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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탄생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기준을 수립하는 기본 지침서로「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서울의 4대 기

본전략인‘비우는’,‘통합하는’,‘더불어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을 바탕으

로‘시원한 도시’,‘편리한 도시’,‘친근한 도시’,‘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공공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도로,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옥외주차장,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공개 공지, 기타 공공공간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1.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2.  보행 연속 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3.  육교, 지하도 등 입체 횡단 시설을 지양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높인다.

4.  버스 정류장 구역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5.  일정 구간 이상 주행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6.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7.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한다.

8.  도시 내 녹지 및 투수 면적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인다.

9.  서울 고유의 자연·문화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제한한다.

10.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캐노피 등 도시 구조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향상시킨다.

시민과 이용자 중심의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행정 및 공공 기반 건축물, 복지 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의료 관련 건축물, 

기타 건축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1.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한다.

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를 지양한다.

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 계획을 정립한다.

7.  건축대지 내 보행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 계획을 유도한다.

10.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디자인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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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공공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휴게 시설물, 위생 시설물, 서비스 시설물, 판매 시설물, 

                   통행 시설물, 녹지 시설물, 보호 시설물, 관리 시설물, 

                    조명 시설물, 기타 시설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체계적인 도시정보체계로 잘 읽히는 시각환경...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교통관련 시각매체 : 교통안전, 도로안내, 주차안내, 신호기, 버스, 지하철, 택시

보행관련 시각매체 : 보행자 안내, 도로명, 건물번호, 

  공원안내, 문화재안내, 관광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장애인 안내

영상정보 시각매체  : 환경정보, 도로교통정보, 대중교통정보, 기타 영상정보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1. 정보의 우선순의를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2.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디자인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3. 교통약자,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4. 강렬한 색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를 제한한다.

5.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의 공공시각매체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새 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표기한다.

7. 국제 표준 픽토그램 적용과 다국어 표기 체계 정립으로 국제성을 높인다.

8. 서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사용한다.

9. 표지판 등의 지주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10. 표지판의 후면을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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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서 세부적인 수치로 규정을 정할 경우 실제 현장 조건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실시설계

를 위한 설계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문의 경우 기본설계 시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는 과업내용서 작성 및 현장설명 시 가이드라

인을 적용되게 하고, 공사완료 후에도 사후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됩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서울의 틀 속에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다

른 신도시들의 경관가이드라인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27일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리성 등을 중시한 세계 최초의 종합 도시디자인 기준을 공식 발표하는‘디자인서울 가이드

라인 선언식’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호에서는‘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완성을 이끈 한병용 공공디자인담당

관을 만나보았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활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 서울디자인위원회

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의는 

디자인 발생 후 조정의 성격이 강한데, 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

한 방안이 있는지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에서 서울만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공공디자인담당관과의 인터뷰

도시환경에 활력을 주는 간판문화 만들기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간         판 : 가로형 간판,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 연립형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소형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

광고물 : 옥상 간판, 전광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1. 업소당 간판 총수량을 최소화한다.

2.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차등화한다.

3. 간판이 건물에서 점유하는 면적을 제한한다.

4.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한다.

5. 인접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6.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다.

7. 판류형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한다.

8. 업소의 성격과 상호에 어울리는 개성적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9. 색채는 1~3가지 정도로 절제하여 사용하되, ‘서울색’사용을 권장한다.

10. 자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시민의 생활특성 및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을 중점, 일반, 상업, 보전, 특화권역으

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유도한다.

옥외광고물 지향 이미지-좌_중점권역, 우_보전권역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행자 기획 
설계(안)

디자인 
사전자문

계획 
설계(안)

설계(안) 
확정

개별법에 
의한 

본 심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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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는 서울의 실현 -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개발

2008년 5월 27일(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디자인서울 가이

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선언식’이 

있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 사설안내표지판 지

주와 덕수궁 돌담길 진입로의 가로등 지주를 통합하는 퍼포먼스

도 함께 있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덕수궁 대한문 앞 사설안내표

지 지주는 철거되었으며, 덕수궁 돌담길 진입로 가로등과 사설안

내사인이 통합되었다. 

