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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담론 - 공담(共談) • • • • •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겨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

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무개성하고 몰취미한 서울에 개성을 부여하고, 서울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차원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 • • • •‘공공디자인 담론’이라는 의미의 

공담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특수성과 디자인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심

도 있게 고민한 흔적을 담은 공공디자인 정보지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직원들이 공담을 통하여 서울

을 변화시켜 나갈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 • • •  공담과 함께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서울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디자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힘을 모아 서울을 가꾸어 나갑시다. • • • •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 영 걸

C D O  M e s s a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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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세계가 서울로 향한다. ‘2010 세계디자인수도’인 서울에서 

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어우러져 디자인을 향유하는 축제, 서울디자인올

림픽이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이루어진다. 잠실종합운동장을 중

심으로 진행될 이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교육자, 기업

인, 정책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세계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디자

인 전시회, 시민과 차세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서울디자인 공모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삶 곳곳을 흐르는 디자인, 생명의 디자인 : Design is AIR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은‘Design is AIR’를 주제로 선정하여 자연과 함

께 호흡하는 생명의 디자인, 우리 삶의 곳곳을 흐르는 삶의 에너지로서의 

디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21세기를 이끌 디자인 철학을 논의하는 교류

의 장을 형성하고자 한다.

    서울디자인 컨퍼런스에서는 ‘Design is AIR’가 의미하는 디자인의 확장

성, 융합, 지속가능성, 생명력, 흐름 등에 관하여 다양한 토론과 워크숍이 

펼쳐질 계획이며, 서울디자인 공모전에서는‘Design is AIR - Sustainable 

City Life of the Future’라는 주제의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영역

은 지(地), 수(水), 풍(風), 화(火)의 속성에 따라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

며, 6월 경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올림픽 기간 중 전시할 예정이다. 서울디

자인올림픽의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일정은 서울디자인올림픽 공식홈페이

지 http://sd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세계의 디자인이 서울로…

디자인서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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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의 상징도 만들어졌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의 

얼굴인 심볼은 한국인 특유의 미적감각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조

각보를 모티브로 탄생되었다. 펼침과 접음이라는 축제의 성격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결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디자인의 속성도 함께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컬러 시스템, 국·영문 로고타입, 시그니춰, 엠블럼

도 함께 개발되어 앞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서울 

디자인 경쟁력의 상징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각보’ 모티브로 한 심볼마크, 

‘전 세계인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 상징

지금 서울은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호흡하며, 디자인을 통하여 문

화, 생태, 창의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을 통하여 서

울과 세계 도시의 시민들이 디자인 중심 도시의 신선하고 강력한 힘과 에

너지를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속 및 직책
    - 휴스턴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학과장

    - 삼성, LG, 태평양(주) 디자인부문 전략개발 참여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자문위원

●인터뷰

총감독의 역할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전체 기획과, 추진,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더불어 세계적인 디자이너 및 작

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기획의도는?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 목표

이다. 또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친환경, 융합과 소통,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 

디자인 행사로 발전시키려 한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한국의 대표 건축가인 김수근씨의 작품이라는 점과 개방적이고 열린 이미지, 접근성과 주차 등

의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거대 스포츠 공간의 활용에 관한 세계 디자인계의 화

두에 앞서서, 디자인 문화공간으로의 창의적 변신과 활용성에 의의를 둔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세계 여러 도시와의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도시디자인 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디자인 역량과 저변을 

확대하고, 디자인 시민 운동의 확대로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인터뷰는 공공디자인 전문잡지인 PUBLIC DESIGN 통권 3호 174P에 실린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

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심볼마크와 로고타입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심볼마크를 구성하는 색상은 이번 행사의 각 테마를 상징한다. ●청(靑, 서울

디자인 컨퍼런스 / 이성, 논리, 차분함) ●적(赤, 서울디자인 공모전 / 열정, 활기, 도전) ●녹(綠, 서울

디자인 전시회 / 생명, 희망) ●황(黃,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 우주의 고귀함) 으로 각각 표현되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그래픽 모티프

서울디자인올림픽 심볼마크의 모티프는 보자기이다. 보자기를 형상화한 그래픽 모티프를 변형하

면 여러 조각들이 결합하듯 융합과 참여, 그리고 소통을 지향하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디자인 공모전 공모분야>

지
Environment

인간 삶의 물질적 토대로서

의 땅 : 건축, 조경, 공간 등  

   

수 

Communication in Flow

흐름으로서의 물, 대화, 정보 

: 그래픽, 정보디자인, 애니메

이션 등 

   

