥타이든 남대문시장 넥타이든 사람의 품격과 인품이 어우러져야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최고!”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희망넥타이

평소 선호하는 넥타이 스타일이 있다면?
블루 계열의 넥타이를 많이 착용한다.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해서인지 차분한 블루 계열의 넥타이가 가장 많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화려한 색상이나 디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두운 색의 정장이 많아서 차분한 블루 계열 넥타이를
매치하면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

하이힐이 여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한다면 남자에게는 넥타이가 그렇다.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한 남자로서,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넥타이는 획일화되고 권위적인 남성 중심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일까? 요즘은 20·30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폭이 좁은 넥타이부터 셔츠에 부착되어
있는 넥타이와 멋쟁이들의 필수 아이템인 보타이 등 더욱 새롭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넥타이도 출시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넥타이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희망넥타이’가 바로 그 주인공.
지난 9월 발표된 ‘희망넥타이’는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경제신문사가 함께 추진한 ‘희망넥타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넥타이 판매 수익금을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학비로 사용하는, 새로운 ‘나눔 기부’의 한 방법이다. 한국의
조형문화를 활용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건만이 참여해 지극히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희망넥타이 공식 쇼핑몰에서 한정 판매하는 희망넥타이는 ‘사랑의 열매’를 모티브로 한 희망열매,

평상시에 자주 착용하는 넥타이는 무엇인가?
요즘 유행이기도 한 슬림한 넥타이를 좋아한다. 색상도 밝고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면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분하고 단정한 컬러의 넥타이를 착용할 것이라는 편견이 싫어서
일부러 더 밝고 화사한 것을 선택하고는 한다.

최웅철 주무관_언론행정 담당관 방송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언론행정 담당관 방송팀에서 방송취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행사 현장 언론취재 지원 및 협조와 방송용 보도자료나 콘텐츠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넥타이 외에 신경 쓰는 아이템이 있나?
멋을 부리거나 패션센스가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다. 집에 선물 받은 넥타이 핀도 있는데 잘 착용하지 않는다.

‘집집마다 희망이 돋아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희망하우스, 디자이너 이건만의 한글 자모가 쓰인 희망솔리드를 비롯해
희망새싹, 희망하트 등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20대에서 60대의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는 안정된 색상과 젊은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넥타이 하나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희망넥타이 캠페인’으로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이 보내는 것은 어떨까.
희망넥타이

넥타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정장에 작지만 가장 큰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것.

20·30대에게 사랑받는
폭이 좁은 넥타이와 레드 계열의
색상을 선호한다.

판매처 공식 쇼핑몰 www.hopedonation.net 가격 3만 9,600원 문의 02-360-4524

38

Design Seoul vol. 04 | 2011 39

people

Jeon Mi-ja

“치매노인·중증 장애인·청소년 등 대상별로 공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 대상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해요.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는 과
정이 없다면 진정한 복지디자인이 완성될 수 없지요.”
그들의 눈으로 본 배려는 이렇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매
센터의 경우를 보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벽에
창문과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 그림을 그려준다. 또 종일 누
워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
명을 설치한다. 이처럼 공간배치, 이동통로, 창틀 높이, 조명
기구, 손잡이, 화장실, 가구 모서리, 재료, 컬러, 사인 등 사
회복지시설의 구석구석엔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
적인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
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황
량하고 팍팍한 건물 자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
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중 과연 누가 평생
건강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
람의 인생인데⋯. 내가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곳에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전미자 소장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들 ‘복지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복지는 디자인이다

절감할 겁니다.”

‘사회통합’의

도구로

거듭나는

디자인

사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란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품’의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미자 소장은 한마
디로 말한다. ‘복지는 디자인이다’라고. 디자인은 특정 계층
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올 한 해, ‘복지’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무상급식 등 수많은
논의들이 양산됐고 자연스럽게
‘나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무수한 담론에 비해 정작
실질적인 도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선 회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구체적인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의 전미자
소장이다. ‘복지’와 ‘디자인’, 두 개념의
결합을 위해 늘 바쁜 그녀를 만났다.
글 이제하(자유기고가) 사진 김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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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복지환경구축’에 디

일찌감치 깨우친 그녀는 자신의 결과물을 비롯한 사례발표 및 관련 세미나를 통

사람은 누구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의 국면을 맞는다. 전미장 소장의 경우 1999년이 그랬다. 당

자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재능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공 재능 기부의

시 유명 건축회사 및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일하던 전소장은 한 지방의 고건축물 답사 중 우연히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 ‘전문디자인 워크숍’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치매노인시설을 방문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창문도 없이 어둡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껏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라는 이

컨설팅 자문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

있는 수많은 노인들. 그때부터 그녀는 ‘그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

름으로 거의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해온 그녀는 누구보다

든 달려갈 것이다.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인 ‘디자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리라 결심하고 복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공식 사단법

이런 그녀에게 꿈이 있다면 ‘복지디자인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신보다 더 많

지환경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다.

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든든한 지

은 능력을 지닌 젊은 디자이너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숱한 경험으로 축적된 자

처음엔 동료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복지시설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당시만 해도 ‘복지환경디

원군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신의 노하우가 뭉쳐 분명 거대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본다.

자인’이란 모두에게 낯설고 ‘미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무작정 복지시설들을 찾아다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의 개

“복지디자인에 임하는 디자이너의 자세는 ‘엄마’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봐요. 어머

어요. 그러다가 기존에 하던 디자인 패턴을 사회복지시설 등의 특수공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

니의 마음으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창의적 과정이랄까요. 또한 디자이너는

다는 걸 깨달았죠.”

같아요. 의료·보건·디자인·건축 등 여러 전문가들의 끊임없

‘의사’의 역할도 해야 해요. 삭막한 공간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어 사람들을 ‘치

그리하여 전소장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건축계획’을 전공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는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더 나은 사회복지환경이 구축될 수

유’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호존중’의 마음을 가진 공공기관이 많이 늘어났으면

갔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열정은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투시도와 이미지 등을

있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

합니다.”

늘 출력해 들고 다니며 설득했고, 실제로 전소장의 손을 거쳐 새롭게 변화된 공간의 실물을 본

는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미자 소장에게 디자인이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도

이들의 호응도 좋았다. 자연스럽게 전소장을 찾는 복지시설은 늘어갔고,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주

앞으로 전소장은 본격적으로 연구소의 이름으로 복지시설

구이다.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매일 소통을 나누는 전소장. 앞으로도 뜻깊고 신명

고자 지방 곳곳을 돌아다닌 지도 벌써 12년이 됐다.

디자이너 양성 및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나는 ‘재능 나눔 릴레이’가 계속되길 바라며 그녀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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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Recycling

골동품의 거리 황학동에서 서울시민이 말한다

낡아서 더 멋스러운
파리에 방브웨 벼룩시장이 있다면 서울엔 황학동이
있다. 본디 ‘황학동 풍물시장’으로 오랜 기간 서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곳. 2004년 재개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소박하게 터를 잡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이들이 말하는 벼룩시장 그리고
재활용의 매력.

42

진행 임은선(자유기고가) 사진 김윤해

2004년 재개발 이후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던 황학동 풍물시장. 정식 명칭이 서울
풍물시장인 이곳을 사람들은 황학동 벼룩시장이라 즐겨 부른다. 1호선 동묘역에서
가까운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이다. 낡고 헌 물건들만 즐비한 쇠락한
풍경이라 생각하면 오산.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과거와 현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장소다. 예전엔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향수를 달래는 장소에 가까웠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제패션’ 즉 빈티지를 찾아 이곳의 구석구석을 더 적극적으로 헤맨다.
그뿐인가. 7080세대의 향수를 찾아 사진기를 들고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이처럼 황학동을 찾는 세대의 변화는 ‘헌것은 더럽거나 버려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낡은 것일 뿐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IMF 이후
자리잡은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운동이나 아름다운 가게,
기분좋은 가게의 물건 재활용과 기부도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통해 유럽이나 구미의 개러지세일, 플리마켓 등이 지역의 명물이자
관광자원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졌다. 황학동뿐만 아니라 홍대앞, 가로수길, 부암동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지역마다 카페나 가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벼룩시장이 열리는 것도
요즘의 풍토다.