    행사를 통해 시범 설치된 통합안내사인은 도시경관담당관(박

성근 과장)이 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통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 ·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지주

(integrated pole)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도시경관

담당관은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적용 및 실행방안’에 대해 

자체 학술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는 8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시 전역에 적용할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뿐

만 아니라, 설치대상 선정 및 설치방법 제시부터 유지관리까지의 

내용이 매뉴얼화 된다. 제작된 매뉴얼은 관련부서와 25개 자치구, 

시민고객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디자인기획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서울상징사업 - 해치, 서울의 상징아이콘이 되다

서울시는 서울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독창적 상징 아

이콘으로 ‘해치’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브

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강력한 도시 

상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서울의 고유한 도시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서울 상징체계 구축 연구를 지난해부터 진

행한 결과이다. 앞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콘 ‘해치’를 글로벌

마케팅 아이템으로 일관성있게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베를린의 곰처럼‘서울’하면 

떠오르는 상징으로 전 세계인

에게 각인시켜 나간다는 계획

이다.

주요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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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튼튼한 디자인서울 - 서울 고유의 색과 글꼴을 찾다

2008년 5월 20일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이 7개월의 용역

기간을 거쳐 완료되었다. 사업결과 서울의 이미지를 담은 대표색 

10색과 서울현상색 250색, 서울지역색 50종이 선정되었다. 이 중 

서울을 상징할 상징색으로는‘단청빨간색’이 최종 결정되었다. 

시설물, 환경, 상징요소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색이 마

련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이미지를 담은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고유글꼴로 널리 활용되며 도시정체성과 브랜

드가치를 높여줄 서울서체로 명조계열인 서울한강체 2종(Light, 

Medium)과 고딕계열인 서울남산체(Light, Medium, Bold, Extra 

Bold) 4종, 세로쓰기 1종 등 총7종을 개발했다. 7종의 서울서체는 

기존의 명조, 고딕체가 아닌 서울이 가진 역사성, 전통성, 문화성, 

사회성 등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소프트한 현대적 감성을 담

았다. 서울서체는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으며 일반시민의 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

공공디자인담당관 WDC담당관

WDC 서울 국제 디자인포럼 개최

서울시는 7월 10일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파

리국립장식미술대학 (이하 ENSAD)와 디자인 교육 등 교류에 관

한 협력계약체결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한 ENSAD의 패트릭 레이노(Patrick Raynaud) 총장, 그 외 시 관

계자, ENSAD 담당교수, 프랑스대사 및 프랑스문화원 관계자, 국

제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월드 디자인리포트 지역 

전문가, 국내·외 디자인대학 학장 및 디자인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디자인 국제 교류 활성화’이다. 

    이 포럼에 이어 7월13일부터 29일까지는 전 세계 디자인 대학생 

180여 명이 토리노 여름학교 (Universita Scienze Gastronomiche)

에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다시 10월에 서울에서 모여 디자인 발

전방향 논의 및 SDO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WDC 홍보단으로 

'WDC 서울 2010'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앞으로 세

계디자인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대학(원)생들을 선정하

여 국내외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지원할 것이며, 디자인 

허브 도시로서 월드 디자인리포트를 통한 디자인 정보 네트워크

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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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도로를 인간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로교 및 옹벽 디자인 조성사업

그림 01  구로교 주간 시뮬레이션 

그림 02  구로교 야간 시뮬레이션 

2008년 5월 7일 이루어진 제 22차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 부문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2차 심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통과한 심의내용 중‘구로교 및 옹벽 디

자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로교 및 옹벽 디자인 조성사업」은 구로역~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구간에 1개소의 

교각과 1개소의 옹벽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구로와 주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안전성과 

유지·보수 및 경제성이 뛰어난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삭막한 도로를 시민들을 위한 참여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로교는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보행로를 연계하여 

상호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며, 옹벽은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 프로젝트 개요

과업명_구로역~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

담당_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종 심의_2008년 5월 7일, 22차 디자인심의

구로교에 대해서는 3개의 시안이 제출되었는데, 디자인심의 결과 자연과 기술의 조화라는 디자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이미지를 지닌 

3안이 결정되었으며, 교각 상단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행등에 대한 보완과 교각 구조물의 마감처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우선 가

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절곡형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나 광원의 노출로 인한 눈부심이 우려되어 가로등의 경우 이를 고려한 컷오프(Cut 

off)방식으로, 보행등의 경우 난간 하단에 설 치하는 스텝라이팅(Step lighting)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Discourse    

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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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조명과 마감방식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영되기 전(좌)과 반영 후(우) 

그림 04  지적사항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 

옹벽에 대해서도 3개의 시안이 제출되었는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소재를 통하여 인공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고 판단된 

1안이 선정되었다. 단, 조명 및 장식요소를 더욱 절제하도록 요구해 비우는 디자인 서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Lighting Information

최근 각종 시민의 야간활동 및 생태환경에 해를 주는 광공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시각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생

태친화적인 조명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형식이 컷오프형 (Cut off) 조명이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균일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확산형
눈부심이 심하며, 빛이 균일하지 
않고 산만함.