풍 

Experience in Media City 

Scape

도시의 일상적 경험에 내재된 

미디어의 바람 : 통신, 정보

서비스 시스템, 경험디자인, 

운송기기 등    

화 

Objects in Urban Culture

地, 水, 風의 매개자이며 문화의 새로

운 촉매제로서의 불 : 제품, 패션, 공

예 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오브제 

및 창의적 컨셉 등  

地 水 風 火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 프로필

권 은 숙 (權恩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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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상징개발 

서울상징개발은 서울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독창적 

상징을 개발하여 서울의 도시마케팅 및 도시브랜딩에 활용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사업이다. 현재 서울상징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며, 서울상징개발을 시각화

하는 단계에 있다. 이 학술용역은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2.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년 서울 도심의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과 설치미술을 선

보였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올해도 서울디자인올림픽 및 

각종 시민참여 행사와 연계된 18개 공공미술 사업을 통하여 시

민들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현재 예술가 및 디자이너,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공모가 진행 중이며 5월 9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올 4월 작품선정을 위한 공공미술위원회가 위촉되었

으며, 공모전 과정에는 선정된 작품을 제안 · 검토하는 퍼블릭 

샤렛(public charrette)을 거치도록 하여 한층 품격 높은 작품

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

시갤러리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citygalleryproject.

org)에서 볼 수 있다.  

1. 세계디자인수도 협정 체결

지난 3월 1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는 세계디자인

수도(WDC)협정식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국제산

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와 공식협정을 체결하고 WDC 서

울 201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년

까지 매년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2008년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프레 월드디자인마켓, 코리아

디자인리포트 등 2010년을 준비하는 각종 사업들을 진행할 계

획이다. 

2. WDC 대시민 홍보이벤트

WDC담당관에서는 시민고객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

끌어내기 위해 2010년 디

자인수도 선정과 관련한 다

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마

련하고 있다. 4월 28일에는 

WDC선정을 기념하는 기

념음악회가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렸으며, 4월 30일에는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의 핵심프로

젝트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칭)가 세워질 자리에서‘아듀 동

대문’이 개최되었다. 또한, 5월 5일에는 미래 서울의 디자인을 

이끌어갈 어린이 디자인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 디자인창의력

캠프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4월 17일부터는 WDC홈페

이지(www.wdcseoul.kr)가 오픈되어 실시간으로 WDC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3. WDC 해외 로드쇼

WDC 서울 2010을 전 세계에 알릴 해외 로드쇼가 하노버 메세

를 시작으로 유명 디자인페어를 돌면서 진행되었다. 4월 21일

부터 25일까지 열린 하노버메세에는 WDC 서울 홍보관을 열고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이 직접 참석하여 하노버메세에 참석

하는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WDC 서울 홍보와 10월에 개최될 

SDO(서울디자인올림픽)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그 밖에도 네오

콘, 런던 100%디자인전, 도쿄디자인위크, 베니스건축비엔날

레, 광저우 디자인코리아 등에도 WDC 홍보관을 개설하여 세계

디자인 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 세계디자인수도 사업

을 적극 홍보하였다.

디자인기획담당관

WDC담당관

주요사업현황

4월 21일 서울의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과 서울디자인올림픽(SDO)을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가 시작되었다. 파리를 시작으로 밀라노, 토리노를 

거쳐 하노버를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꽤나 길고 바쁜 여정으로 서울이 유

럽의 도시들과 디자인도시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파리 국립장식 미술학교,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 추진

파리의 퐁피두센터, 라 빌레떼, 시몬느 드 

보봐르 보행자전용다리 등은 파리의 공

공디자인 철학과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

는 좋은 사례이다. 무엇보다 파리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국립장식미술학교와 서

울디자인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서울시와

의 교류를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세계적

으로 유명한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가 서

울시와의 교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WDC해외로드쇼의 

순항과 SDO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유럽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서울시 홍보관

유럽의 봄은 라노 가구박람회, 하노버 

메쎄 등 디자인관련 초대형 박람회로 각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 역시 

하노버 메쎄에 WDC홍보관을 설치하여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밖에 패션, 디자인의 중심지

인 라노시청을 방문하여 패션과 디자인

에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하노버 메

쎄에서는 IF관을 총괄하고 있는 랄프 비

그먼과 에른스트 라우 도이치메세 이사와

의 면담을 통해 서울디자인올림픽(SDO)

에 하노버시와 작센주의 참여를 유치하

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해

외로드쇼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주요도시

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세계디자인수도 시범도시 

토리노를 넘어서...

토리노는 올해 세계디자인수도 시범도시

로서 거리마다 WDC토리노 로고가 박힌 

배너들이 넘실거리고, 여러 가지 기념행

사들이 진행 중이었다. 본격적인 세계디

자인수도는 서울이 첫 번째이지만, 토리

노를 통하여 세계디자인수도가 지녀야할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선례를 배울 수 있다. 