박 지 현 _ 23세·학생

김 정 연 _ 51세·자영업

문 정 제 _ 20세

박 정 복 _ 65세·목사

주로 의류나 가방, 신발 같은 잡화를 사기 위해
자주 들러요. 똑같은 제품이 없어서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죠. 흥정하는 재미도 있고요.

주로 밍크 제품을 많이 사는 편이야. 싼 가격에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 좋아.
또 내 몸에 맞게 리폼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새
밍크를 사서 리폼하는 건 가격이 많이 들잖아.

구제 옷 마니아예요. 친구들도 처음에
이상하다더니 저 따라서 이젠 자주 와요.
싸다고 마구 사면 후회해요.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옷을 구입해야죠. 저의 비결은 줄자를
챙겨오는 거예요.

주로 종교서적을 구입하러 옵니다. 이렇게
말짱한 책이 단돈 1,000원이라니 너무 좋지
않나요? 물건을 너무 쉽게 사고 버리는
풍토는 좋지 않아요. ‘아나바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 지 원 _ 22세·학생

재 키 장 _ 60세·의류사업

장 종 민 _ 20세·학생

최 지 경 _ 23세·학생

황학동은 처음이에요. 구제옷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나와봤어요. 요즘 슬로라이프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곳이 딱인 듯해요.

외국에 살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와. 어릴 때 향수를 느낄
수 있거든. LA에도 큰 벼룩시장이 있는데
관광객들 천지거든. 우리도 이곳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어.

친구 따라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여기를
좋아해서 자주 오거든요. 와보니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이런 공간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홍보는 필수겠죠?

카메라 같은 가전제품을 주로 사요. 친구들이
골동품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DSLR과는
다른 색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또 싸다는 장점도 있고요.

오 상 원 _ 21세·휴학생

홍 보 미 _ 22세·학생

조희진·배지수_17세·학생

최 동 인 _ 22세·학생

팁을 알려드릴까요? 청바지를 구입하세요.
청바지는 오래 입으면 사람 몸에 맞게 라인이
바뀌잖아요. 오랜 시간 들일 필요 없이 그렇게
길이 잘 든 청바지를 살 수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광장시장, 황학동 벼룩시장에
들러요. 신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매력이 있거든요. 중고만의 냄새랄까, 세월의
냄새랄까⋯. 그런 게 도리어 자극적이에요.

요즘 애들이라고 다 새것만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서 독특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예쁘다고 사면 실패해요. 제품에
하자는 없는지 품질은 어떤지 꼼꼼히 살피는
건 기본이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빈티지만의 매력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벼룩시장에서는
정을 느낄 수 있죠. 좀 더 주고, 가격도 알아서
깎아주고 사람 사는 맛이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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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1 2 개

한 강 공 원

속 에 서

1 ‘자벌레’의 모습을 형상화한 뚝섬공원 전망문화콤플렉스.
2 시민의 더위를 달래주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물빛광장.
3 서울 10색과 타일아트를 활용한 마포대교 교각 하부.
4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여의도 물빛무대.
5 한강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안내사인.
6 야경이 멋진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

찾 아 냈 다

서울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생명의 젖줄, 한강.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한강에서 우리는 때로 데이트를 나누고, 레포츠를 즐기고, 문화공연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한강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한강공원 곳곳에 숨겨진
디자인과 만나보자.
글 심우리 사진제공 한강사업본부 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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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 민 들 과

함 께 하 는

감 성 디 자 인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알아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법.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디자인은 바로 건축디자인이다.

넓은 한강공원에서 길을 헤맬 때 꼭 필요한 안내사인물. 있는 듯 없는 듯

이밖에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디자인도 있다. 우리가 한강을 통해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보는 것일수록 눈여겨보지 않거나 쉽게

그중에서도 뚝섬한강공원 ‘전망문화콤플렉스’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픽토그램으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주는 한강공원의 안내사인물을 통해

크게 느낄 수 있는 감성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이 그것이다. 마음이 울적할

스쳐 지나가게 된다. 디자인 역시 그렇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으레

청담대교 구조물을 순화시켜 자나방 애벌레 ‘자벌레’의 이미지를

우리는 한강에서 시각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때, 크게 소리치고 싶을 때, 강변에서 연인과 데이트할 때 등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기 때문.

구현시켰고, 가늘고 긴 원통형의 외관과 자벌레 무늬를 닮은, 듬성듬성

‘자연 속의 자연물’이란 컨셉트로 한강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각양각색의 이유로 한강을 찾는다. 한강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하지만 디자인이라고 해서 미술관이나 전시회, 책 등을 통해서만 접하고

뚫려 있는 유리창으로 사실감을 더했다.

안내사인물의 디자인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간결한 형태와

감성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너도나도 강물에 발 담그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활공간, 자연과 어우러진 곳,

또 ‘꽃’을 형상화한 ‘세빛둥둥섬’은 한강에 문화의 꽃을 피워 나간다는

크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과 자연스러운 재질을 자랑한다.

여의도한강공원의 ‘여의도 물빛광장’에서는 동심이 자극받기도 하고,

도심 곳곳에 숨어 있는 디자인이야말로 진짜 살아 있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디자인 컨셉트로 건물 외벽에 LED조명을 부착해 밤낮 구분 없이 만개한

또한 일상에서 시각디자인을 만나는 즐거움과 함께 편리성은 물론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무렵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에서는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한강이다.

꽃의 형상을 아름답게 선보이는 1섬, 꽃봉오리의 외형을 철구조물로

디자인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며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 불리는 독일의 iF

한강의 낭만을 보며 감성을 콕콕 자극하는 감성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한강에서 레포츠, 문화공연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우리도

표현한 2섬, 그리고 꽃씨의 컨셉트에 맞춰 나무느낌이 나는 소재를 선택해

디자인 어워드의 공공디자인 부문 수상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또한 여성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를 가시화시켜 도출해낸 여자화장실은

모르는 사이 그 안에는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감성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디자인한 3섬 등 모두 세 개의 섬을 통해 신비로운 자태를 선보이고 있다.

최우수상, 국제공공디자인대상 Grand Prix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할

남자화장실에 비해 그 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을 위한 공간,

등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심겨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디자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여의도 샛강다리’와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파우더룸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12개 한강공원 곳곳에는 낮과 밤 모두 다른 매력을

여의도한강공원의 ‘물빛무대’ 역시 건축·토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렇듯 한강공원에서는 제품이나 건축디자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세빛둥둥섬, 독특한 형상을 띤 자벌레, 친환경 안내사인물 등

신기하고도 멋스러운 건축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이뤄지는 경험까지 고려한 서비스디자인도 도입하여

마음껏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멋스러우면서도 유익한 공간들이 시민들의

그동안 토끼굴로 불릴 만큼 습하고 어두컴컴했던 한강 나들목은 노출

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시민의 휴식공간, 여가공간에서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다양한 디자인이 만나 현대적이고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색다른 디자인을 만나는 재미까지 더한 한강공원. 보다 쉽고, 보다 정겨운

44

탈바꿈하는 중이고, 마포대교 교각 하부 역시 아기자기한 타일아트와 서울

디자인을 찾는다면 가까운 한강공원 곳곳에 숨겨진 디자인 요소들을

10색을 이용해 시원하면서도 볼거리 가득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찾아보며 색다른 묘미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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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Gwon Dong-chil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

“본질을 잃지 않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아시아 1위, 전세계 16위. 트렉스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웃도어 슈즈브랜드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10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의 디자인경영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좋은 기능을 만들면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는
철학을 가진 권동칠 대표를 만났다.

