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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는 디자인서울

쾌적하고 여유있는 공공공간

저밀도 · 고효율 공공시설물디자인 개발

통합하는 디자인서울

다기능 · 다목적 공공디자인

통합된 도시디자인 실행체계 정립

더불어하는 디자인서울

시민·전문가 · 행정 · 파트너쉽 형성

참여형, 체험형 디자인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

자연과 인간친화적 디자인

미래지향의 순환 가능한 디자인

지속적인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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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특집  01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으로

   서울의 디자인 가치 재발견

  

디자인서울은 지금  06 우리나라 디자인경영의 선구자 정경원 교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에 취임

  07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100일 앞으로 카운트다운!

  10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서울2010  

   총감독 나건(羅建�)교수 선임

  11 '서울색' 스토리, '자연, 문화 그리고 서울색' 발간

  12 서울색, 도시를 물들이다 

  

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14 도심에서 자연속을 걷는다

   광나룻터 실개천 조성공사

  15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곳

   문래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16 뉴욕시의 새로운 명소

   High Line

   
  18 베이징

   전통문화거리조성사례

  22 베를린의 거리표지판

   FF CST Berlin서체

  

디자인도서 읽기  25 도시컬러를 읽다

   디자인경영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으로 

서울의 디자인 가치 재발견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을 앞두고 서울의 디자인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하였다.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으로부터 현

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 재해석한 것이

다. 이를 통하여 600년 서울의 디자인역사를 재발견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 요

인을 탐구하여 세계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은, 격동기 구한말의 서양건축과 전통건축이 공존하는 건

축디자인의 보고(寶庫)인 덕수궁을 비롯, 자연을 병풍삼아 두른 우리 정원디자

인의 표상으로서의 후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디자인으로서의 종

묘·제례, 유교적 대관시(大觀視)를 드러내는 정보디자인으로서의 수선전도, 전

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소통의 거리 인사동, 도시재생디자인으로서의 월드컵공

원, 관직을 구분하는 표식디자인으로서의 관복과 흉배, 서울을 대표하는 캐릭터

디자인으로서의 해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의 살아 숨 쉬는 디자인 가치와 

유구한 디자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에 서울디자인자산으로 선정된 51선은 전통건축 9개, 근현대건축 11개, 거리 

6개, 공예·의상 6개, 시각·그래픽 6개, 서울상징 5개, 콘텐츠 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의 전통이 녹아있는 디자인에서부터 근현대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있다. 

서울의 디자인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

표지이야기

이번달 표지는 선유도공원 

서울정보문양 디자인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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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자산 51선’ 연구내용
각 자산에 대한 심화연구에 앞서 자문을 맡은 이어령 교수는 “서

울의 옛 지도에 포함된 정신과 사유가 서울에 관한 모든 것을 담

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천지인 삼재

사상에 기초한 조선의 우주관과 통치철학이 한양이라는 도시 디

자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한양의 4대문과 보신각은 오행(인의예지신)의 덕목과 오방, 오색

(청적황백흑)의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궁

궐건축, 종묘와 사직의 위치, 궁중음식, 제사상, 훈민정음 등에도 

이러한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

문 내용을 준거로 심화연구에서는 자산의 역사적 원형 탐구는 물

론 오늘의 디자인 가치로 재해석하여 ‘서울디자인자산 51선’ 보고

서를 완성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의 심화연구 결과를 다양

한 컨텐츠로 개발하여 출판물, 영상물, 사이버박물관 등으로 시민

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의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서울디자인자산전>을 개최하여 디자인 수도 서

울의 유산과 비전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근 |현|대|건|축 |

10 한강 _ 한강은 서울을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도시인자(因子)로 근현대 

공공디자인의 보고이다. 한강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경연하는 일종의 무대

이며, 자연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소통의 장이다.

11 청계천 _ 청계천은 오수방출용 복개 개천을 도심의 생태수변공간으로 재

창조한 도심재생디자인이다. 청계천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문화 하

천이며, 근·현대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12 선유도공원 _ 선유도공원은 환경 재생 생태공원이자 물공원이다. 선유도

공원은 옛 정수장의 건물과 구조물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만든 생태공원으

로 앞으로 진행될 도심 속 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3 독립문 _ 독립문은 민족자주의지의 콜라주이다. 민족자주의지의 의미 변

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독립문은 화이부동의 실험적 디자인이다.

14 탑골공원 _ 탑골공원은 다양한 시대상이 공존하는 최초의 도시공원이

다. 탑골공원은 고려시대부터 대한제국, 근대디자인까지 다양한 시대상을 

볼 수 있으며,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성지로, 도심 속 대중의 소통의 광장

으로, 소외된 이들의 소통 공간으로 발전해온 최초의 도시공원이다.

15 서울역사 _ 서울역사는 르네상스풍의 절충양식 속에 근현대 시공간을 

압축한 상징적 공간이다. 서울역사는 기억의 관문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삶

의 흔적이 묻어나는 서울의 근현대 시공간을 압축한 상징적인 공간이며 그 

곳에 대한 대중들의 기억은 서울역사의 존재가치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16 명동성당 _ 명동성당은 우리 성당건축양식의 전범이다. 명동성당은 한국

의 대표 고딕건축이자 20세기 한국 현대사에서 정신적 피난처의 역할을 수

행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며 한국 가톨릭의 본산이다.

17 88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_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은 인본적 

이념의 건축적 실천이다. 88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은 사용자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주는 적정공간의 개념과 하늘과 인간의 교감과 소통을 중시해

온 전통건축철학이 현대의 조형언어로 재해석된 공간이다.

디자인서울 특집

전통건축 _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후원, 서울성곽, 숭례문, 흥인지문, 북촌한옥마을

근현대건축 _ 한강, 청계천, 선유도공원, 독립문, 탑골공원, 서울역사, 명동성당, 88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2002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문과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거리 _ 광화문과 광장, 인사동, 명동, 이태원, 대학로, 홍대앞

공예·의상 _ 한양 목가구, 관복과 흉배, 활옷, 매듭, 보자기 - 궁보와 민보, 궁중음식

시각·그래픽 _ 수선전도, 동궐도,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겸재의 한양진경, 민화, 훈민정음

서울아이콘·상징 _ N서울타워, 해치, 소나무, 은행나무, 호랑이

콘텐츠 _ 종묘·제례, 사직단,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수문장교대식, 서울설화, 보신각, 남산봉수대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은 2008년 3월부터 선정자문위

원 9명의 추천과 서울디자인위원회(90명), 디자인서울

포럼위원회(36명)의 추가 추천을 통해 204개의 자산 후

보를 수집하였고, 이 중 중복되거나 선정 기준에 부적

합한 경우를 제외한 150개 후보 대상을 연구하였다. 이

후 두 차례의 선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울디

자인자산 51선’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51

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가치 평가를 위하여 관련 

연구원을 위촉, 심화연구를 진행하였다. 후보 추천에서 

심화연구에 이르기까지 약 14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며, 

이 기간 중 심화연구 결과보고를 위한 콜로키움을 포함

하여 총 7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참여 연구인원도 

301명에 이른다. 

|전 |통 |건|축 |

01 경복궁 _ 경복궁은 유교적 질서와 풍수적 자연관이 조화롭게 디자인

된 조선의 정궁이다. 백악산의 능선과 처마의 선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사람이 하나를 이룬 디자인이다.