토리노시장, 부시장과 앞으로 세계디자인

수도(WDC) 사업을 협력하기로 약조함으

로써 3개국 4개 도시와의 교류를 성공적

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유럽 도시 로드쇼를 시발점으로 디

자인서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촉

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수도로서 내실을 다

지기 위한 각종 디자인 사업들의 성공적

인 마무리는 물론 SDO의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긍지로부

터 우러나오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 디자

인 총괄본부의 모든 부서와 시민들이 합

심으로 완성될 세계디자인 수도 2010을 

기대해 본다.

WDC와 SDO 홍보를 위한 해외 로드쇼
유럽 3개국 탐방 통해 서울의 디자인수도 이미지 강화

디자인서울 현장   

1. 라노 시청방문, SDO 유치협의

2. 토리노에서 몰리네리 WDC 조직위원과

3. 하노버 메세 WDC 서울 홍보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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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2007년 11월부터 시행된 경관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경관조례는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인가 및 

지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심의에 통과

할 경우 올해 5월 공포되어 적용된다. 

2.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자연자원인 남산 전체

를 문화예술특화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사업이다. 도시경관담

당관은 2007년 연말부터 추진되어 온 남산르네상스의 기본구

상안을 올 2월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마스터플랜을 수

립하기 위한 기술용역입찰을 공고하여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중에 있다. 남산르네상스는 단순히 남산을 예쁘게 꾸미거

나 깔끔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이

미지를 접목해 외국인들이 남산에 오면 서울만의 독특한 느낌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도심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한옥과 돌담의 전통이미지를 적용하고 남산

의 물길과 수(水)공간을 조성해 장소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 디자인서울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디자인서울의 주요이념인 비우는 디자인, 통합하는 디자인, 더

불어 함께하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실현의 장인‘1차 

디자인서울거리’가 올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작년 9월 선정된 

10개 자치구의 해당거리에 대한 설계안이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10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앞두

고 9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2010

년 까지 예정되어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도 디자인서

울거리와 함께 추진되어 공공시설물, 간판 등 가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 시각에서 디자인되어 큰 효과를 거둘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경관담당관

2.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

3. 디자인서울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4. 2008 디자인서울 간판전

서울시에서 주최한‘좋은 간판’디자인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출품작을 전시하는‘2008 디자인서울 간판전’이 3월 서울광장

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4월부터 자치구에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4월에는 광진구, 중랑구, 동작구에서 개최되며, 5월에는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6월에는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

천구, 7월은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8월은 노

원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순회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간판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좋은 간판을 선정, 시상하여 지속적

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5.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수립완료 및 시행

지난 3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중 옥외광고물 분야의 가이드

라인 수립이 완료되었다. 이번에 완성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

인의 기본방향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여 20m 이상의 도로변

에 우선 적용되며,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간판의 규격은 물

론 표시내용을 축소제한하고 건축허가 시 간판설치 계획을 검

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5개 자치단체

가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0개의 자

치단체가 시행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가로경관과의 조화를 고

려하여 디자인된 좋은 간판이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

6.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개발

도시경관담당관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

해하는 과다한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 관리하기 위하

여‘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적용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체 학

술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 중에 있으

며,  5월 중에 구체적인 디자인모델이 완성될 계획이다. 이후 시

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6월까지 최종성과물을 

도출, 연말까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지주형 시설물을 설

치할 예정이다.

7.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

2007년 7월 공포된‘행정현수막 없는 거리’가 2008년에도 지

속적으로 추진된다. 2008년부터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단체

에 국한되었던 참여범위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단체로 확대

되고, 대상가로도 8차선에서 6차선 이상 도로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정비도 10차로 이상도로

변에 적용되던 것을 8차로 이상으로 확대실시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4. 2008 디자인서울 간판전

도시경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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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이 올 5월 수립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

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총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은 올 2월 완료된 바 있다. 각 분야

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모두 확정되었으며, 올 5월 공공시

설물과 공공시각매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완

료되면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된다. 

2008년에는 방호울타리, 제설함, 환경미화원 유니폼 등에 대

한 개발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근무복과 청소도구함

에 대한 표준디자인개발은 현재 디자인공모 중이며, 2개월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7월에 완료된다.

3. 통폐합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디자인개선

행정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는 동주민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

간으로 전용하는 통폐합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실질적

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올 1월 통폐합 동주민센터 리모

델링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래너(MP, Master 

planner) 지원방안이 수립되어 자치구에 통보된 상태이다. 디

자인서울총괄본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MP와 재

정을 지원하며, 자문회의를 통하여 양질의 디자인을 이끌 수 있

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금천구 1개소와 성북구 4개소에 대

한 MP선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동주민센터는 올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담당관

2.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확보를 위하여 공공디자인담당

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형, 일반형 디자인을 개발하

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가로판매대, 벤치, 볼라드, 보도블럭, 휴

지통의 5종에 대한 디자인이 개발되어 올 3월 디자인매뉴얼이 

제작되었으며, 가로판매대의 경우 실물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 

2. 공공시설물표준디자인개발

4. 지하철 전동차, 정거장 디자인 업그레이드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하철 

전동차 및 정거장 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이 적용단계에 있다. 