컷오프형 
부드럽고 균일한 빛환경 조성

컷오프형 조명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하

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조도의 분포 및 

균제도, 조사각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제작

해 효율을 최대화시킨 조명방식으로 균질

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주위환경을 부드럽

고 아름답게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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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도시디자인 사업 외에도 서울시청 내의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 대

한 자문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에서 직접 

디자인 혹은 자문하여 새로이 변화된 시청 속 변화상을 소개한다.

지난 4월에는 식품안전과에서 추진 중인‘안심하고드세요’프로젝트를 위한 단속 전담차량 및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 협조의뢰가 있었다. 단속차량 3대와 감시요원 유니폼 100벌에 대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안

전을 위한 가시성에 주안점을 둔 색채를 선정하고, 서체 및 1399 전화번호 로고 디자인을 통해 안심프로젝트의 

이미지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심하고드세요’프로젝트를 위한 단속차량 및 유니폼 디자인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외관 색채디자인 

01

02
지난 5월에는 서소문별관 주차장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서소문청사 및 지하주차장 외관에 대한 색

채디자인 자문이 있었다. 인접건물의 조화 및 지하주차장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색채를 감안하여 차분한 그레이 

계열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색의 활용범위 내에서 정확한 색채를 지정하였다. 이로써 기존 청사보다 한결 조화

롭고 밝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디자인 : 최인규, 권은선 (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 : 최인규, 이지영 (공공디자인담당관)

소식 더하기

서울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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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공디자인 16강_color                      PUBLIC DESIGN, vol.5 2008.5, p98-104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주목하다.              PLUS, vol.253 2008.5, p200-203
 공공디자인 16강-제6강 도시의 빛            PUBLIC DESIGN, vol.6 2008.6, p66-73

공공공간 공원

 독일의 조경건축                           Topos, vol60 2007.9, p98-103
 누 바리스 중앙공원, 스페인                  Topos, vol60 2007.9, p106-109
 웨스터 가스파브릭 공원, 네델란드            Topos, vol60 2007.9, p101-111
 파운스 도프 공원, 독일                      Topos, vol60 2007.9, p114-115
 MFO공원, 스위스                           Topos, vol60 2007.9, p116-117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내 문화공원                  PUBLIC DESIGN, vol.6 2008.6, p16-25

 광장

 올드 마켓 광장, 노팅험                      Topos, vol60 2007.9, p6
 말모 역사 광장, 스웨덴                     Topos, vol60 2007.9, p12

 가로

 디자인을 입은 서울거리 30개로 확대된다    PUBLIC DESIGN, vol.5 2008.5, p177
 상호작용하는  숲, 스페인        A+U, vol.452, 2008.5, p124-129

공공건축물 ETFE스킨                                  PLUS, vol.253 2008.5, p129-131
 한강 르네상스 플로팅 아일랜드              PLUS, vol.253 2008.5, p176-177
 그린 빌딩                                 Topos, vol60 2007.9, p58-65
 Next Gene 20 (주거단지)                   A+U, vol.453, 2008.6, p10-11
 영등포구청 내 자전거전용 주차타워          PUBLIC DESIGN, vol.6 2008.6, p181

공공시설물 서울역사박물관 앞 아트버스 쉘터             PUBLIC DESIGN, vol.5 2008.5, p92-97
 유나이티드 보틀(united bottle)               PUBLIC DESIGN, vol.5 2008.5, p132-133
 콘크리트 정글_중앙분리대                     PUBLIC DESIGN, vol.5 2008.5, p180
 움직이는 수영장, 독일                         Topos, vol60 2007.9, p119
 파크랜드 빌딩 앞 광장 시설물                  A+U, vol.452, 2008.5, p70-77
 노드파크 케이블카 정거장                     A+U, vol.452, 2008.5, p78-85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시설계        PUBLIC DESIGN, vol.6 2008.6, p36-55