02 창덕궁 _ 창덕궁은 행정과 경제력이 집중된 실제적인 통치 공간으로, 

자연 지세에 맞추어 전각을 배치한 공간디자인이다. 자연지형에 적응하여 

얹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점과 행위를 고려한 디자인이다. 

03 덕수궁 _ 덕수궁은 격동기 구한말의 서양건축양식과 전통건축양식이 

공존하는 건축디자인의 보고이다. 역사의 시간에 따라 변해온 건축디자인

이 한 공간 내 집결되어 있으며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서사적 공간

디자인 텍스트이다.

04 경희궁 _ 경희궁은 궁궐의 규범보다 풍수설에 따른 사저의 일반 배치

법이 적용된 공간디자인이다. 일제에 의해 소실된 역사를 찾아 중건해야 

하는 공간이다.

05 후원(後苑) _ 후원은 자연을 병풍삼아 두른 우리 정원디자인의 표상

으로 지도자의 인격과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교육공간이었다. 전통 궁원

으로 자연과 상징공간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내는 디자인이다.

06 서울성곽 _ 서울성곽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구축된 것으로 서울의 

유·무형적 디자인텍스트이다. 서울성곽은 시대마다 목적과 이기에 따라 

생성·변화해온 사회적 산물이다.

07 숭례문 _ 숭례문은 서울의 얼굴로 자긍심의 건축이며 푯대의 건축이

다. 숭례문은 한양 정문으로서의 대표성과 서울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역

사의 산실이자 정신적인 상징이다.

08 흥인지문 _ 흥인지문은 한양의 실질적 출입문으로 풍수지리적 보강책

과 축조기술이 집약된 일종의 하이테크디자인이었다. 흥인지문은 한양의 

주요도로를 잇는 실질적인 출입문으로 순응의 형태, 중심의 장소, 공생의 

장소였다.

09 북촌한옥마을 _ 북촌한옥마을은 유교문화의 현재진행형 디자인이다. 

북촌한옥마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변천을 수용하는 유기적 생

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생성, 확산과 계승을 지

속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의 디자인 가치‘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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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9 20

16 17 18



4 5

49

42 43

33 34 35

36 37 38

39 40 41

18 2002 서울월드컵경기장 _ 메인스타디움2002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전

통의 조형 메타포로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의 조우를 실현한 건축이다. 

2002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전통의 이미지를 건축의 메타포로 활용하여 자

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도록 건축에 응집한 공간이다.

19 평화의문과 올림픽공원 _ 평화의문은 통일과 축제의 메시지를 담은 상

징적 기념비이다. 평화의문은 단청과 처마장식, 고구려 벽화와 탈에 이르는 

다양한 전통양식을 통해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을 형

상화한 통일과 축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각언어이다.

20 월드컵공원 _ 월드컵공원은 생태학적 실천이 있는 도시재생디자인이다. 

서울의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던 난지도를 자연생태공원으로 바꾼 것이 오

늘의 월드컵공원이다. 월드컵공원은 인간이 버린 땅을 반성적으로 회복하

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건강

해질 수 있는 실천적 디자인이라 하겠다.

|거|리|

21 광화문과 광장 _ 광화문과 광장은 세대를 이어 함께 호흡하는 문화와 경

관의 장(場)이다. 제 모습을 찾아가는 광화문과 그 앞에 조성될 광화문 광장

은 왜곡된 역사의 공간을 복원하는, 역사와 인간을 위한 비움의 공간 디자

인이다.

22 인사동 _ 인사동은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소통의 거리이다. 진귀한 물

건들의 집합처, 골동의 집합처이며 전통이 현대화되어 펼쳐지는 서울 한복

판의 난장이다.

23 명동 _ 명동은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 거리이다. 명동은 청각적, 시각적 

무질서함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일탈의 장소성과 그 중심에 위치한 참회의 

공간인 명동성당으로 인해 정화가 어우러지는 이중적 공간이다.

24 이태원 _ 이태원은 세계를 경험하는 이색적 도심이다. 이태원은 서울에

서 읽는 세계문화박물지이며 세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불가결의 도심공간

으로 문화간 소통의 실험장이다.

25 대학로 _ 대학로는 공연 예술의 장(場)이며 나아가 서울의 열린 무대이

다. 젊음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연예술의 장으로 젊음의 정신을 실험하고 

낭만과 열정을 나누고 느끼며 호흡하는 열린 공간이다.

26 홍대앞 _ 홍대앞은 다양하고 자생적인 창작 활동이 일어나는 문화생태

계이다. 홍대앞은 실험적 예술 창작 활동과 비주류문화의 일탈 공간이며, 대

중문화의 변주와 증폭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창작발전소이다.

|시 |각 |•|그 |래|픽|

33 수선전도 _ 수선전도는 유교적 정보디자인이다. 수선전도는 과학적 객

관성보다 감성적 주관성과 사용자 입장에서 활동범위를 고려해 편집된 정

보디자인이다.

34 동궐도 _ 동궐도는 권력의 상징화를 위한 정보디자인이다. 동궐도는 대

규모 화폭에 조감도식 시점을 통해 창덕궁과 창경궁 일대를 세밀하게 묘사

하였는데, 이는 권위와 권력을 상징화하기 위한 정보디자인적 접근이었다.

35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_ 정조대왕 원행반차도는 시대적 아이콘의 원형

이다. 정조대왕 원행반차도는 섬세한 표현을 통해 일련의 행사 진행 계획을 

그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행사를 가늠하도록 묘사한 살아있는 계획도이다.

36 겸재의 한양진경 _ 겸재의 한양진경은 서울의 과거와 내일을 보는 거울

|공 |예|•|의 |상 |

27 한양 목가구 _ 한양 목가구는 유교적 질서의 생활양식으로 계층적 취향

이 담긴 디자인이다. 한양 목가구는 인간적 스케일과 사용자의 공간과 취향

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다자인이다.

28 관복과 흉배 _ 관복과 흉배는 관직을 구분하는 표식디자인이다. 관복과 

흉배는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기표이면서 동시에 문양과 상징에 따른 역할 

태도를 부여하였다. 

29 활옷 _ 활옷은 왕실과 민이 함께 누린 복식문화이다. 활옷은 신분에 차

별 없이 왕실에서부터 민간에까지 평등하게 주어진 혼례의 축원과 벽사를 

함께 나눈 복식문화이다.

30 매듭 _ 매듭은 예(禮)를 완성하는 기호이다. 매듭은 주(主)를 보(補)하는 

장식디자인으로 주체가 되는 사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혹은 사용자에 따

라 형태와 상징성이 달라진다. 예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왕조는 매

듭을 통해 격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민간에도 널리 보급되었고 오늘에

도 활용되고 있다.

31 보자기, 궁보와 민보 _ 보자기는 트랜스포머이다. 보자기는 궁궐보자기

와 민간보자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와 쓰임의 가변성과 변용의 폭으로 

인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32 궁중음식 _ 궁중음식은 최격(最格)의 오뜨꾸뛰르(Haute Couture)이다. 

궁중음식은 오감과 한국의 미적 감성을 함축적으로 담아 표현한 음식으로, 

격을 갖추었으되 왕가와 반가가 음식을 통해 교류했던 열린 시스템의 디자

인 산물이다. 