작년 11월 지하철 정거장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시작되어 디

자인요소별, 공간별, 시설별 가이드라인이 올 2월 완성되었으

며,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시범전동차는 이미 운행 중이다. 지

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동대문, 종로3가, 건대

입구, 군자 4개의 환승역에 시범적용 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

계 중이며, 12월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5.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서울의 시각적 혼란을 규제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

한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이 7개월의 용역기간을 거쳐 올 

5월 완성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자연, 인공환경을 토대로 한 

현상색 조사가 완료되어 환경과 시설물 색채에 응용할 수 있는 

205색의 서울 Hue & Tone color system이 완성되었으며, 이

를 토대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색 정립을 눈앞에 두고 있

다. 서울 Hue & Tone color system은 권역별 가이드라인으로 

체계화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서울 색표집으로 제작되어 일반

에 공개된다.

6. 서울성곽 경관조명개선

역사 · 문화도시인 서울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

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의 성곽에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

이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성

북, 광희, 동숭, 남산지구에 대한 경관조명개선이 완료되었고, 

2008년도에는 삼선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경관조명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올해 안에 서울성곽 전체에 대

한 경관조명사업이 완성된다.

7.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서울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

4. 지하철 전동차, 정거장 디자인업그레이드 5.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6. 서울성곽 경관조명개선

공공디자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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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5월 중에 완성될 계획이다. 이번 가이

드라인을 통하여 경관조명의 대상인 건축물, 도로, 시설물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과 관리방안이 수립된다.

8. 서울서체개발사업

서울시 내의 수많은 안내사인과 각종 시설물, 광고, 인쇄물 등

이 시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만의 서체를 개발하는 

서울서체개발사업이 7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 5월 완성될 

예정이다. 명조체 2종, 고딕 4종, 사인용 고딕 1종의 총 7종의 서

체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현재 디자인 시안이 확정되어 있으며, 

서체 개발 후의 호환성테스트, 홍보, 적용에 관하여 관련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9.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구축

서울시의 도시 · 공공디자인 정보와 각종 공공디자인 이미지

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

seoul.go.kr)가 3월 3일 오픈됐다. 현재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

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소

개는 물론 각종 디자인 관련 공모전 및 행사에 대한 안내와 세계 

여러 도시에 대한 탐사자료 및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디자인서울 홈페이지는 이미지 

DB 등을 확충하여 5월 경 안정화과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업

그레이드될 예정이다.

10. 서울시 업무용 차량 디자인방향 연구

공공디자인담당관에서는 서울시에서 활용 중인 800여대의 차

량에 대한 통합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체수행용역을 추진 중이

다. 이 연구를 통해 각종 업무용 차량의 색, 심볼, 로고, 타이포

그라피 등 아이덴티티 표현요소를 정립하고 안전성 및 유지관

리 부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선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디자인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5개월간 이루어

지며 올 8월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8. 서울서체개발사업 9. 디자인총괄본부 홈페이지 구축

공공디자인담당관 Interview

디자인 심의가 필요한
대상이나 범위는?

: 디자인의 비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서울을 구

성하는 모든 디자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서울의 미래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 발전해가는 것이다. 위원회의 끊임없는 노

력이 바로 서울이라는 장소의 혼을 살려내고 자생적인 생명력을 지닌 디자인을 만드

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서울이라는 장소성이 우선시 된다. 현재 서울의 환경과 조화롭고 장소의 맥락에 부

합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

인을 위해 고려된 디자인인지를 평가한다. 사회의 다수도 소수도 아닌 시민 모두의 

입장이 되어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지닌 

디자인인지를 중시한다. 일회용품이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과 같이 수명이 짧은 디

자인 역시 환경과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 디자인서울위원회의 인력풀은 100인으로. 도시를 이루는 기본구조인 도시, 건축 

분야는 물론 디자인, 조경, 조명과 같은 세부 환경요소와 광고, 문화와 같은 무형의 

영역, 그리고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된다. 심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한다. 특히 디자인이 주관

적인 판단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만의 원칙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동의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디자인 평가가 어떠한 
범주, 깊이까지
이루어지는지요?

디자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위원회가
지향하는 
서울의 미래상은?

2007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통하여 양질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문, 심의를 행하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구성도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8개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사업은 물론 자치구의 크고 작은 디자인 사안이 

서울디자인위원회를 거쳐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심의를 지휘하고 진행하는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을 만나보았다.