글 정 지 연 사진 김 윤 해

“부산에서 일하지만 바다보다 산에 더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24년째
아웃도어 슈즈만 만들었더니 그렇습니다. 해발 8,000m급 이상 준봉

대표는 가장 평균적인 발모양을 찾아낸 네스핏의 기술을 선보였고

을 완등한 이들과 어울려 산에 올라도 체력면에선 하나도 안 꿀립니

이 네스핏으로 트렉스타는 지난해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

다.(웃음)”

경영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디자

너털웃음을 짓는 권동칠 대표(56). 등산화 부문 아시아 1위, 전세계

인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

16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등산화 브랜드 트렉스타의 사장

자인 분야 최고권위상이다. 애경산업, 웅진코웨이. 기아자동차, 삼

답다. 24년 역사를 지닌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기업인 트렉스타는 허

성건설 래미안 등 쟁쟁한 대기업들의 수상 대열에 부산의 한 중소기

영호 대장, 엄홍길 대장 같은 전문 산악인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

업이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다. 트렉스타는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시장뿐 아니

이뿐만 아니다. 네스핏은 작년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저널 <멘즈저

라 미국, 캐나다 등 미주시장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49개국에 수출

널>로부터 미국시장 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미

되고 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건 등산화이지만 그 외에 군

국 최고 권위의 아웃도어 전문 저널 <백패커>가 선정하는 ‘2011 에디

화도 납품하고 있다.

터스 초이스’와 스페인 ABC뉴스가 선정하는 ‘최고의 트레일슈즈 톱

“직접 신고 올라봐야 제품이 좋은지 알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10’에 나이키, 아디다스와 함께 선정되는 등 해외 유수 아웃도어 저

트렉스타밖에 안 신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발이 편하

널상을 휩쓸고 있다.

거든요.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발 모양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서 그래

솔직히 네스핏의 모양새는 좋은 말로도 ‘멋지다’고 하긴 어렵다. 울퉁

nest

요.” 그가 말한 신발은 네스핏이다. 네스핏은 새둥지 와 꼭 맞는 착
fit technology

용감의 핏기술

Faithful to the Essence

트렉스타만이 보유한 2만 명의 족형 샘플과 2년의 연구개발 끝에 권

불퉁한 앞코는 투박하다. 이런 말에 대해 권대표는 당당하다. “네스

이란 뜻이다. 네스핏은 일반적인 신발처럼 앞

핏의 외형 때문에 걱정했는데 미국과 유럽은 그야말로 열광했어요.

부분이 동그랗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인간의 맨발에 가장 가까운 신

한국인은 좀더 매끈하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더 울퉁

발을 만들겠다는 인체공학적 기술이 적용되어 그렇다. 발의 26개 뼈

불퉁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정도죠. 멋이나 디자인보다 발의 건

와 33개 관절이 가장 편하도록 제작돼 신은 것 같지 않은 편안함을

강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우리의 의도를 알아준 겁니다.”

준다는 설명이다. 이 제품을 착안하게 된 건 고객들에 대한 A/S과정

신발의 목적은 ‘발의 보호’다. 신발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10

을 면밀히 살핀 결과다. 부자들도 자신의 발에 잘 길든 신발은 쉽게

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해 유럽과 아시아로 옮

버리지 못한다. 어떤 신발이든 2~3년 정도 신으면 자신의 발에 맞게

겨가던 인류는 ‘발의 보호’를 위해 동물의 가죽을 덧대어 신었다. 그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축구선수들을 보세요. 유니폼은 협찬사

러나 중세 이후로 신발이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최근 100여 년은 패

에서 주는 걸 입어도 축구화만큼은 자신이 사서 길들인 신발을 신고

션 아이템으로 대우받았다. 그 결과 10cm가 넘는 킬힐이 등장했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처음부터 발에 맞춘 듯한 신

수많은 여성들의 발목을 다치게 만든 주범이 되었다. 모두가 디자인

발을 만들자고요.”

만을 고민할 때 트렉스타는 신발의 근본으로 돌아온 것이다. 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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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on Dong-chil

부터 사업 제의를 받게 된다. 세원에서 나와 하이텍의 신발을 판매해달라는 제안
이었다. 당시만 해도 세원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권사장은 동
호실업을 세우고 열심히 발로 뛰어 회사를 키웠다. 이 동호실업이 트렉스타의 전
신이다. 트렉스타를 세운 후 그는 해외영업으로 눈을 돌렸다. 적극적으로 외국의
아웃도어 전시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15년 이상을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했다.
“해외영업을 해보니 시장과 트렌드를 읽는 눈이 생깁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발
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선 누구도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분야예요. 캔버스 신발에서 고급 스포츠화, 첨단 특수화로 이동해
가면서 발전해왔고 이제는 브랜드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2라운드를 준비하는 신발산업’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신발산업이 제2의 부흥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기능화 시장 창출이 특히 재부상의 기회를 포착한 계기가 되었
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본질을 잃어버려서

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겨루는 일이 쉬운 일은 아

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디자인이든 사람

니다. “트렉스타의 글로벌 전략은 첫째도 둘째도 ‘제품 차별화’입니다. 신기술과

을 위한다는 본질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진보해야 한

신컨셉트로 무장한 제품을 내놓는 거죠. ‘보랏빛 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

다”고 주장한다. 트렉스타의 기업철학도 그렇다. 보

대적인 홍보나 광고 필요 없습니다. 전 고작해야 색상이나 패턴만 바꾼 제품을 들

다 기능적인 신발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고와서 신제품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운 컨셉트가 들어가야 신제품인

연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거죠.”

Innovative

&

technical

‘기존의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권대표가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5~10년 뒤의 관점에서 현재에 나온 것들을
보자고 한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야만
개선점이 나오고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 차별화로 신발업계의 ‘보랏빛 소’로 우뚝 서다

그를 움직이는 주문—“기존의 것은 다 틀린 것이다”

어를 내고 그걸 브릿지화해서 제품 만드는 과정이 거의 전부이니까, 우리 회사는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고객들의 등산화를 점검해주는

원래부터 권동칠 대표가 ‘신발’에 관심이 많았던 건

‘기존의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권대표가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5~10년 뒤의

모든 직원이 다 연구개발 인력인 셈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니다. 1982년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기 전

관점에서 현재에 나온 것들을 보자고 한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야만 개선점이

이처럼 사장과 사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트렉스타는 ‘전세계 아웃도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국립공원은 우리의 텃밭이나

금융회사로 취직처도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나오고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발 시장 점유 랭킹’에서 작년 아시아 1위, 세계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총매출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키는 데 우리가 앞장

문교부령으로 졸업 전 취직을 금했던 탓에 빨리 경

“제가 벤츠를 타는데 ‘세계 최고의 차다’라고 만족해버리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은 1,852억원에 달한다. 몇 년 전 런칭한 의류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서야지요.”

제활동을 해야만 했던 권대표는 지역신문에 난 구인

근데 타이어를 한번 봅시다. 신발 밑창도 예쁜 색상을 입히고 디자인을 하는데

추세를 지켜나가 트렉스타는 2016년까지 ‘아웃도어 브랜드 글로벌 1위’로 우뚝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의 입에서는 줄줄이 신상품

광고에 응모했다. 그게 아식스 브랜드를 OEM방식으

너무 밋밋한 거죠. 핸들은 왜 둥글어야만 하고, 배기통은 왜 아래에만 있어야 합

설 것을 목표삼고 있다.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냐”는 질

계획이 쏟아져 나왔다. 손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신

로 생산하던 세원이었다. 세원은 재학생이란 신분도

니까? 누군 저더러 삐딱하다는 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반듯한 거

문에 권대표는 ‘인재’라고 대답했다.