이다. 겸재의 한양진경은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역사적 상황을 사생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대상의 거울이다. 

37 민화 _ 민화는 한양문화의 시각적 표현이다. 민화는 서민의 삶과 정서를 

익살스러운 조형언어로 표현한 버네큘러 디자인의 원형이다. 민화의 원류인 

세화(歲畵)는 정초에 액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임금이 신하에 내

린 것이다. 민간이 이를 복제하기 시작하면서 민화가 확산되었고, 재해석이 

더해져 해학과 풍자 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38 훈민정음 _ 훈민정음은 우리 디자인 생각의 원점이다. 훈민정음은 생각

(뜻)과 형태(꼴)가 일치하는 이상적 디자인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어울림

의 디자인이다.

|서 |울 |아 |이|콘 |•|상 |징 |

39 N서울타워 _ N서울타워는 도심의 네트워크이자 서울의 상징 아이콘이

다. N서울타워는 자연환경적, 전통역사적, 도시문화적 요소가 조화된 커뮤

니케이션의 장이다.

40 해치 _ 해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며, 서울 상

징 마스코트이다. 해치는 해학과 익살의 상상 동물에서 서울을 상징하는 마

스코트로 재탄생했다. 

41 소나무 _ 소나무는 늘 푸른 정신의 기표이다. 나무는 다양한 은유의 대

상 - 장수, 길상, 선비정신 - 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이 현대 가

치로 이어져 서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상징이 되었다.

42 은행나무 _ 은행나무는 유교도시 한양의 상징목이며 현재 서울시의 시

목이다. 은행나무는 유교도시 한양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도시를 다

채로운 풍경으로 빚어내는 가로수이다. 

43 호랑이 _ 호랑이는 벽사, 길상 등의 기표이며 동시에 해학과 풍자를 표

현하는 도구이다. 호랑이는 벽사, 길상, 익살, 풍자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 

친근한 동물로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활용되어온 디자인 콘텐츠이다.

|콘 |텐|츠 |

44 종묘·제례 _ 종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디자인이다. 왕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행하던 공간으로서 유교적 질서, 기능, 동선에 맞는 

형식 디자인이다. 필요에 따라 증축한 변화에 수용적인 디자인이다.

45 사직단 _ 사직단은 자연과 소통하기위한 공간디자인이다. 사직단은 자

연을 존중하는 정신이 표현된 공간이자 자연과의 소통을 위한 장소이며 땅

을 상징하는 네모의 기하학적 형태가 연출하는 반복 미학의 공간이다.

46 예술의전당 _ 예술의전당은 국제적 양식과 전통의 조화이다. 예술의전

당은 종합예술문화공간이며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이다.

47 국립중앙박물관 _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디자인의 본적(本籍)이다. 한

국인의 조형성과 상징체계, 서사구조에 관한 유형적 기록으로 구성된 경험

공간이며, 내외공간은 자연과의 조화, 열려있는 공간, 소통과 참여라는 한

국적 조형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48 수문장교대식 _ 수문장교대식은 살아있는 앨범이다. 수문장교대식은 시

대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앨범으로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눈

에 엿볼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의 소산이다.

49 서울설화 _ 서울설화는 시공을 넘는 은유의 미학이다. 설화는 변화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담은 서사적 디자인 텍스트이다. 

50 보신각 _ 보신각은 한양의 배꼽이자 배꼽시계이며, 시간의식의 역사적 

변화를 담은 디자인 콘텐츠이다. 오방(동서남북과 중심)의 중심인 보신각은 

전통사회의 시간의식, 생활의 리듬과 호흡을 보여주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시간의식의 사적(史的) 변화를 담은 디자인 콘텐츠이다.

51 남산봉수대 _ 남산봉수대는 과거의 미디어 시스템 디자인이다. 남산봉수

대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개방형 통신 시스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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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D-100일 기념행사 개최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을 계기로 서울시

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

해 준비해 온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D-100

일을 기념하여 7월 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

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D-100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디자인 서울’ 홍보대사 위촉

식,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9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영상을 통한 D-100선포식, 사전행사로 10

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

인 i-DESIGN 꿈나무 학교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D-100기념행사를 통해 서울시는 서

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준비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성공

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를 알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특히 어린아이에

서부터 중·고등학생, 디자인 전공 학생, 디

자인 산업 종사자, 디자인 교육자, 전문가 

등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 대한 바램

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며, 시민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디자인을 통해 즐거움과 

경제적 이익 및 취업의 기회 등 다양한 혜

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올해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잠실종합운동

장과 광화문광장, DDP파크 등 서울도심과 

한강둔치에서 확대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

림픽 2009는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수도서

울2010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

해 2008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8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더

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디자인을 사고, 

팔고, 배우고, 참여하고 즐기는 세계 대표 

디자인 시민축제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

이다.   

‘디자인 서울’ 홍보대사 위촉

이날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디자인서울 홍보대사는 팜 띠엔 반

(Pham Tien Van) 주한 베트남 대사, 필

립 티에보(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

스 대사,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Massimo 

Andrea LEGGERI) 주한 이태리 대사, 한

스 하인스브록(Hans Heinsbroek) 주한  네

덜란드 대사,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 페카 브리스토(Pekka Wuoristo) 

주한 핀란드 대사, 후안 레냐(Juan Lena) 

주한 스페인 대사, 토마스 쿠퍼(Thomas 

Kupfer) 주한 스위스 대사, 람란 빈 이브라

힘(Dato' Ram ran bin Ibrahim) 주한 말레이

시아 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 9명과 한국

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 김

영세씨로, 총 11명이다.

서울시는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디자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

요 디자인 선진국 및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참여국의 대사들과 한국을 대표하

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 서울 홍보

대사로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공개채

용 절차를 거쳐 권영걸(現 서울대교수) 전

임 본부장에 이어 서울시 디자인정책을 총

괄할 제2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 정

경원 교수를 최종 결정했다.

정경원 본부장은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 영국 맨체스

터 메트로폴리탄대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

디자인진흥원장, KAIST 대외협력처장, 세

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집행위원 등을 역

임한 바 있으며, 취임 전까지 KAIST 산업디

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디자인산업 전

문가다.

정경원 본부장은 영국에서 디자인 전략을 

연구한 후 KAIST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기

업디자인경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 KAIST 대외협력처

장을 지내면서 디자인을 통한 경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적용시켜 우리나라 디자인경영

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정경원 본부장의 영입을 통해 그

동안 기초를 닦아온 공공디자인은 물론 서

울의 디자인산업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

하는 등 디자인시정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디자인산업과의 만남

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된 서

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기간이 서울의 디자인 환경을 선

진화하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은 

디자인산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경쟁력

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디자인서울의 창이 커질수록 시민고객

의 감동도 커집니다. 산업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디자인산업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

해 디자인-패키징-광고-마케팅에 이

르기까지 종합적인 디자인서비스를 제

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디자인서울에 대한 시민고객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

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기본기와 최

첨단 역량을 확보하고, 시민고객의 마

음을 읽어 감동을 주며, 트렌드를 따르

려 하기보다는 리드하려 노력하고, 고정

관념을 타파해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여

야 합니다. 

시민고객과 함께 디자인을 매개로 즐겨

야  할 것입니다.       