공공시각매체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DESIGNNET, vol.128 2008.5, p100-10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김포 고촌 컬러 현장       DESIGNNET, vol.128 2008.5, p38-45
 점자 그래피티                                 PUBLIC DESIGN, vol.6 2008.6, p90-93
 새로운서울의 얼굴-해치                        PUBLIC DESIGN, vol.6 2008.6, p128-133
 

1

2

3

4

5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분야의 국내잡지 (통권 5호)

PLUS              국내 건축전문잡지 (통권253호) 

DESIGNNET 시각디자인 분야의 뉴스와 컬럼을 담는 국내잡지 (통권128호)

Topos             독일의 조경전문잡지 (통권 62호) 

a+u               건축과 도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일본잡지 (통권 452호)  

1

2

3

4

5

News Index 

세계 공공디자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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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의 수영장

BADESCHIFF 
BERLIN 

베를린 슈프레(Spree)강 동쪽항구에 터키

석의 푸른색을 띈 직사각형 배 한 척이 유유

히 정박해있다. 이 공간은 'BADESCHIFF' 

영어로 수영장 보트(swimming ship)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시원한 바

람을 맞으며 하늘을 즐기고, 물결치는 강

물을 바라보며 수영을 한다. 수영장은 목

재데크에 연결되어 강둑의 백사장으로 이

어진다. 수영하던 사람들은 데크의 선베

드로 나가 타월을 감고 쉬기도 하고, 해먹

에 누워 낮잠도 자고, 백사장이 덮인 모래

밭으로 나가 춤을 추기도 한다. 해가 저물

어 밤이 오면, 수면에 반사된 조명이 더해

져 터키석의 푸른색(Turquoise Blue) 윤

곽은 더 눈부셔진다. BADESCHIFF는 여

름엔 수영장으로, 겨울엔 보온용 외피를 

입혀 사우나로 이용되어 자연과 가까이 호

흡하고자 하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연중 

근사한 공간을 제공한다.

BADESCHIFF는 베를린아트프로젝트

(stadtkunstprojekte)의 일환으로 시작되

어, 2002년 현상설계를 통해 스페인계 건

축사무소인 AMP와 베를린 출신의 아티

스트 Susanne Lorenz 의 협력작업이 당

Issue Project 01  

프로젝트 개요

•위치 : 독일 베를린 

•건축가 : AMP Arquitectos, Gil Wilk Architect, 

                   Susanne Lorenz(Local Artist)

•현상설계 진행 및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Stadtkunstprojekte(City Art Project Society) 

•발주처 : Kulturarena Veranstaltungs GmbH 

•완공년도 : 2004

•공식 홈페이지 : www.badeschiff.de 

선상카페 Hoppetosse를 타고 바라본 

BADESCHIFF의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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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어 그 실현이 구체화된 결과이다. 베

를린의 슈프레(Spree)강은 일찍부터 시민

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공 수영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질의 오염이 

심해져서 결국 수영이 금지되었고, 한 세

기를 넘기는 기간 동안 강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불가능했다. 작가와 건축가는 시

민들이 다시금 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구상했다. 베를린 시민들

은 여름이 되면, 슈프레 강변 곳곳에 모래

를 붓고 간단한 썬베드를 가져다 놓아 해

변의 풍경을 만들어 왔다. 강변에 발코니

를 달아 유유히 떠내려온 배를 정박한 것

과 같은 모습의 BADESCHIFF는 실제로 

그 곳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도시

라는 삭막한 공간의 간극을 메꾸어 준다.

BADESCHIFF 프로젝트가 한 해의 일시

적인 아트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

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곳에 대한 베를리너들의 지속적인 애정

과 'Arena Berlin' 의 운영의 기술이 있었

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주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살아있

는 장소로 이끌고 있다. 일례로, 목요일에

는 요가코스가 있고, 데크에 스크린을 걸

어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수

영 중 타월을 칭칭 매고 나와 자연스레 영

화를 보고 잡담을 나눈다. 

낡고 거대한 건물들을 지나다가 문득 마주

치는 BADESCHIFF의 하얀 모래를 보면, 

절로 신발을 벗고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삭막한 도시에서 수영장 안에 몸을 담그

고 머리위로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기

분... 음악이 계속되는 바에서 간단한 음료

를 마시며, 노을이 지는 도심 풍경을 바라보

는 느낌은 진정 색다른 감동을 준다.