고 벗을 수 있는 신발,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신

개의치 않았다. 처음엔 조금만 다니다가 금융회사로

아닙니까?(웃음)”

“지방이고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기껏 키워도 대기업으로 옮

발, 치매예방용 신발⋯.

옮기자고 생각했지만 6년이나 이 회사에 머물렀다.

기존의 것은 다 틀린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도전정신과 혁신의 노력이 나온

겨가려고만 합니다. 사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근심 걱정 많은 이에겐 불편한 신발을 주어라’는 말

그 이유로 권대표는 신발산업이 도전적이고 재미있

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특유의 사고방

수 있는 건 중소기업인데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말

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을 떠받치는 발을 감싸고 있

었다고 말한다.

식으로 제품의 창안에 나서기 때문에 트렉스타에서는 ‘세계 최초’란 타이틀이 붙

고 지방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는 신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기질에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은 신발만 20여 종이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렉스타는 국내 14개, 국외 9개

한편 트렉스타는 올해부터 ‘그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과

니다. 게다가 신발엔 그 사람의 살아온 내력이랄까

뭐든 한번 좋아하면 푹 빠지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몰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8개의 실용신안과 19개의 디자인등록도 갖추고 있다.

함께 하는 캠페인으로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주워온 시민들에게 그린포인트를

애환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과가 나옵디다.”

등산화는 무거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등장한 세계 최초의 경등산화나 소프

제공한다. 이 포인트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나 공공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

오로지 신발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24년. 창의와 혁

게다가 80년대의 신발산업은 ‘수출한국’의 상징이 아

트 인라인부츠, 국내 최초의 고어텍스 신발, 얼음길을 미끄럽지 않게 지치게 하는

으며 트렉스타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트렉스타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트

신,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민국의

니었던가. 특히 부산의 간판산업이었다. 그러던중

‘아이스 그립’ 등 혁신적이고 테크니컬한 제품들은 이런 배경 아래서 탄생했다.

렉스타 매장에는 ‘그린 프라이스’라 표시된 상품을 내놓아 이를 구입하면 구매금

브랜드를 드높이 세울 트렉스타. 권동칠 대표의 얼

권대표는 1987년 외국계 신발제조기업 하이텍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권대표는 빙그레 웃었다. “아이디

액의 일정 포인트도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벌써 7년째

굴엔 남다른 자부심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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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dey & byheydey 노동균 대표

당신을 절정으로
이끄는 디자인
heydey & byheydey

당신의 삶에 있어 ‘절정, 전성기’는 언제였나. 평범한 당신의

그 래 픽

일상을 늘 ‘헤이데이(절정, 전성기)’로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충만한

헤이데이라는 이름은 노동균 대표의 대학 시절 탄생

남자가 있다. 그래픽 회사인 ‘heydey’와 가구 디자인 회사인
‘byheydey’를 함께 운영하는 노동균 대표(사진 한가운데)가 바로
그다.

했다.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에 몸을 담았던 그는, 한

글 이제하(자유기고가) 사진 김윤해

스 튜 디 오 로

출 발

나하나가 참 독특하고 재밌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가 의외로 택한 행선지 중 하
나는 ‘가구’다.

수업에서 ‘사회환원디자인재단’ 프로젝트를 위해 이

‘ 사 람 ’ 을

향 하 는

가 구 ,

바 이 헤 이 데 이

름을 고민하던 중 듣기에 유쾌하면서도 암기도 쉬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만큼이나 노동균 대표의 색다른 행보에 궁금증이 생겼

‘헤이데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은 이름의

다. 그래픽 디자인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그는 왜 돌연 ‘가구’의 길에 접어들었

그래픽 스튜디오를 실제로 열었다. 그리고 이후 가구

을까. 노대표의 대답은 의외로 명쾌했다. ‘가구 만드는 일이 좋아서’라는 것. 가구

를 만드는 바이헤이데이를 추가했다.

를 향한 그의 관심은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목수인 아버지 곁에

헤이데이 스튜디오의 정체성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서 가구는 곧 ‘친구’였다. 그리고 그 애정은 느릿느릿 푹 삭혀 마침내 ‘바이헤이데

‘비정규성’이라 할 것이다. 헤이데이는 클라이언트가

이’란 이름의 가구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원하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바이헤이데이의 모토는 ‘사람을 향하는 가구’다. 실내에서 사람과 함께 가장 많은

론을 구축하고, 가공되지 않은 기본 베이스 위에 기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가구’인 만큼 최소한 도움을 주진 못해도 ‘해’는 끼치지 말

업의 성격을 덧입히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 메커니즘

아야 한다는 게 노대표의 가구철학이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

은 노대표가 주장하는 ‘브랜드 전략’과 상응하는 것

용자’ 중심의 가구를 만들고자 정작 자신들은 불편한 마감공법으로 제작한다. 그

이다. ‘디자인 전략 스튜디오’라는 타이틀처럼 헤이데

저 생산성과 이윤창출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아랑곳 하지 않는 다수 기업

이는 ‘심미성’보다 ‘브랜딩 전략’에 초점을 맞춘 회사다.

들과는 분명 차별화를 둔 지점이다. 사람들이 바이헤이데이를 ‘본질에 충실한 가

학창시절, 노대표는 각 미션에 맞게 다양한 프로세스

구’라고 일컫는 까닭도 이것이다.

를 거쳐 새로운 키워드를 도출하는 헤이데이만의 전

‘디자인’의 힘 또한 바이헤이데이의 강점이다. 바이헤이데이 가구는 겉보기에는 심

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디자인 전략가로서 그가 존경

플하고 단순하지만 그저 단순함에 머물지 않는다. 마치 음악처럼 가구에 ‘리듬’을

하는 이는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 피터 슈

주어 강약의 힘 조절을 함으로써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심플한 가구처럼만 비

라이어. “디자인 혁신이 곧 기업의 매출 증가에 직결

치지 않는 건, 구석구석 위치 및 형태의 다양한 대비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가

된다”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령 바이헤이데이의 캐비닛은 균형과 대칭이 반복되는 전체 틀과 사선 및 라운딩

헤이데이를 지탱하는 힘은 그러나 ‘전략’에만 기울지

을 이용한 비대칭의 다리가 서로 대비되어 가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또

않는다. ‘창조적 개성적 시각’이 더해지지 않고서야 어

특유의 심플한 가구형태는 각양각색의 소품과 편안한 대비를 이룬다. 사람들의

떻게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을까. 노대표는 그것을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 의도다.

‘헤이데이표 독특함’이라 부른다. 노대표가 말하는

이처럼 바이헤이데이는 사람을 중심에 놓되 사용성·조형성·심미성의 본질에 충

‘독특함’이란 기존의 것들과 전혀 다른 ‘새로움’은 아니

실한 가구를 지향한다. 사회 및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노대표는 앞으로 ‘디자

다.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 조금씩 반전을 줌으

인 캠페인’도 펼치려 한다. 사람들이 가구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의 1%를 사회에 환

로써 점차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일종의 ‘재치’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나무심기나 아프리카 아이들 돕기 등 소비자가

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독특함’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실

의 관점을 설명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지금은

제로 부딪쳐보는 ‘선시행·후분석’의 무모함도 있지만 분석만큼은 상당한 치밀함

익숙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LED 신호등은

을 자랑하는 노동균 대표. 그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여행지에서 우리에게 반가운

그 당시 꽤 신선했다. 또 폐공장 등을 개조해 만든 갤

엽서를 보낼지 슬며시 기대해본다.