- 취임사 중 발췌 -

디자인서울은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100일 앞으로 카운트다운!     
우리나라 디자인경영의 선구자 정경원 교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에 취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약력 

이          름 - 정경원(鄭慶源) 

학          력 

- ’78. 서울대 응용미술과 졸업

- ’80. 서울대대학원 공업디자인 석사

- ’82. 미국 시라큐스대대학원 산업디자인 석사

- ’89. 영국 맨체스터메트로폴리탄대 디자인전략 박사

경          력 

- ’79. 12 ~ ’84. 6 _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임연구원

- ’84. 9 ~ 현재 _ KAIST 교수

- ’95. 9 ~ ’99. 10 _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집행이사

- ’97. 2 ~ ’98. 2 _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 교환교수

- ’00. 2 ~ ’03. 5 _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 ’04. 8 ~ ’05. 12 _ KAIST 대외협력처장

- ’04. 9 ~ ’08. 10 _ 삼성전자 글로벌 디자인 고문

- ’08. 3 ~ 현재 _ WDC 조직위원회 위원

연구 및 저서 

- 「디자인 경영」 (안그라픽스, 2006)

- 「디자인경영 10포인트」 (한국디자인진흥원, 2008)

- 「세계 디자인 기행」 (미진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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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은 지금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서울시민

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통해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에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이밖에도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대학생 자

원봉사단 발대식과 서울시민들의 서울디자

인올림픽 2009에 대한 바램을 담은 영상

상영을 통한 D-100 선포식이 진행되고 어

린이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인 i-DESIGN 꿈

나무 학교가 사전행사로 시범개최 되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 1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서울디자인올림픽 대학생 자원봉

사단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 바라는 희망메시지를 적은 대형 

조각보 퍼즐 조형물을 만들어, 행사 참석

자들과 함께 조각보를 완성하며 서울디자

인올림픽 2009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

였다. 이 조각보 퍼즐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진행되며, 온라

인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

다.(sdo.seoul.go.kr) 이들은 서울디자인올

림픽 2009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10

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의 초·중 

및 유아 교육 교사로 활동할뿐 아니라 전시 

프로그램의 도슨트로도 활약하는 등의 직

접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서울디자인올림

픽 행사기간 중 현장근무요원, 명예기자 등

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D-100 행사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명

예기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취재하고 온

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디자인 전공 학생, 관련 기업, 일반 주

부 및 아이들, 외국인 등 다양한 서울의 구

성원들의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 대한 

바램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시민들의 바

램을 들어보고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준

비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도 가

졌다.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하며 창의력 
키우는 i-DESIGN 꿈나무 학교 개최

특히 이날 오전에는 20여명의 어린이

들이 참석, 디자인교육을 체험해 보는 

‘i-DESIGN 꿈나무 학교’가 시범운영 되었

는데, 오는 10월에는 i-DESIGN 꿈나무 학

교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이 운영되어 어린이, 가족, 시민들이 디자인

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10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현장에서 펼쳐져 디자인에 대한 인

식을 자연스럽게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많

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상징 ‘해치’를 응용하여 만

든 캐릭터도 등장하여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하였는

데, 캐릭터 ‘해치’ 는 향후에도 ‘i DESIGN’ 

이라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디자인 영역의 경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

로서, 행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

체들은 8월 21일까지 서울디자인재단에 신

청하면 된다. ※ 문의: (02)3705-0087

[서울시-휘슬러 코리아]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10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 

(i_DESIGN Academy)’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에

서 휘슬러 코리아(주)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프로

그램 ‘10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디자인 서

울의 미래주역인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

그램을 시범 진행하였다. 

특히, 10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그램

(i_DESIGN Academy)의 주요 행사인 ‘아이

디자인(i-DESIGN) 꿈나무 학교’는, 오는 10

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

장 보조경기장 내 텐트교실 22개 클래스에

서 만 2~3세 유아 및 만 4세에서 12세까

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3회, 30명

씩 총 4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같

은 장소 에어돔에서 운영되는 ‘아이디자인

(i-DESIGN) 체험물 탐험학교’는 국내외 유

명 디자이너 작품 100여점을 통해 디자인 

교과과정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1일 

6회, 600명씩 행사기간 동안 약 7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갈 예정이다.  또한 주

경기장 세미나실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흥

미 증진과 소질 개발을 위해 컴퓨터 디자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디자인 캠프’ 

행사 등 다양한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

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휘슬러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그린 쿡 디자인 요리교실’ 

및 ‘사랑나눔 희망사과 만들기’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홈페

이지(sdo.seoul.go.kr)에서 오는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서울 홍보대사 명단
(총11명)

팜 띠엔 반 

Pham Tien Van

주한 베트남 대사 (2005.4.7 부임)

필립 티에보 

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스 대사 (2005.10 부임)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 

Massimo Andrea LEGGERI

주한 이탈리아 대사 (2006.8 부임)

한스 하인스브록

Hans Heinsbroek

주한 네덜란드 대사 (2006.11 부임)

마틴 유든

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 (2008.2 부임)

후안 레냐 

Juan Bautista Lena Casas

주한 스페인 대사(2008.11 부임)

후안 레냐 

Juan Bautista Lena Casas

주한 스페인 대사(2008.11 부임)

김영세 (산업 디자이너)

• 現 이노디자인 대표

토마스 쿠퍼 

Thomas KUPFER

주한 스위스 대사 (2008.11.2 부임)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 한국패션협회 이사

람란 빈 이브라힘

Dato' Ramlan bin Ibrahim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2009.2.2 부임)



10 11

서울시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서울 프로젝트의 기획·연출·실

행할 총감독으로 나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교

수를 6월 30일 선임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나건 WDC총감독의 지휘아래, 세계디자인수도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시킬 예정이다.

WDC서울2010은 금년 12월 전야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세계

디자인도시서미트와, 서울디자인자산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진디자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디자인 액션플랜사업들에 대한 서울

시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 석사와 미국 TUFTS 대학

에서 공업디자인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

인전문대학원(IDAS)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 ‘디자인혁신센터장’,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장’ 등을 

맡고 있으며 각종 디자인 전략과 디자인경영 컨설팅 뿐만 아니라 

‘제43회 한국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2005 광주 디자인비엔

날레 추진기획위원’,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 컨퍼런스 논문 심사

위원’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9년엔 

Red Dot Concept Award 심사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나건 WDC총감독은 “다양한 디자인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디자인수도서울의 국

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WDC서울2010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WDC서울2010 총감독 프로필 

이          름 - 나 건 (羅建) ｜ 생년월일 : 1959. 09. 30

소속 및 직책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교수

 -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 센터장

학          력 - ’96. 美 TUFTS University 공업디자인 박사

 - ’8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 석사

 - ’83. 한양대학교 공학사

주 요 경 력 - ’00. ~ 현재 _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교수

 - ’02. ~ 현재 _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 센터장

 - ’03. ~ ’06 _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원장

 - ’00. ~ ’03 _ 디자인혁신센터(DIC) 센터장

주요활동내역 - ’08. 5 ~ 현재 _ 한국디자인지식포럼 회장

 - ’08. 3 ~ 현재 _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부회장  

 - ’08. 1 ~ 현재 _ 인간공학디자인상 위원회 위원장  

 - ’08. _ 제 43회 한국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 ’08. _ 서울디자인올림픽 컨퍼런스 논문 심사위원   

 - ’06. _ 차세대디자인리더 육성사업 심사위원(위원장)

 - ’05. _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추진기획위원

주 요 출 판  - Office Ergonomics (역서)/퍼시스북스/2006

 - Hot Trends 40(공저)/한국트렌드연구소/2008

 - 디자인마인드 갖기! 디자인발전소(저서)

    비주얼스토리공장출판부/2008

 - 디자인 실행하기! 기획 발전소(공저)

    비주얼스토리공장출판부/2007

디자인서울은 지금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서울2010 

총감독 나건(羅建)교수 선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색 이야기, ‘자연, 문화 그리고 서울색’ 출간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서울의 

인문, 인공,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추출하여 정립된 서울색에 관한 

내용과 그 배경 스토리가 책으로 엮어졌다.  