: 디자인 심의가 조례라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도시디

자인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조례에 명시된 바를 살펴보면 도시의 근간이 되는 공공건

축물, 도시구조물부터 각종 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공장소

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

도시디자인 야간경관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광고물 기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공공건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물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련시설, 
지하철시설, 
그 밖의 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물

1면의 면적이 
100m2 이상인 
신규설치광고물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디자인서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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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02  아케이드를 활용한 광고물 사인시스템 개선

우  그림 03  소나무를 활용한 녹색 휴식공간 조성의 예

그림 06  2차 심의를 통하여 개선된 부분

:캐노피 철거 후 설치될 지하도 입구 디자인(상). 시 관

리 용이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연결부가 드러나지 않

는 jointless마감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목재가 적용

되는 시설물의 경우 충격이나 자외선, 해충 등 외기에 

강한 이페(IPE Iron wood)소재를 적용토록 하였다.

그림 04  비우는 거리 실현을 위한 캐노피 철거계획

그림 05  Total Design개념으로 

                디자인된  가로시설물

:유리 및 스테인레스스틸, 지정색 도장으로 소재

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본 계획안에 대한 첫 디자인심의 결과 중  디자인 측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도 입구디자인에 대한 시공방식 검토요구 및 적용되는 부분의 소재 적합성에 대

한 지적(그림 06)과 시설 위치에 대한 구역별 상세계획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심의에서 휴식공간 조성 시 휴게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할 것

을 요구하였고 명동입구 보행로 디자인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함으로써 남대문로에 대

한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중구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시설공사에 들어가 9월까지 주요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는 남대문로가 과거에 지녔던 서울의 상징가로로서의 명

예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되었다. 남대문로로 인해 단절된 길들을 연

결시키고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하여『연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비우는 거

리, 통합하는 거리, 더불어 만드는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라는 원칙 아래 모든 가로 구

성물들이 유기적이며 조화롭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남대문로 마스터플랜은 남대문로의 연결개념을 실현하기 위하

여 보행로를 영역화하는 CROSS 횡단보도 설치, 명동입구의 시야를 확보하고 상징화

하는 명동입구 활성화, 야간거리 활성화, 가로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버스정류장 분리 

설치, 소나무를 활용한 녹색휴식공간의 조성, 비우는 거리를 실천하기 위한 가로시설

물 개선, 정보전달 체계를 고려한 광고물 사인시스템 개선을 사업의 중점전략으로 제

시하고 있다.

서울 1번가로의 지위회복을 위하여...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그림 01 상 명동입구 활성화계획

 하  IT기술을 접목한 상징벽 조성 계획

2008년 3월 26일 이루어진 제 14차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는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주요 사업인‘1차 디자인서울거리’에 관한 최종심의가 진행되었

다. 디자인서울거리 대상지인 10개 자치구 중 종로구(대학로), 중구(남대문

로), 성북구, 용산구(이태원로), 구로구(창조길), 광진구(능동로), 강동구(천

호대로)의 7개구는 두 번의 심의를 통하여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관악구

(관악로), 강남구(강남대로), 금천구(시흥대로)는 세 번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이 확정되었다. 10개 대상거리는 오는 10월 개최될 서울디자인올림픽 이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구의 남대문로와 종로구의 

대학로를 소개하고자 한다.

Discourse 01    

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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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  나무, 코르텐강판, 붉은벽돌이 일관성 있게 적용된 시설물 디자인

2차 심의에 제안된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공중전화부스 디자인이다. 2차 

심의에서 지하철입구와 버스정류장 디자인은 더욱 단순화 되었으며, 공중전

화부스 디자인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림 03  2차 심의에 지적된 보행데크의 단면(좌)과 야간조명설치 예시도(우)

2차 심의에 제안된 보행데크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계석 위치에 

적벽돌의 담장을 쌓고, LED BAR와 업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차 심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벽돌의 위치를 더욱 안쪽으로 옮겨 보행

공간을 더욱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라 JARRAH
마호가니를 소재로 가공된 천연목재로 목재 자체에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해충이나 습기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며, 강도도 높다. 주로 고급 주

택이나 데크재로 활용된다.

이페 IPE
월넛으로 가공되는 천연목재로 세계 제 1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이런우드(iron wood)라고도 불린다. 쉽게 변형, 부식되지 않으며, 

외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상한 잿빛을 띠게 된다. 바닥재 혹은 데크용

으로 활용된다.