러리나 카페들을 보라. 처음의 그 발상 자체가 얼마
나 독특한가.” 달걀 끝을 조금 부셔서 탁자 위에 세운
콜럼버스식의 독특함이 노대표의 말에서 묻어난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특히 중국에 흥미가 있다. 중국
특유의 문화들, 가령 레스토랑만 하더라도 음식과
가구 등에 눈길이 간다. 또 곳곳에 공산주의의 잔재
가 남아 있지 않나. 광장이나 ‘별’처럼. 우연히 군고구
마 장수를 만났는데, 머리엔 별이 박힌 모자를 쓰고
전신으로 된 녹색 옷을 입고 있더라. 사소한 것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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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kr 김동규·김성조 대표

천으로 세상을
디자인하다
Fabrikr

디자인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구라는 범주도 예술과

천의 부드러움에서 탈피, 견고함을 찾아내다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디자인의 장르를 왔다갔다하는 시대다. 위대한 장인들이 만들어낸

‘패브리커’는 천을 재료로 가구를 만든다. 손가락 두

이든 재료가 됩니다.” 김성조(29) 대표는 말한다.

위대한 가구들이 이룬 미학적 성취는 디자인사에 오롯이 새겨져 있다.

마디 정도 되는 천을 한 겹, 한 겹 쌓아 가구를 만드

섬유원단으로 의류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는 성균관대

공장에서 찍어낸 획일적인 가구를 거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는 것이다. 당연히 100% 수작업이다. 길에 버려져 있

서피스 디자인학과의 졸업동기인 두 젊은 청년 사업가이자 디자

는 쓸 만한 폐가구를 가져와 그것을 틀로 사용해 천

이너는 천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쓰임과 다르게 접근해 그들만의

을 쌓는다. 천을 한 겹 덧댄 후 섬유 코팅제로 쓰이는

특색을 만들어낸다.

에폭시

를 바른다. 에폭시가

“천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에서 벗어나 천이 구조가 되고 틀

마르면 다시 천을 덧대고 에폭시를 바르는 것을 반복

과 형태가 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보통 천은 패션에만 사용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내는 두 청년, 패브리커의 두 디자이너,
김동규(사진 오른쪽), 김성조를 만난다.
글 임은선(자유기고가) 사진 김윤해

접착력이 강한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

해 가구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데에

되는데 가구나 인테리어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패

도 두세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같은 방법으로

브리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 않기에 똑같은 가구가 단 하나도 없다. 매번 새

김동규(30) 대표의 말처럼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천을 딱딱하게 고정

로운 시도로 만들다보니 실패할 때도 많다. 조금은

한 사고의 전환이 패브리커의 특징이 된 것이다. 그래서 패브리커의 가구는 대리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서 아무나 쉽게 시도하지 않고

석과 같은 단단함이 느껴진다.

흉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브리커의 작품은 매력이
있다. 공장에서 만드는 똑같이 생긴 가구가 아니기

일 상 생 활

속 의

예 술 로 서

가 구 를

만 들 다

때문이다.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레파킹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치킨배달, 음식점 서빙

그렇다고 가구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천을 기반으로

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작업시간만은 어떻게든 비워두려 애썼던 그들은

다양한 작업을 한다. 유명 백화점의 공간 디자인 작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는 반지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다. ６개월 전에야 문래동

업, 동대문 두타와 경복궁 내 콘서트장인 오르골하우

철공소 거리로 이사했다. 이전 작업실이 주택가에 위치한 탓에 주민들의 소음 신

스 등의 내부 디자인도 했다. 최근에는 ‘젠틀몬스터’

고를 많이 받았지만 문래동 철공소 거리는 패브리커보다 더 시끄러운 데가 많아

라는 안경업체와 함께 안경테로 조명을 만드는 작업

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며 웃는다.

도 했다. 유령이 천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양의 고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패브리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

트(유령)라는 이름의 조명, 물 위에 잉크를 풀어놓은

져 최근에는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성조 대표는 패브리커가 인기 있는 이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조명, 천을 패치워크한 조명

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갓, 패브리커가 직접 디자인한 와인잔까지 패브리커

“예술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 작업은 다양하다.

술이 가구와 만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해외의 유명한 디자이

“천은 우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색깔을 천

너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아트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뿌리부터 예술을

으로 표현하는 거죠. 천은 색상도 다양하고 재질감도

생각하고 작품을 만듭니다. 단발적이고 판매를 위한 상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요. 다양한 색과 재질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술을 생각하고 만들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것들을 만듭니다.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게 가구도 만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고 공간연출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천만 사용하는

필립 스탁이나 이레네 야곱슨과 같은 위대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가구가 단지 디
자인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을 오간 지는 이미 오래다. 기능성에 더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개성과 미학을 입힌 가구는 그저 벽에 걸려 죽은 채 놓인 다른 예술작
품과 달리 나의 생활 바로 옆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패브리커의
두 젊은이 역시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보다 진보적인 디자인의 길을 걷
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를 단순히 디자이너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술과 디자인의 경
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포기하
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작가, 어떤 때는 디자이너이고 싶습니다. 누구는 정
체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패브리커
의 정체성을 찾고 싶습니다.” 김동규 대표의 말을 들을수록 패브리커의 다음 작업
이 기대된다. 패브리커의 작업이 궁금해졌는가? 12월 중순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아트 스타전’을 통해 확인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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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골목의 디자인 산책

연희동

유명 중국집이 늘어선 연남동과 이어진 조용한 주택가 연희동. 요즘 특별할 것 하나

삼 나 무 향

가 득 한

갤 러 리

카 페

없는 이 평범한 주택가에 생기가 넘친다. 연희동 골목을 중심으로 구석구석에

129-11

멋스러운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도심 속의 여유를 느끼려

연희동 카페골목에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찾아드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한적한 주택가에서 다양한 예술과

시선을 사로잡는 카페 129-11. 번지수를 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는 연희동, 그곳에서 디자인을 만났다.
글 심우리 사진 김윤해

페 상호로 사용했다. 개성 넘치는 카페 인테
리어는 입구의 차가운 콘크리트 외벽과 달
리 피톤치드가 다량 함유된 삼나무 컨셉트
로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
히 서로 다른 길이의 삼나무 조각을 붙여 돔
형식으로 장식한 천장과 중앙 홀을 중심으
로 왼쪽에는 1인용 테이블을 나란히 배치하고, 오른쪽에 여럿이 함께
앉을 수 있게 한 이곳의 획기적인 공간 구성은 또 하나의 자랑. 도서관
과 갤러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만큼 카페 곳곳
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예술서적도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코노드립 방식을 이용한 핸드드립 커피와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 유기
농 재료만을 사용한 먹거리도 일품이다.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9-11
Tel. 02-325-0129 Open 11:00~23:00

골

목

의

情

을

느

낄

수

있

는

제니스커피하우스
연희동 카페골목이 시작되는 입구에 위치한 제니스커피하우스. 딸의
영어이름을 따와 상호를 지었다는 이곳은 카페들이 속속 생겨나는 연
희동 카페골목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10년 전, 아직은
주택들만 즐비했던 연희동에 인테리어 회사 사옥을 옮기면서 1층과 2
층은 카페 겸 갤러리,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제니스커
피하우스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동네와 어우러질 수 있는 카페’를 추구한다는 한선영 실장의 말처럼 제
니스커피하우스는 한적한 주택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컨셉
트와 개성만 강조하느라 위화감을 주는 여느 카페와는 달리 자연스레
골목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었다. 인테리어는 흙색의 타일과 원목의 바
닥재, 중후한 원목가구를 사용해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하다.
에스프레소 투샷을 기본으로 한,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한결같이 지켜
온 제니스커피하우스는 미국에서 직접 원두를 공급받아 일주일 이내
에 로스팅한 커피만을 고집한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
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역시 추천메뉴.
직접 만드는 수제 와플과 초콜릿, 브라우니는 하루 쓰는 만큼의 양만 준
비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제품을 맛볼 수 있다.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8-5
Tel. 02-336-2634 Open 11: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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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카페골목에 우뚝 솟아있는 독특한 건물 하나. 매끈한 하얀 외벽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할 만큼 깜찍한 노란 박스 모양의

이 마치 ‘하얀 냉장고’를 연상시키는 갤러리 연희동 프로젝트. 한국미술

간판이 인상적인 카페 살짝. 건물 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나무 양쪽으로 내추

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 미술 작가의

럴하고 모던한 다른 느낌의 두 공간이 마주보고 있는 외관이 돋보인다. 특

해외 진출을 지원해온 배윤성 대표가 지은 이곳은 독특한 건물의 모양

히 고자재나 중고를 이용해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를 강조했다. 이곳 사장

과 국내 유망작가들의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연희동의 새로운 명소다.