‘자연, 문화 그리고 서울색’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에서는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결과, 그리고 서울색의 추출 및 연구 과

정 등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색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서울색 

정립 이후 적용된 각종 사례들을 수록하여 디자인서울의 변화상

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세계적인 색채디자이너 필립 랑클로의 ‘환경, 건축 그

리고 색’의 별책으로 발간되었으며, <세계의 색 : 색채 지리학 

Couleurs du Monde : Geographie de la Couleur>을 번역한 ‘환

경, 건축 그리고 색’은 세계 각지의 주거 색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랑클로 부부는 수십 년에 걸친 여행과 현장 분석, 체계적인 조사

를 통해 다양한 주거지의 색채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지형, 기후, 

빛, 사회문화적 관습, 지역 전통, 건축 기술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각 나라와 각 지방의 풍경마다 서로 다른 건축적 개성과 특징적

인 색채를 부여한다는 ‘색채 지리학’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서울색 또한 서울의 자연, 인문, 건축, 전통 등의 요소들에서 추출

한 것으로 랑클로의 ‘색채 지리학’ 개념을 같이 하고 있다. 

“나의 책은 세계 11곳의 전통적인 주거 지역에 대한 ‘색채 지리학’

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기

까지 나름의 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된 한국의 상황에서 서울시 역시 우리 못지않게 색채 변화

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서울색’이 발표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

다. 한국에서 진행된 우리의 프로젝트와 거의 동시에 ‘서울색’이 

개발되었고, 또 이렇게 이 책에 소개되니, 한국의 색채와 나의 인

연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2009.5 파리에서 장 필립 랑클로 (한국어판 서문 중 발췌)

책의 규모는 A4변형판 16쪽으로 서울색을 추출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과정을 알기쉽게 표로 정리하였으며, 서울현상색250, 서울지

역색50, 서울상징색, 서울기조색 그리고 서울색 적용 사례를 사

진과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서울색이란?’ 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색

을 추출하기 위하여 대표항목을 선정하는 과정과 색을 측색하는 

방법 등 연구의 흐름을 서술하였다.

서울색 추출을 위한 분석에서는 서울의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

문환경을 분석하고 색채팔레트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주요 이미지를 통해 서울지역색50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서울대표색10은 각 색상의 추출배경에 따른 색 이름의 소개와 선

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서울상징색과 서울기조색의 의

미를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서울색 활용사례를 통해서는 서울색을 적용하여 새롭게 변모하

고 있는 도심의 가로판매대, 사설안내사인, 환경미화원 근무복, 

해치택시, 서울정보문양 디자인맵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고 

서울색 활용을 위한 도구인 서울색표집을 소개하고 있다.

발간 의미

이 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색 정립의 의미와 과정을 소개, 시

민들과 관련 전문가, 학생들이 서울의 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서울색은 우리나라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최초로 정리되고 구조

화된 색채 사례이며, 색채전문분야에 서울색의 연구 과정을 소개

함으로써 서울색 정립을 공표하고 합리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색 스토리, 
‘자연, 문화  그리고 서울색’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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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색, 도시를 물들이다
서울시가 서울시 색채환경 개선 및 고유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

하여 개발한 서울색을 공공공간에 적용하여 '서울색 공원(Seoul 

Color Park)'을 조성하고 있으며, 8월부터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색 공원 조성사업'은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교량하부에 한강공

원 특화사업과 함께 조화롭게 조성 될 예정으로, 그동안 황량하고 

어두웠던 이미지의 교량하부가 밝고 쾌적한 이미지로 개선되어 한

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

상적 디자인 체험으로 자연스러운 예술감각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서울색은 지난해 5월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인공·인문 환경색을 

추출하여 서울시민의 정서를 담아 ‘서울상징색’인 단청빨간색과 

함께 '서울대표색10', '서울지역색50', '서울현상색250', '서울권장색

600'을 선정·발표된 바 있다.

세계 선진도시에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표현하는 색이 있다. 독일 

베를린은 통일 후 도시의 색을 정립해 세계적 도시로 다시 급부

상하는데 성공했고, 시드니, 요코하마 등의 도시들도 도시 고유의 

색을 찾아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색의 정립은 '우리의 색을 찾아서 자부심을 갖고 질서 있게 사

용하자'는데 의의가 있으며, 글로벌 Top 10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

시가 도시 고유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의 

하나로써 서울색을 통해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갖춰 나가고자 하

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색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거리에 통합되어 

쾌적해 보이도록 기와진회색과 돌담회색 등을 적용하고, 가로에서 

눈에 잘 보여야 하는 것에는 단청빨간색, 꽃담황토색, 남산초록색 

등과 그 계열색들을 적용하여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 서울색을 우리의 색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서울색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특히, '서울색 공원 조성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여의도특화

지구사업과 함께 계획되었고, 7월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

터 여의도한강특화지구와 함께 조화를 이뤄 한강의 아름다운 경

관과 함께 '서울색 공원'의 가치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색 공원

◀ 서울색 공원

▼ 서울색 공원 조성 전

디자인서울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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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의 여름은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 

등에 의해 외곽지역보다 더욱 무덥다. 이러

한 도심 속 무더위를 씻어내기 위해 자치단

체에서는 공공공간에 자연과 물을 끌어들

이는 친수공간 사업이 한창이다. 도심 속의 

친수공간은 물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청

량감을 느끼게 하며, 실제로 열섬현상을 완

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변공간과의 

연계성, 맥락을 무시한 채 공간을 잠식하는 

형식의 친수공간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

을 초래하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7차 심의에는 광진구 능동로 인근 보도에 

실개천을 조성하는 친수공간 계획이 심의

에 상정되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대공원역

과 구의사거리를 연결하는 연장 1km구간에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

용은 실개천의 조성이지만, 이 사업을 통하

여 노후된 포장재와 옹벽마감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장과의 연결을 향상시키는 등 보도

환경의 전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초기 

상정안은 무리하게 수공간을 도입하여 지나

치게 보도를 점유하고, 과도한 장식과 연출

로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조성하는 등의 문

제가 지적되었다. 이후 49차 심의에서는 일

정 보행폭을 유지하는 가운데, 녹지대-보

도-실개천의 공간구성을 갖는 안으로 조정

이 이루어졌다. 박미호(동국대 연구위원)위

원의 자문을 통하여 벽천, 분수 등의 시설물

이 과도했던 부분이 실개천과 녹지가 조화

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는데, 녹지의 경

우 어린이대공원측 경사면을 활용하도록 하

여 공간의 점유를 최소화하면서도 녹시율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도시의 시민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물을 매개로 하여 도시공간과 시민이 친화