Material Information
목재는 심리적으로 자연과 유사한 편

안함과 여유를 제공하는 소재이지만, 

변형이 쉽고 내구성이 약한 소재라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를 보강한 신소재

로 각광받고 있는 자라목과 이페를 소

개한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보행데크 조성 시 보행로를 더욱 확보할 것과 데크조성 시 바닥

재로 외기와 충격에 강한 자라목(Jarrah wood)이나 이페(IP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

였다. 그리고 코르텐 스틸의 내후성 강화를 위하여 코팅 처리를 할 것도 요구하였다. 올 

10월에 완공예정인 대학로가 시각적인 감동과 즐거움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

로 시민들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문화거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낙산공원길 입구를 잇는 구간에 조

성된다. 대중문화 중심지로서 대학로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마케팅에 기여하고자 하

는 것을 목표로 『SPO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서울의 문화중심지로서의 성격

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오감을 자극하고, 질감에 의해 구성되는 경관을 형성하며,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선택과 적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대학로 마스터플랜은 감성적 장소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윤

선도의 오우가를 공간시나리오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지를 물, 달, 돌, 대나무, 소나

무라는 주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소재를 선정하여 시각과 촉각

의 경험을 활성화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주요디자인 전략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의 

조각공원화(물Zone), 보행데크 조성(달Zone), 소가로를 활용한 소나무길 조성(소나무

Zone), 마로니에 공원 앞의 휴게공간 조성(돌Zone)을 제시(그림 01)하였으며, 각 시설

물 및 지하철 입구, 티켓박스에도 동일한 소재를 적용하여 장소와 연계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야간경관계획을 통하여 야간에

도 변화에 따른 경험이 가능한 거리로 계획하였다. 

서울의 젊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물Zone -  조각공원 조성

깨끗함과 공존의 영역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 물을 적용하였다.

달 Zone -  보행데크 조성

즐거움과 열정을 표현하는 공간형태로 우드

데크를 계획하여 젊음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

도록 하였다.

돌 Zone - 휴게공간 조성

강인함과 믿음을 주제로 이를 표현할 수 있

는 소재로 돌을 적용하여 마로니에 공원 앞에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림01  공간별 주제에 따른 적용 소재

대나무 Zone - 공연게시판

강인함과 믿음을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

로 대나무를 적용하고, 코르텐 강판과 벽돌을 

조화시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소나무 Zone - 소나무길

기존의 소나무길을 활용하여 전통과 불변함

의 특성을 지닌 소재로 소나무를 적용하였다. 

Discour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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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거리 2차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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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된 수변공간, 녹지로 연결하다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대부분의 북미 해안 도시들은 과거 활발했던 항구들로 이루어졌다. 몇 십년이 지난 후에, 상업의 물결을 촉진

했던 고속도로와 철로는 도시 수변의 공적 이용을 차단하는 방해물이 되었다. 이전에 캘리포니아 석유 연합

(Unocal)이 소유했던 이 지역은 석유운송시설로 사용되던 곳으로 토양의 오염도 극심했다. 

    국제현상설계공모 수상작인 올림픽 조각 공원 설계는 부지의 상층부에서 수변 가장자리까지 12미터나 되

는 경사면의 변화를 이용하여 디자인되었다. 도시에서 해안선까지 이리저리 변하는 Z 형태의 기이한 지형은 

새로운 보행자 영역을 제공한다. 주보행자도로는 전시장에서 시작되고 각각의 통로는 점차적으로 다른 경

관을 펼치면서 내려간다. 이런 보행자 지형은 현재 도시 중심부와 복원된 해안지구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가 : Weiss/Manfredi Architecture

•조경가 : Charles Anderson Landscape Architecture

•발주처 : 시애틀 예술박물관

•완공년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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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로닝겐 자전거공원, 네덜란드
그로닝겐시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57%에 이르는 자전거 도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외에서 도심으로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에 지나지 않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이다.

    이 자전거 공원은 역사가 깊은 그로닝겐 역사 건물 앞 광장을 도시발코니(city balcony)의 개념으로 계획한 

것이다. 인공데크는 공중에 떠 있어 그 아래에 4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으며, 데크의 일부가  뚫려있

는 개방적인 구조(void)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은 보행동선을 한번에 보여주기보다 시각적인 프레임을 형성

하여 일정한 시퀀스를 경험하면서 진입하게 되어있다. 