님은 삼청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번잡함을 피해 1년 전 연희동에 자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90m 의 전시공간을 갖춘 이 대형 갤러리 내

잡았다. 나무와 화분들로 꾸며진 테라스와 손재주 좋은 사장님이 종이컵,

2

도

카

살짝

부에는 건물 모퉁이에 삼각형 모양의 통유리 천장으로 직사광선을 차

나무, 쓰레기통을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조명과 소품들로 꾸며진 내부가

단하고, 은은하고 신비로운 불빛을 연출해 작품을 더 효율적으로 감상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때문인지 요즘에는 조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종종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현재 유망한 작가를 발굴해 경

찾는다고.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하는 만큼 항상 신선한 커피와 마음껏 가져

쟁력 있는 한국 작가들을 해외 무대에 소개하기 위한 해외 전시를 기획

다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식빵은 이곳의 매력 포인트. 특히 뚝닥뚝닥~ 마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기획전 소식을 미리 알 수 있다.

술 같은 솜씨로 깜찍한 라떼이트를 수놓은 카페라떼는 강력 추천 메뉴다.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8-6 Tel. 02-324-1286
Open 10:00~18:00 Web www.yhdprojects.com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8-10
Tel. 02-3672-2962 Open 1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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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엄

카페골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연희문학창작촌은 지난 2009년 서울시 시

더 미디엄은 미디어아트 전문 웹진 <앨리스온>

사편찬위원회 자리에 마련된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희동

팀이 연희동으로 옮기면서 마련한 복합문화공

에 가장 먼저 선보인 문화공간이다. 자연이 어우러진 창작촌 곳곳에 자리한 책에 관한 설치미

간. 지난해 12월 오픈 이후, 1년 동안 미디어아트

술들과 산책로는 연희문화창작촌 최고의 자랑거리다. 3년 동안 촌장 박범신을 비롯해 은희경,

에이전시의 든든한 둥지로 자리 잡은 이곳은 사

신달자, 강은교 등 국내 작가 160명과 해외작가 40여 명이 거쳐 갔고, 현재 20명의 작가들이

무실과 카페, 전시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한자리

창작촌에 입주해 집필중이다. 개인주택 형태의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문인 전용 집필

에 모여 있다. 그중에서도 각종 예술 잡지와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실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야외무대, 문학미디어랩 등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되어 있

아카이브 공간은 미디어아트 작가는 물론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

다. 그중에서도 9,000여 권의 책과 각종 신문, 잡지, DVD 등을 보유하고 있는 문학미디어랩은

을 정도로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자료들로 가득하다. 특히 개인 작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또한 연희문학창작

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가나 프리랜서, 대학생 등 여러 사람들에게 공간을

촌은 입주 작가를 중심으로 낭독과 음악 공연, 인형극 등 다양한 무대와 시민들에게 문학 교육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오픈 오피스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 창작교실과 소설 창작교실, 브런치 연희문화학교로 이루어진 ‘연희

더 미디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렵고 추상적인 인식이 강한 미디어아트

문학학교’ 등의 문학강좌도 진행중이다.

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03-1 Tel. 02-324-4600
Open 평일 10:00~17:00(주말은 공개 안 함) Web cafe.naver.com/seoulartspaceyeonhui

Add.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27 Tel. 070-4084-8965
Open 11:00~20:00 Web www.themedi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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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예술과 디자인의 행복한 동거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줄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두 군데가 재개장을 맞이했다.
요즘 유행인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덴스크’와 명품 리빙디자인 스토어 ‘더플레이스’가 그곳.

글 임은선(자유기고가) 사진 김윤해 자료협조 더플레이스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명품 리빙디자인 스토어

DANSK

The place

북유럽 가구와 소품을 판매할 뿐더러 직접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덴스크(덴마크어로 덴마크란 뜻).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카페 애나 블랙’이 있는 1층을 지나 올라가면 2층과 3층은 가구
쇼룸이 꾸며져 있고, 특히 3층은 전시장 역할도 겸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유명
도예작가 애나 블랙의 이름을 딴 1층 카페는 그의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기류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어 인기만점. 카페의 소품이나 가구 역시
덴마크의 빈티지 제품이다.
영국의 크리스티와 소더비에서 장식예술사 교육을 수료한 김효진 대표가 직접
공수해온 가구와 소품은 빈티지 제품으로 그 상태가 훌륭하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제작된 빈티지 가구를
비롯해 현재 북유럽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자기와 유리 공예작가들의 작품
등 북유럽 가구에 어울리는 다양한 제품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반응이 좋다.
식탁, 의자, 책상, 북유럽 특유의 장식장 등의 가구와 다양한 식기, 조명, 트레이,
패브릭 등과 같은 소품에서는 북유럽 특유의 심플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전시성을 노린 가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구라는 점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층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알레시, 멜리탈리아 등의 세계 유명 리빙 제품을 비롯해 무려 3,000여 종이 넘는
가구와 소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지난 9월
가로수길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감각적인 유러피언 디자인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디자인 제품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서래마을 프랑스학교, 청담동 까르띠에 메종 등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이 직접 디자인,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리빙공간으로, 덴마크 리빙 브랜드 에바
솔로Eva Solo를 비롯해 이탈리아 제품, 또 한국 장인의 수공예 작품까지 한자리에
아우르고 있는 복합공간. 특히 이탈리아 디자인의 재치와 유머를 느낄 수 있는
알레시Alessi 제품을 만날 수 있다. 2층은 키친공간으로 기하학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이 살아 있는 소품부터 클래식하고 모던한 이탈리언
디자인 테이블웨어 등이 있다. 3층에는 스웨덴 공식 황실 침구류인 앵그모
던Engmo Dun을 비롯해 침실가구와 침구, 욕실제품은 물론 인테리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VIP살롱도 마련돼 있다.
디자이너의 철학과 스토리가 담긴 명품들만을 선발하여 소개하는 만큼
‘디자인의 정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 방문해보자.

Open 카페 8:00~22:00,
스토어 11:00~19:00
(일요일 휴무)
Add.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6-20
Tel. 02-544-6058
Web www.dans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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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0:30~20:00
Add.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5-3
Tel. 02-3444-9595
Web www. thepla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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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단
서울에서
첫 만남

세계 18개 도시
참여하는
‘글로벌디자인
도시협의체’
창설

유네스코 창의도시 18개국 25개 도시
시장단 한자리에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의견 공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위크 국제컨퍼런스 2011’에 참석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도시발전의 창조적인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여 인류번영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째 날은 존 라이크먼 콜럼비아대 교수의 ‘꿈의 도시 서울

서울시 주도로 전세계의 도시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해 협력하는 협의체가 창립됐다. 지난 9월 26일
중국 양저우시 경황지심국제회의센터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도시 대표가 모인 가운데 전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18개국 25개 도시 시장단이 16~17일 서울 코엑스

’ 연설로

Seoul City of Dreams

시작됐다. 《들뢰즈 커넥션》과 《컨스트럭션》으로 유명한 존 라이크먼 교수는 미국 콜롬비아대학

9월 26일 중국 양저우시에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창립총회 개최
총회에 앞서 열린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에서 서울시
디자인정책 발표

도시디자인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lobal Design Cities Organization: GDCO’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GDCO의 설립 논의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ities: WDC
서울’ 사업과 관련해 열린 ‘세계디자인도시 서미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에 협의체 창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하고 1년 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GDCO의 회원도시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이 필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미술사 교수로 아시아 신흥도시들이 어떻게 문화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으로 연구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담론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이어 서울시정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방향을 소개하는 특별세션,

또한 회원도시들은 서로의 정책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유할 예정이며, 격년제로 열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주제로 한 전체세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체세션은 전문가 발제와 패널

정기총회 및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에서는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포럼, 전시회 등을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발제는 세계산업디자인협회(ICSID)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홍익대 이순인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제3세계국가 도시들에 대한 도시디자인 개발 지원도 함께

교수가, 그리고 패널로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존 라이크먼 교수, 프란체스코 반다린 유네스코

추진할 예정이다.