적으로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

시를 활기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

이 애용하는 친수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과

도한 시설물을 끌어 들이기보다 물이 지닌 

자연스러움을 살려야 한다. 조성될 장소의 

입체적 공간형태와 물이 지닌 물리적, 감성

적 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실개천 조성 평면도 ▲

프로젝트 개요

과업명 | 광나룻터 실개천 조성공사

발주처 | 광진구청

최종 심의일자 | 2009년 7월 1일, 49차 디자인심의

도심에서 자연속을 걷는다

광나룻터 실개천 조성공사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사업을 살

펴보면 과거의 흔적을 모조리 쓸어내고, 새

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서울 내의 수많은 장소가 추억과 기

억을 잃어가고 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리

모델링도 그러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최

초 리모델링 계획안은 기존 건물의 연속성, 

역사성, 내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무시

한 채 일률적인 외장재 붙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 평면 역시 사용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과다한 실 배치로 인하여 채

광, 환기 불량, 복도폭 협소, 화장실 변기 수 

부족 등 공공기능도 미비한 상황이었다.

서울디자인위원회의 3차에 걸친 디자인자

문을 통하여, 문래청소년수련관은 과거와의 

맥락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

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우선 당초의 계

획안은 건물입면에 알루미늄 판넬을 붙이고 

유리창호를 전면 확대하여, 기존 건물 및 

내부공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탈바꿈하

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선된 계획안은 기

존 적벽돌 건물의 형식과 조형어휘를 유지

하면서도 현대적인 조형으로 발전될 수 있

도록 소재와 개구부의 형태를 유지시키도

록 하였다.

내부 평면은 기능적으로 충분한 공용공간

을 확보하고 채광 및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실 배치가 전면 재조정 되었다. 특히 지상 1

층은 로비, 만남의 공간 등 다목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수영장이 있

는 지하층에는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단지 현대적인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낡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도시를 낯

선 곳으로 변화시킬 뿐이다. 장소의 기억, 

그 익숙함이야 말로 디자인이 보존해 나아

가야 할 가치가 아닐까..

프로젝트 개요

과업명 | 문래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발주처 | 영등포구청

최종 심의일자 | 2008년 10월 23일, 55차 디자인자문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곳

문래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 자문결과 반영 후

▲ 변경 전(위),  변경 후(아래) ▲ 변경 전(위),  변경 후(아래)

▲ 리모델링전 모습

▲  초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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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을 맞이하여 뉴욕 시민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뉴욕 맨하탄의 관

광명소가 또 한곳 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올해 6월 9일 총 길이 약 2.33km의 

새로운 야외 공원인 High Line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High Line 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상보다 높은 고가철로였다. 뉴욕시 맨하

탄의 서쪽 끝, 허드슨 강변의 이 고가철로는 1930년경에 완공되어 1980년까지 수송열차가 

운행되었다. 이 철도는 맨하탄의 첼시, 미트패킹 구역의 갱스부르트 스트릿에서부터 34가

의 서쪽 끝 10번, 11번 애비뉴까지가 이 철도의 구간이었다. 당시에 이 철도는 산업용도로 

주로 허드슨 강변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운행이 중단된 후 그 이후로는 더이상의 이용가치가 사라져 단지 옛 기억만을 남긴

채 버려졌던 상태였다. 

High Line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시작된 해는 1999년도였다. High Line 인근 주

민들이 Friends of High Line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 버려진 시설물을 보존하고 새로운 야

외 공간으로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때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진 구조물로서 한때 철거위기에 처했던 이 철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재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된 것이다. 이후 뉴욕시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며 

고가철도 시설물의 보존 및 재활용 사업에 착수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완

공된 구간은 갱스부르트 스트릿에서 34가까지의 총 계획구간 중 1단계 구간으로서 갱스부

르트 스트릿에서 부터 20가 까지이다. 

멀리서 새롭게 단장한 High Line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창한 주말이라 벌써부터 많은 사람

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고가철로가 왕래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

습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14가쪽에서 입구를 찾다가 결국 시작지점인 갱스부르트 스트릿

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원래 High Line의 1단계 구간에는 총 5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현재는 임시로 시작지점인 갱스부르트 스트릿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열차들이 운행되던 철로의 흔적들과 이후 버려진 시간동안 자라난 수목들, 그리고 야외벤치

와 같은 공원 시설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래된 고가철로라는 공간적으로 협소한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여 자연과 숨쉴 수 있는 야외공원

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역할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고가철로를 살리다보니 기존 건물의 하단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치 

일련의 스테이지들을 통과하는 놀이동산의 내부에 잠시 들어온 것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독특하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또한 지상 위 9m의 높이에서 주변을 바라보다보니 똑같은 

일상의 모습이라도 평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이 참 좋았다. 

평범한 뉴욕의 거리에서, 그리고 허드슨 강변의 산책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는 다른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뉴욕의 모습은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다른 색다름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살던 소호 거리가 패션과 소비의 첨단을 달리는 중심

지가 되었듯이, 오래되고 낡은 철로에서 뉴욕 시민들의 또다른 쉼터로 탈바꿈한 High Line

이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패션과 문화의 또다른 메카가 된 미트패킹 구역에 어떠한 

색깔을 덧입혀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현재 1단계가 완공된 High Line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꾸준한 관심을 통해 이룩한 시민 주도형, 참여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그 의

미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무도 찾지않는 버려진 철로는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처

럼 뉴욕 시민들의 쉼터로 멋지게 탈바꿈하였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도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듯 남겨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새로움이 계속해서 덧입혀

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시의 재생은 이렇듯 버려지고 더이상 가치가 없어보이는 것에

서조차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참고자료 : The Official Site of the High Line and Friends of the High Line (www.thelhighline.org)

사진·글 | 최연주 Graphic Designer(해외 통신원), 박종윤 Graphic Designer

뉴욕시의 새로운 명소

① 외부에서 본 High Line 모습. 건물사이로 통과하고 

있는 High Line

② 철로가 꺾이는 지역에 마련된 공간. 벤치 끝 도로와 

가까운 곳은 유리로 막혀 있어 안전하다. 도로 위

에서 맨하탄 전경을 보는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③ 14 Street에 있는 출구 모습. 계단 옆을 유리로 

막아 내려가는 시민들이 잔디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④ Gansevoort Street 부터 16 Street 부근 까지의

High Line 모습. 철도의 흔적을 살린 정원 디자인과 

벤치, 외부 건물과의 조화가 인상깊다.

1

3 4
2

① Gansevoort Street 부터 16 Street 부근 까지High Line 모습. 

② 자세한 High Line 입구 모습. High Line 로고와 안내 표지를 볼 수 있다. 

③ 철도를 따라 만들어진 정원과 안내판, 조명 

1

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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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떠들썩했다. 이토록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특수한 문

화를 내포하고 있지만, 역사적 원인과 경제·사회와 도시발전으로 

원래의 풍모는 조금씩 퇴색되어가고 있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시는 대규모 도시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한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의 풍모 보호사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2007년 5월부터 치엔먼 따지에는 개·보수에 들어갔다. 