    그로닝겐 역사 건물 앞 부분의 광장 바닥은 수많은 조명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기

술적인 해결을 넘어 역사적인 문맥과의 연결이라는 인프라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건축가 : KCAP

•발주처 : 그로닝겐시

•완공년도 : 2006

•www.kcap.eu

Issue Projec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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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또 하나의 정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옥상정원
세계3대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5층에 위치한 옥상정원(roof garden)은 카페테리아, 소관목 식재, 

목재데크, 목재벤치, 파골라, 휴지통 등이 채우고 있어 야외전시와 휴식의 장소로 이용된다. 또한 미술관에 

인접한 센트럴파크의 푸른 숲과 도시의 빌딩 숲이 어우러짐으로써 독특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옥상정원이

라는 한계점과 장점 모두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건축가 : C.워크스

•발주처 : 뉴욕시

•완공년도 : 1987년 일반에게 공개

•www.metmuseum.org

Issue Project 04  

런던의 디자인거리

빛의 산책
Promenade of light
Promenade of light는 어둡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영국의 올드 스트리트(Old street) 인근 2015㎡

규모의 가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곳에 적용된 9가지 종류의 석재 링(Stone ring)은 나무를 보호하

고, 벤치와 테이블 혹은 자전거 보관대가 되기도 한다. 나무아래의 둥근 공간은 도시의 작은 방(rooms)이 되

며, 이 곳에서 보행자의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위치 : 영국 런던 old street 

•건축가 : Tonkin Lui  

•발주처 : Islington Council

•완공년도 : 2006.10

•www.tonkinliu.co.uk

Issue Projec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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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직급 전공분야 담당업무 인원

종로구 별정직 별정7급 환경미술 옥외광고물 디자인 1

중구

계약직 계약다급 건축공학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5
계약직 계약다급 도시계획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도시경관, 도심활성화 사업

 계약직 계약다급 시각디자인 공공디자인 홍보, 마케팅

계약직 계약다급 시각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작 및 관리

별정직 별정6급 - 디자인  총괄

용산구 - - - - -
성동구 - - - - -
광진구 별정직 별정7급 시각디자인 디자인서울거리조성 1

동대문구 별정직 별정7급 시각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1

중량구

별정직 별정7급 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기획

3계약직 계약라급 시각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리

계약직 계약라급 제품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

성북구 별정직 별정7급 시각디자인

도시디자인, 문화, 가로시설물
법령운영, 국제협력 및 교류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1

강북구 - - - - -
도봉구 계약직 계약라급 시각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 1
노원구 - - - - -
은평구 - - - - -

서대문구 - - - - -
마포구 별정직 별정7급 산업디자인 디자인사업개발 1
양천구 - -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

금천구 별정직 별정7급 산업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 1

영등포구 계약직 계약다급 건축설계
디자인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1

동작구 계약직 시각디자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1
관악구 - - - - -
서초구 - - - - -
강남구 계약직 계약가급 건축설계 디자인 총괄 1
송파구 별정직 별정7급 옥외광고 옥외광고물디자인 1

강동구
계약직 시각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2
계약직 시각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TOTAL        21

강변역 공공디자인 전시회

공공 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언주로 걷고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갤러리화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청담미술제 

거리사업 야간경관 디자인행사 경관개선 공공공간 도시기본계획 공공미술

자치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치구 디자인전문인력 현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2008 2 3 4 5 6 7 8 9 10 11 12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야간경관 기본계획 학술용역
디자인 우수사례집 발간

그레이트광진 디자인실무 아카데미

성북천 경관 특화사업 타당성 용역

동소문로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통폐합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삼선1동/동선2동/월곡1동/월곡4동 4개소)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구로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미술 설치 통폐합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시흥1동)

문화마을 만들기
경관조명 설치

영등포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2차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서 작성용역

강남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발

특허청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개선사업

올림픽로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

천호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실시설계

<2008년 4월 4일 현재>

전문분야 전공비율 담당업무비율

도시

건축

환경

제품(산업)

시각(광고)

디자인서울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홍보·마케팅

디자인정책·운영

디자인 사업기획

기타

인원(%) 인원(%)

(5%) (19%)

(10%)

(32%)

(5%)

(10%)

(10%)

(14%)

(14%)

(19%)

(52%)

(10%)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자치구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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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을 활용한 환경색채계획

	 2005년	6월	일본에서	경관법이	시행되었다.	경관법시행	초기	단

계에서부터	진행한	자신의	프로젝트	소개하고,	건축,	옥외광고물,	공공시

설물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색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_요약

‘도시 환경색에 자연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색은 주변환경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일차원적인 색의 개념으로 거리를 일률적

으로 통일하거나, 광고물에 경쟁적으로 원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

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상품 색채계획에서 사용되는 컬러이미지전략을 환

경색채와 혼돈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자연 색보다 눈에 드러나는 원색 사용은 계절변

화에 따른 자연색을 느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관개선 방법 중 

첫 번째는, 거리전체를 보고 주택과 건축물에 색채계획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는, 주변지역의 색채와 건축의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속성 있는 거리를 만들

어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마지막으로는, 가로수와 같은 자연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참된 개성을 살린 지역경관은 자치구와 주민이 협력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은 지역특성을 담아내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_시사점