사무총장보가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창의도시 시장들이 도시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한편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GDCS에서는 임옥기 서울시 디자인기획관이 참석해 서울시의 디자인

‘시장단 라운드 테이블’과 ‘분과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창의도시 시장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책인 ‘서울 디자이노믹스Seoul Designomics’를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임 기획관은 서울의 3대 특징을

의논하는 ‘시장단 라운드 테이블’이 관심을 모았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보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첨단제품의 Test Bed’, ‘한류의 본산지’로 설명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개선 의지와 디자인, 음악, 영화, 문학 등의 7개 분야에서 문화적

통해 변모된 서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산업

잠재력이 큰 도시를 뽑아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19개국 29개 도시가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원정책과 ‘세계디자인수도WDC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등 디자인서울 사업의 국제적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디자인 분야의 창의도시로 서울이, 공예분야 창의도시로 이천이

성과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정된 바 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제럴드 트렘블리 몬트리올 시장이

또한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 의장도시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전날 환영만찬에서 내년도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정됨에 따라 격년으로 진행되는 2013년 GDCO 총회와 GDCS 행사는 앙카라에서 열리게 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단 만남에서 존 라이크먼 교수가 기조
연설을 맡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전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24일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과 디자인
갤러리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이 열린다. ‘전세계
창의도시 배낭여행’을 컨셉트로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마치 배낭여행을 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도시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어린이들에게 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품들은 각 도시에서 직접 선정해 보내온 것들이며
‘디자인도시’, ‘문학도시’, ‘영화와 미디어아트도시’
‘음악도시‘’ ‘음식도시’ ‘공예와 민속예술도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휴일 없이 매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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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도시—서울(대한민국), 베를린(독일),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그라츠(오스트리아), 고베(일본),
몬트리올(캐나다), 나고야(일본),
선전(중국), 상하이(중국),
생떼띠엔(프랑스)
문학도시—더블린(아일랜드), 에든버러(영국),
아이오와시티(미국),
멜버른(오스트레일리아),
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
음악도시—볼로냐(이탈리아), 겐트(벨기에),
글래스고(영국), 세비야(이탈리아)
공예도시—이천(대한민국), 아스완(이집트),
가나자와(일본), 산타페(멕시코)
미디어아트도시—리옹(프랑스)
음식도시—칭다오(중국), 웨스터순드(스웨덴),
포파얀(콜롬비아)
영화도시—브래드퍼드(영국),
시드니(오스트레일리아)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18개 도시
서울(대한민국), 나이로비(케냐),
타이페이(대만), 케이프타운(남아공),
플로리아노폴리스(브라질), 연길(중국),
앙카라(터키), 이스탄불(터키),
아스완(이집트), 아인트호벤(네덜란드),
다카(방글라데시), 로테르담(네덜란드),
뭄바이(인도), 마세이크(벨기에),
헤몬트아첼(벨기에), 양저우(중국),
마나즈루(일본), 방콕(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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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울시,
에너지절약형
간판으로
연 17억 절감

개선 전

개선 후

서울 시내의 간판이 ‘에너지절약형’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67억 여원을 들여 3,000여 개의

우이동,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최우수상
수상

간판을 전기소모량이 적은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올해 3,000개 간판,
‘에너지절약형’으로 설치해 에너지와
CO2 절감 효과 기대
불법광고물 예방하는 ‘광고물 경유제’
전면 확대 시행

이 간판사업은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소비전력이 4분의 3 정도 절약되는 LED로 교체 ▲점등·소등
시간을 지정하는 타이머스위치 부착 의무화 ▲태양열 전지 사용 간판을 시범설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전기는 3,500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1,690만 7,000kw이며
액수로는 연간 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연간 830만kg의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시범사업구역을

서울시 추진,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사업 시가지 부문 최우수상
수상
주민간 자율 협정 통한 거주지역
경관관리의 모범사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시가지 부문 최우수상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사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특별상 부문은 서울시 경관계획이 선정되는 등 서울의
경관관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규제위주의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노선이나 상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해 개별간판 교체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경관협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관을 정비·관리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성이 큰 6차선 이상 대로변의 불법 광고물 40만 개를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가 파악한 불법간판은 87만 개에 달하며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경관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거대도시 서울의 경관 특성을 충실히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풍선형 에어라이트와 퇴폐·선정 벽보 전단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반영하였으며, 시가지·자연·역사문화 등 경관유형별 특정경관계획 수립으로 기본경관계획과의

불법간판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퇴폐·선정적이거나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역할분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올해 처음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불법벽보와 전단 등을 가져오면 일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형성하여 건축물,

또 서울시는 성동구에서 성공사례로 꼽힌 바 있는 ‘광고물 경유제’를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공간,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경관조성 사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광고물 경유제는 업소의 허가·신고, 건축허가·준공, 점포 매매·임대차계약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체 등이 응모한 8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건축,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을 때 미리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점포주들이 간판

조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사례집 발간, 동판 수여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아울러 디자인, 서체, 색채, 재료, 구조, 조명 등 ‘좋은 간판’을 만드는 기본 구성요소를 담은

홍보·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3일 중앙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간판디자인 뱅크 ‘간판디자인 팔레트’도 개발해 간판제작부터 디자이너, 점포주, 학생 및

수상작 사례발표가 있었다. 각각의 수상작은 국토해양부장관 상패와 상금(최우수상 150만원, 특별상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임옥기 서울시 디자인기획관은

50만원) 및 동판을 수여받았다.

“에너지절약형 간판으로 국제적인 고유가 위기에 전기료를 절약하는 경제적인 효과와 이산화탄소를

한편 서울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서울의 우수한 경관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줄이는 환경적인 효과까지 얻게 됐다”며 “서울 거리의 얼굴인 간판의 품격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상시키고 업주에겐 영업에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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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간판업소 100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좋은 간판을 널리 알려 간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1년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좋은
간판상’을 3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벌써 21년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좋은 간판상’에서 올해의 대상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진양건어’가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좋은 간판(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5점,
장려상 20점, 인증 69점 등 총100점)은 11월 30일까지 한강 뚝섬자벌레 전시를 시작으로 지하철역 및
자치구 순회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2008년 4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수량을 1업소 1~2간판을
원칙으로 최소화하고 크기와 정보량도 최소화해 지역은 물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현란하고 어지러운 간판들이 말끔하게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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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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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피노 ‘고통과 황홀전’

쥬얼리·액세서리디자인 전시회 열려

파리 디자인 위크

구치, 입생 로랑, 샤토

서울시가 ‘World Fashion Grand Prize 2011’ 행사와 함께 쥬얼리·액세서리디자인전시회를 11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회 파리 디자인 위

라투르를 소유한 PPR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1층에서 개최한다. ‘World Fashion Grand Prize 2011’는

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메종&오브제를 진행하

그룹의 수장이자 98년

UN협력단체인 세계패션개발프로그램World Fashion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주최하고 ‘한국포멀협회’와

는 사피safi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여 곳에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

UN 공식 디지털 미디어 ‘South News’에서 공동주관하는 기부행사다. 세계의 주요 패션계 인사뿐

마련된 행사장에 매일 저녁 6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

스티를 인수해 소유주

아니라 전문 마케터 등 총 2,000여 명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 서울시는 이 행사와 연계하여 쥬얼리·

도로 인기를 끌었다. 쇼륨, 디자이너 아뜰리에, 갤러

가 된 프랑수아 피노는

액세서리 전시회를 개최, 쥬얼리·액세서리 산업의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시회

리, 컨셉트 스토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 프로그

오늘날 세계 미술사에

에는 공개 모집과 전문가 심의를 거친 총 8개사의 제품이 참여했다.