역사상 이미 몇 번의 개·보수가 있었지만, 약 70%에 달하는 건축

물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무엇보다 역사적 건축물의 복구에 중

점을 두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치엔먼의 개·보수는 베이징시 

최대 규모의 옛 도시구역 개조 프로젝트로, 건설부지는 22만4000

㎡, 설계 건축면적은 40만2000㎡에 달한다. 이는 역사상 가장 다

수의 건물에 영향을 갖고,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를 띄며, 수익대중

이 가장 많은 공사이다. 성실한 연구와 국내·외로 여러 계획방안

들의 수집과 더불어 16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4년 동안 32차례에 

이르는 방안연구, 논증과 추리, 주민들의 좌담과 방안전시, 투표를 

통한 선정 등의 방식을 거치는 등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

게 수렴하여 계획방안을 한 단계씩 진행해갔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충실한 고도풍모의 원형복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첫째, 고

도 베이징의 특색과 번화를 전반적으로 재현, 둘째, 현존문물, 점포

조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호와 구제, 셋째, 치엔먼 지

역 뒷골목의 정취와 전통 있는 점포의 보호와 구제라는 3가지 중

요한 원칙을 제의하였다. 최초의 방안은 명·청 시대의 고풍스러움

을 복원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일찍이 8국 연합군 침략시기에 전부 

소실되어 베이징 토박이들에겐 그 인상이 그리 깊지 않다는 이유

로 청대 말과 민국 초기에 형성되어 1920, 30년대에 이르러 흥성한 

모습으로 확정하고, 당시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진

행되었다. 북쪽지역은 역사유적건물의 보호를 위주로 9동의 20,30

년대 고건축은 보존하고, 중앙부 지역은 역사상 상징적인 41개의 

파사드와 경관을 회복하며, 남쪽부분은 기존의 현대건축을 보존함

과 동시에 상업적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치엔먼 따

지에는 고도풍모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대상업기능이 결합된 성격

으로 정의 내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치엔먼 따지에와 더불어 이와 

연결된 남북향4개의 길, 동남서북향의 22개의 골목길을 5개의 기

능구역으로 나누었다. 즉, 치엔먼 따지에는 보행상업거리로 정하고, 

전통상업 및 여행상품구역, 우수숙박구역, 4)사합원(四合院) 체험

구역, 오락 및 휴식공간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건축적 개·보수와 함

께‘점포모집’또한 주목할 만한 문제였다. 이 지역의 깊고 두터운 역

사문화를 전승·구현하여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각지의 민족특색상업 브랜드와 전통 있는 점포를 주요 대상

으로 점포모집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1920, 30년대에 이미 품질 

좋은 해외브랜드가 이곳에서 영업 중이었듯이, 새로운 치엔먼 따지

에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를 도입하여 상업품질을 높이고, 예전과 

매우 흡사한 생기 있는 상업분위기를 주도록 하였다. 점포모집은 

치엔먼 따지에의 양측에 해당되며, 모두 6.6만㎡ 약 180개의 점포

에 집중되었다. 주요 품목은 식음, 소매와 서비스의 3종류였다. 그

리하여 위에셩자이(月盛斋)양념 육고기 전문점, 칭린춘(庆林春)차 

전문점, 취엔쥐더(全聚德)오리구이 전문점, 뚜이추(都一处)샤오마

이 전문점, 따베이(大北)사진관, 통런탕(同仁堂)약국, 중국서점(中

国书店), 샹쥐궁(祥聚公)제과점, 통싼이(通三益)토산식품 전문점, 

창춘탕(长春堂)약국, 이티아오롱(壹条龙)양고기 전문점 등 이곳에

서 나고 자란‘전통 있는 점포’13개가 모두 재 입점하는 동시에 루이

얼마 전 휴일, 석재 블록길로 단장한 보행도로와 옛 베이징 거리를 

상징하는 새장 모양의 가로등, 추억을 실은 1)당당차(当当车)를 복

원하고 탕후루와 같은 길거리 군것질거리도 다시 거리를 채우며 옛 

베이징 문화의 상징으로 재 탄생한 치엔먼 따지에(前门大街)를 둘

러보고, 이곳의 라오쯔하오(老字号:역사가 오래된 가게)가운데 하

나인 2)뚜이추(都一处)샤오마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당 앞에

서 한 시간 가량 줄을 서며 기다리는 것은 나에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이들만의 문화인데, 옛 베이징의 거리 풍경과 몇 분마다 종을 

치며 운행하는 당당차가 있는 경관 가운데에선, 나도 모르게 그 지

루함을 즐기며 오래된 베이징 문화 속으로 젖어 드는 느낌이었다.

베이징 내성의 정남문인 치엔먼은 파란만장한 중국현대사를 지켜

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며, 한 성루의 이름이자, 한 지역의 대표이

며, 많은 사람들이 치엔먼에 도착해야 비로소 베이징에 왔다고 생

각할 정도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명·청시대 이래 이곳은 

건축문화, 상업문화, 민속문화, 연극문화가 발달한 특색 있는 지역

으로, 옛 베이징의 거리풍경과 사적(史迹) 문물보전이 완벽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살아있는 민속풍속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베이

징 사람들의 치엔먼에 대한 애정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일상생활

에서 시시때때로 나타났으며, 샹성(相声:만담), 베이징친슈(北京琴

书:전통악기와 함께 창을 하는 설창문예), 징윈따구(京韵大鼓:큰북

과 함께 하는 설창문예) 등 베이징 지방문화의 발상지로, 문화의 폭

이 넓고, 깊으며, 독특한 심오함이 있다.

영정문(永定门)에서 종고루(钟鼓楼)까지 이어지는 전장 7.8킬로의 

중심축은 세계 상 현존하는 최장의 도시중심축으로, ‘베이징의 생

명선’이라고까지 불리운다. 이러한 중심축 상에서 고궁과 가장 가

까운 부분에 위치한 치엔먼 따지에는 이 지역의 중심거리로, 북으

로는 정양교 3)오패루(五牌楼)，남쪽으론 주시구(珠市口)까지 이르

는 전장 840미터이다. 명나라 성조(영락제)시대에 수도를 베이징으

로 정한 이후, 22황제가 600여 차례의 천단(天坛)제사나 선농단 

제사를 위해 지나가던 어도(御道)이자, 베이징의 상업 중심지로서 

전통 상점들이 들어서고, 행인들이 북적이며, 가게마다 팔고 사는 

전통문화거리조성사례
① 전통모양을 모티브한 벤치와 맨홀

② 보호해야할 파사드는 공사중인 벽면 옆에 

    예전의 모습 붙여놓아 보행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③ 보호해야할 파사드(오른쪽에 중국서점, 장이위엔 차 전문점)

2 31① 오패루에서 시작되는 치엔먼 따지에

② 당당차의 모습

③ 치엔먼 따지에 예전 사진자료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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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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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샹(瑞蚨祥)실크 전문점, 상전거(尙珍閣)도자기 전문점, 우위타이

(吳裕泰)차 전문점, 네이롄성(內聯升)신발 전문점, 저우다푸(周大

福) 귀금속 전문점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숭문구(치엔먼 지역의 구

청)는 “치엔먼 전통 점포 발전기금”을 만들고 정부가 매년 1000만 

위엔을 전통점포의 임대료보조, 대출금이자, 지적소유권인정, 문화

개발활동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원가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애플 컴퓨터, 스타벅스, 삐아제, 로렉스, 아디다스, 나이키, 