경관법의 범위에서 색채는 종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보호펜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더 구체적으로 거리의 천막이나 자판기의 모습까

지 고민하고 있다. 경관의 개념을 소소한 시설물에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

처럼 우리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사업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 서울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산책

	 이	책은	세계	곳곳의	공공시설물,	공간,	건축에	대한	디자인을	사

진과	함께	수록한	것으로	aesthetic,	amenity,	harmony,	identity	등의	디자

인	주제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과	세계	곳곳의	공공	디자인

을	비교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_요약

공공디자인산책은 저자가 중앙일보에 연재 기고한 공공디자인 산책 코너의 칼럼을 풍

부한 사례와 이론을 덧붙여 새롭게 편성한 책이다. 이 책은 '공공디자인'의 이론을 정

립하고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 온 저자가 국내외를 다니며 촬영,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

로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개념서이자 국내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서라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필수가치인 심미성, 쾌적성, 조화, 아이덴티티, 가독성, 질서, 

안전, 편의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벤치, 소화전, 가로수보호대, 공중전화와 같은 가

로시설물과 분수, 자전거 도로, 동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공간은 물론 도시상징, 간판문

화와 같은 공공문화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의 전 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_시사점

필자는 공공디자인이 시민 개개인과 집단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사회문화운동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몰취미한 도시에 성격을 부여하고,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

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시각에서 복잡한 도시를 이루는 크고 작

은 요소들을 살펴보며, 거대한 도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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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올림픽

서울상징개발사업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남산르네상스

디자인서울간판전

지주형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개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서체개발사업

건축, 문화예술 
디자인맵 사업

WDC 
대시민 홍보 이벤트

WDC세계 로드쇼

1차 디자인서울거리 실시설계검토 (4.22 - 25)

2차 디자인서울거리 MP회의

디자인서울거리

2008년 1차사업작품공모완료 (5. 8)

1차 선정작 발표 (5. 19)

최종당선작 발표 (6.5 - 13)

서울상징 시민 공청회 (4.21)

학술용역완료 (5. 18)

서울디자인공모전 1차접수 (6.10~7.10)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착수

마스터플랜수립 중간보고 

하노버메세 참가 (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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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무복 및 청소도구함 
디자인개발용역 제안접수 및 심사

사업설명회 (4. 29)

제안서 접수 (5. 8)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공청회
/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 28)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건축,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완료

학술용역완료 (5. 20)

학술용역완료 (5. 23)

학술용역완료 (5. 14)

WDC홈페이지 오픈 (4. 17)

WDC선정 기념음악회 / 세종문화회관 (4. 28)

아듀동대문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대상지 (4. 30)

어린이 디자인캠프 / 서울광장 (5.5)

중랑구 순회전시 / 중랑구청 (4.21 - 25)

광진구 순회전시 / 광진구청 (4.28 - 5. 2)

종로구 순회전시 / 종로구청 (5. 6 - 9)

강북구 순회전시 / 강북구청 (5.13 - 16)

성동구 순회전시 / 성동구청 (5.19 - 23)

서대문구 순회전시 / 서대문구청 (5.26 - 30)

양천구 순회전시 / 양천구청, 양천구청역 (6.2 - 5)

도봉구 순회전시 / 도봉구청 (6.9 - 13)

마포구 순회전시 / 마포구청 (6.16 - 20)

용산구 디자인서울거리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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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디자인어치브
먼트 어워드 2008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
adaaentry.com/kr
[5. 2]

팬타워즈 
Pantawards 2008
www.pentawards.org
[5. 1 - 6.13]

제2회 경기도 
공공디자인공모전
portal.gg.go.kr
[6.18 - 6.20]

서울시 2008 벤치·의자
디자인공모전
design.seoul.go.kr
[5. 8 - 5. 13]

2008 삼성 HDD
제품디자인 공모전
www.samsunghdd.co.kr
[6.16 - 6.20]

스칸디나비안 
퍼니쳐페어
The Copenhage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Bella Center / 코펜하겐
[5. 15 - 5. 18] 

100% 디자인 로테르담
100% Design 
Rotterdam / 로테르담
[6.5 - 6.7] 

모터엑스포
Motorexpo
런던
[6.9 - 6.15] 

뉴욕국제현대
가구박람회 
ICFF / 뉴욕 
[5. 17 - 5. 20] 

칸 광고제 
The International 
Advertising 
Festival / 칸 
[6.15 - 6.21] 

뉴욕국제조명박람회
New York LIGHT FAIR
뉴욕 
[5. 28 - 5.30] 

일렉트로룩스
디자인 랩 2008
www.electrolux.com
[5. 30]

크리스탈비젼
Crystal Vision
www.designboom.com
[5. 31 - 6. 12]

전시 및 공모전 안내
디자인문화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