램들은 파리 전역을 디자인 혁신의 공간으로 변화시

서 가장 영향력 있는

쥬얼리·액세서리 디자인산업은 귀금속산업으로 통칭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이며,

켰다. 특히 사떼 드 라모드 에듀 디자인에서 열린

인사로 꼽힌다. 무려 2,000여 점의 방대한 미술품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산업으로 매년 5.6% 이상 성장하는 세계 시장규모에 발맞춰 성

‘Now! le off’ 전시회와 레 뒤 디자인에서 펼쳐진

소장하고 있는 그가 22점을 선별해 한국을 찾았다.

장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의 전시시간이 끝난 뒤에도 종로

‘Particule 4’ 전시회가 큰 반향을 끌었다. 이번 행사

서울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프랑수

구의 서울디자인지원센터 1층에서 디자인제품들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11월 30일

는 아방가르드한 프랑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중과

아 피노 컬렉션에는 데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 무라

까지. 문의 02-838-8105

의 교류를 성공리에 이뤘다는 평가다.

카미 다카시, 신디 셔먼 등 ‘아트스타’ 4인의 국내 미

www.parisdesignweek.fr

공개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칼을 꽂은 채 포름알데

24개의 공간, 24개의 취향

히드에 절여진 소의 심장을 가져온 데미언 허스트나

작업실

과도한 성적 묘사로 악명 높은 ‘나의 외로운 카우보

화가, 건축가, 패션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등 각 분야 대표 아티스트 24명의 작업실

이’(무라카미 다카시) 등이 화제. 피노 콜렉션의 아시

을 찾아 인터뷰하고 그 공간을 소개한 책. 아시아 최초의 매그넘 회원인 사진가 주명덕의 안동 아뜰리

아 첫 순회전으로 11월 19일까지.

에부터 ‘장기하와 얼굴들’ 앨범재킷을 위시한 붕가붕가레코드의 한글 레터링으로 유명한 김기조의

송은아트스페이스 02-3448-0100

쌍문동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24개 공간을 담았다. 전체 공간을 조망한 컷과 소소한 소품들까지 놓치
지 않고 아티스트들 저마다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 매력이다. 이상현/이안나, 우둠지, 264쪽, 1만

칼 라거펠트 사진전

디자인코리아 2011전

‘패션계의 살아 있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개최됐던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가 막을 내렸다.

신화’ 샤넬(CHANEL)

올해의 테마는 ‘스마트 디자인’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리한 디자인을 키워드로 전시와 포럼 등 다

게리 허스트윗의 영화 <어버나이즈드>

깐깐한 미술사학자의 미술관 기행

의 수석 디자이너 칼

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전시 구성은 크게 ‘디자인트렌드’, ‘디자인크리에이티브’ ‘디자인비즈

<헬베티카Helvetica>, <오브젝티파이드Objectified>의 감독

뉴욕에서 예술 찾기

라거펠트의 새로운 모

니스’의 3개 전시관로 나눠 진행되었고, 3일에 거쳐 앞서 말한 해당주제로 진행된 ‘디자인토크 2011’

게리 허스트윗의 디자인 다큐 3부작 마지막 편 <어버

재스퍼 존스, 척 클로즈, 조지아 오키프, 주디 시카고, 루이스 브루주아 등 현대 미술작가들을 호명해

습을 조명할 수 있는

은 와이트렌드Ytrends 대표 니콜리너 판 엔터르Nicoline van Enter, 이순종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로저 볼 홍콩

나이즈드Urbanized>가 토론토국제영화제를 통해 첫선

그들의 예술을 깊이 있게 천착하면서 이들을 품고 있는 뉴욕이라는 예술도시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기회가 열렸다. 1983

폴리텍 교수, 이돈태 탠저린 디렉션&디자인 대표 등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들의 만남의 자리로 특히

을 보였다. 도시와 타이포그라피가 갖는 상관관계를

탐구했다. 1,000개의 갤러리와 200개의 미술관, 길모퉁이만 돌아가도 만날 수 있는 공공미술은 뉴욕

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의미 깊었다는 평가다. www.designkorea.or.kr

보여줬던 1부작에 이어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가 등

을 현대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미술사학자로서의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한 이 책은 이미

28년 동안 샤넬을 이

알고 있던 예술작품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마력을 선사한다. 조이한, 현암사, 324쪽, 1만 6,800원.

끈 칼 라거펠트의 사진전 ‘진행중인 미완성 작품

5,000원

장해 화제가 됐던 2부작에서는 제품과 디자이너, 소
비자들의 복잡미묘한 관계에 대해 그려냈던 허스트

Work in

Progress

2011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윗은 이번에는 도시 디자인에 주목했다. 전작의 스타

술관에서 열리는 것. 파리, 로마에 이어 아시아에서

잡지사인 디자인하우스가 주최하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디자이너가 주인공’인 축제를 자임한다.

일대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건축

그래픽 디자인으로 보는 파스타

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다. 패션에 국한되었을 것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2011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홀에서 열

가, 설계가, 행정가, 사상가들과 인터뷰

파스타기하학

라는 선입견을 보기좋게 배반하듯 그의 사진은 인물,

린다. 이번에는 별도의 주제 없이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트렌드 나우, 디자

하며 미래 도시에 대해

원제 <The Geometry of Pasta>. 영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이콥 케네디가 쓰고, 북

누드, 정물, 풍경, 건축 등 방대한 장르를 아우르며 상

인회사와 상품을 소개하는 디자인솔루션, 디자이너들의 셀프브랜딩을 볼 수 있는 신예디자이너, 대

흥미롭게 다가간다. 뉴

디자이너 카즈 힐드브란드가 디자인한 ‘파스타 백과사전’이다. 무려 100가지 넘는 파스타의 다양한

업성과 실험성을 넘나든다. 최초로 공개되는 샤넬과

학생 디자이너들의 데뷔전인 영디자이너 등의 코너가 마련되며 그 외에도 디자이너스랩과 한국콘텐

욕, LA, 산타페 등으로

모양이 흑백으로 그려진 모양새는 웬만한 그래픽디자인 서적을 능가한다. 링귀네, 아넬레티, 카네데

펜디의 2011년 F/W 컬렉션 사진부터 예술성 높은

츠관, 마지막으로 해외 디자이너 교류전인 글로벌 디자이너 교류전으로 진행된다. 디자이너들과 기

속속 상영관이 확대되

를리, 치페리 리가티 등 생소한 파스타들의 어원과 역사, 어울리는 소스를 알려준다. 요리책이라기보

사진, 아울러 실험영화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업의 콜라보레이션을 돕고 세계와 견줄 만한 디자인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온 서울디자인페스티

는 중. www.urban-

다는 인문서에 가까운 세련된 만듦새를 놓치지 말 것. 차유진 옮김, 미메시스, 288쪽, 1만 8,000원

대림미술관 02-720-0667

벌을 주목해보자. www.designfestival.co.kr

izedfilm.com

’이 10월 13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대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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