취재·글 │ 김수현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현 디

자인서울 해외통신원(독일, 베를린)

REFERENCE

•www.gil-wilk.de

•www.thomasfreiwald.com

• en.wikipedia.org/wiki/Badeschiff

•www.arena-berlin.de/home.aspx  

•www.dw-world.de/dw/article/0,2144,1302942,00.html 

•www.stadtwandel.de 중 Die Neuen 

   Architekturfuerer Nr. 59  "BADESCHIFF BERLIN" 

겨울에 사우나로 활용되는 Winterbadschiff의 모습

(출처 : Topos vol. 60)

데크와 백사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ARENA에서 바라 본 BADESCHIFF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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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바니즘헌장

제4의 공간 대화를 시작하다 

_요약

뉴 어바니즘 헌장은 뉴 어바니스트들이 제시하는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운 주거문화 및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책이다. 그

들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

소들이‘인간을 위한 도시만들기’에 적합해야 하는 이유와 원칙에 대하여 주장한다. 도

시설계의 영원한 목표인, 인간척도(human scale)에 맞는 도시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

며, 보행자 우선 도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여러 설계원형(prototypes)을 제안하

고 있다. 

_키워드 도시문화정책, 도시계획

관련사업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 남산르네상스 사업

_요약

제4의 공간은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쌍방향(interactive) 공간디자인에 관한 개념이다. 

저자가 말하는 제4의 공간은 실제와 가상이 융합된 공간으로 저자는 공간과 인간, 인간

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 미술,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시각에 의하면, 쌍방향 기술

은 첨단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전달하기 위한 신개념

의 도구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공디자인에 있어 제4의 공간은 도시의 소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자 대안을 발견하는 아이디어 창고가 될 것이다.

_키워드 도시문화정책, 도시계획

관련사업 : 도시경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모든 사업

01_	지역-대도시권, 도시, 그리고 타운

02_ 근린주구, 지구, 그리고 회랑

03_ 블록, 가로, 그리고 건물

01_	반응하는 건축의 외피

02_ 반응하는 예술작품

03_ 새로운 직업의 정체성과 전략

04_ 지능형 벽과 바닥

05_ 전시공간

06_ 관광명소

07_ 무용을 위해 구현된 인터페이스

08_ 지능적인 실내공간

저   자 : 안건혁 역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뉴어바니즘 국제협의체)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 2003.05.30

ISBN  8946031174

저   자 : 루시불리반트 지음, 태영란 

  건축비평가, 저술가, 건축 큐레이터

  (a+u, Domus, Harvard Design Magazine등)

출판사 : 픽셀하우스

출판일 : 2007.10

ISBN  97889958897250

목차

목차

디자인도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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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WED THU FRI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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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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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I 어워드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03
www.muji.net/award
/ 일본 [7. 1 - 7.31]

IF 디자인 어워드 차이나
www.ifdesign.de/awards_
china_index_e 
중국

서울디자인 공모전
Seoul Design Competition
sdo.seoul.go.kr
[6. 10 - 7. 24]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 
(Seoul, I Design) 
2008 공공디자인 공모전
www.seoul.go.kr
[8. 18 - 8. 20]

REHACARE 
디자인 어워드 2008/2009
www.rehacare-award.com/
competition.html
독일

레드닷어워드
디자인컨셉 2008
red-dot.com.sg/concept
[4. 18 - 7. 11]

제15회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www.designdb.com/
[7. 16 - 8. 18] 

멜버른디자인페스티벌
Melbourne Design Festival
www.nationaldesigncentre.
com.au/
[7. 17 - 7. 27] 

시그라프
Siggraph
www.siggraph.org
미국
[8. 11 - 8. 15] 

베를린 IFA 박람회
IFA: Consumer Electronics Unlimited
www1.messe-berlin.de
독일
[8. 29 - 9. 3] 

녹색지구 국제그래픽디자인공모전
international 
graphic design competition
www.rehacare-award.com
일본31 

제2회 북경건축비엔날레
The 2nd Architectural Biennial Beijing
www.abbeijing.com
중국 
[7. 24 - 7.30] 

HOW 인터랙티브 
디자인어워드
www.howdesign.com/
미국

전시 및 공모전 안내
디자인문화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