프라다, 자라, 파라바게트, 미국식당‘M ON THE BUND’ 등 20여 개

의 국제적 브랜드들이 입점계약을 맺었다. 외관디자인은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추고, 점포의 내부는 기능을 중시한 현대적 디자인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치엔먼 따지에는 민족상업의 우

수한 제품과 전통 있는 상점, 국제적 명품브랜드를 전시함으로써, 

보행상업거리 내에서 역사, 전통과 함께 현대유행의 교착이 융합된 

모습으로, 각각의 특색기능구역 내에는 전통상업, 역사문화의 집중

된 모습으로 정비되어 뛰어난 문화도시로서의 베이징의 위상을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레포팅을 마치고 나서, 그간 치엔먼 따지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

었을지 궁금해졌다. 다시 찾은 그 곳…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간 덕

분에 예전보다 더욱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의외였

던 것은 도심의 중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노른자 땅에 

아직도 영업을 하는 점포가 적다는 것이다. 사기가 잔뜩 고양된 듯

한 느낌을 주는 “백 년 역사의 길이 곧 열립니다.”라고 쓰여진 비닐

보호막 사이로 공사하는 작업 소리만 새어 나올 뿐, 천천히 진척되

어가는 모습이 외국인인 내가 오히려 조바심이 날 정도이다. 찾아

본 자료 가운데 현재 중국정부가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

화사상, 그 중에서도 전통명절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치엔먼 따지에

는 이러한 민족전통명절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서 각기 다

른 전통명절의 문화속성에 맞춘 묘회 형식의 개최장소가 되는 것

이 이곳의 성격과 부합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떠오른다. 취

엔쥐더 재 개업 행사 모습에서와 같이 전통의 용춤과 사자춤이 공

연되는 떠들썩한 거리의 모습을 설날(春节)에는 볼 수 있을까... 걷

다 보니, 중심부에 자리잡고 한창 공사 중인 유럽의 패션브랜드 자

라(ZARA)매장과 그리고 이미 개점한 스웨덴 의류매장’H&M’이 눈

에 들어왔다. 서양 것도 중국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맞은 편 벤치에 앉아 건물양식과 매장분위기를 찬찬히 보고 있자

니, 중국 전통적인 외관의 건물 속에 서양의 현대 패션의류가 전시

된… 상반된 성격 때문에 더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건물들

이 비교적 정돈되어 보이는 치엔먼 따지에에서 서쪽으로 뻗은 대

표적 상업거리 “5)따자란(大柵欄)으로 걸어가 보았다. 고부리 만두

집, 역사가 깊은 동인당 약국, 골동품 시장인 유리창, 최초의 영화

관 ‘대관루’ 등 들쑥날쑥한 상점들의 형태와 입구마다 점포의 유래

나 역사를 전하는 안내판과 스테디 피겨들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새로 거듭난 치엔먼 따지에에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새

장과 보랑구(拨浪鼓)의 형태로 가로등을 만드니, 역사거리의 분위

기가 한층 살아난다는 의견과 성문토루(城门墩)를 본 따 만든 쓰

레기통의 형태가 이곳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야 한다는 의견은 숙제로 남아있다. 황제가 지나던 역사와 베이징

의 파란만장한 현대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상품들이 켜켜이 쌓

이고, 한데 어우러져 있는 거리 위에서 보호막으로 가려놓고 한창 

공사중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제막식에서 흰 커튼이 걷어지

지 않은 듯, 새로운 치엔먼 따지에가 보여줄 모습은 아직 더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글·사진 | 김이진 Designer(해외통신원)

|용 |어 |설 |명 |

1) 뚜이추(都一處) 샤오마이 전문점: 뚜이추의 유래는 건륭황제가 설날에 퉁저우(通州)로 민심

탐방을 나섰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하여 식당을 찾았다. 명절이라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유일하게 왕서복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름도 없는 한 식당만 영업을 하고 있어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맛이 아주 훌륭했다고 한다. 건륭황제는 “모두 명절을 보내느

라 바쁜데, 영업을 하는 집은 이 곳 밖에 없다”며 도성으로 돌아간 뒤 ‘도성에서 단 한곳’이라

는 뜻의 현판을 하사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해가지면 줄 서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

2) 당당처(当当車) : 1920년대 베이징 곳곳을 누비며 자리했던 궤도전차로, 전차가 달리며 철

로 만든 바퀴가 궤도와 마찰하면서 내는 커다란 잡음과 전차가 움직일 때마다 운전기사가 동

으로 만든 종을 '당당' 울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당당처'는 전차와 궤도는 프랑스에서 공급 

받고 전차선로는 일본, 엔진 등 설비는 스위스와 독일, 차량 보수설비는 영국에서 도입해 1924

년 12월 18일 정식 개통됐었다. 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운행됐던 '당당처'는 당시 선로가 

6호선까지 늘어 베이징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었으며 옛 베이징의 풍경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물로 기억되고 있다.

3) 오패루(五牌樓) : 치엔먼의 오패루는 치엔먼 따지에의 상징적 건물이다. 명조시대 처음 건축

된 오패루는 북경최대의 목재 오패루였다. 복원시에는 역사 기록사진과 문건기록을 토대로 옛 

형식 그대로, ‘오간, 육주, 오루 (五間, 六柱, 五樓)의 오패루 양식과 지붕면 형식은 행랑전의 양

식으로 유리기와를 올렸다.

4) 사합원(四合院) : 가운데 마당을 두고, 본채와 동/서 사랑채로 둘러싸인 전통 주택을 지칭하

며 중국 민가 중 역사가가 장 길고 널리 분포된 한족 민가 양식의 전형)

5) 따자란(大柵欄) : 따자란은 북경 역사상 가장 번화한 상업 오락지구였다. 명 효종 홍치원년

(1488년)에 베이징성 내의 큰 길가에 자란을 설치하고, 병사를 파견하여 방범활동을 하도록 명

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자란이란 철책울타리란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울타리의 사이사이 

설치된 방범초소이자 철책의 출입구로 봐야 할 것이다. 청대에 이르러 이곳은 이미 중요한 상

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청 조정은 자금성의 안전을 위해 외래인들은 밤에 베

이징성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 때문에 외지인들은 밤이 되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고, 이어 성문은 잠궈졌다. 밖으로 나가게 된 외지인들은 치엔먼 밖에서 숙식을 해야 

했고, 이 때문에 이곳엔 여관이나 식당, 오락시설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밤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절도나 범죄의 위험이 많았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이곳에는 다른 곳보다 유난히 큰 자란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따자란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자란이 상업지구로 번성한 이후 이곳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점포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통런당(同仁堂)약국, 마쥐위엔(馬聚

元)모자점, 리엔셩(聯升)신발점 등이 있고, 음·식류로 대표적인 쟝이위엔(張一元)차 전문점, 후

더푸(厚得福)식당, 그리고 오락으로 유명한 칭러위엔(慶樂園), 싼칭위엔(三慶園), 광더로우(广
德樓)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민국 초기에 이곳에 개업한 북경 최초의 극장 따관로우(大館樓)

영화관에서는 중국최초의 영화 <띵쥔샨(定軍山)>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중허시위엔
Zhonghe Theater

▼

류비쥐 장아찌 전문점
Liubiju Pickles Shop

▼

따자란 입구
Dazhalan Entrance

▼

셩시푸 모자 전문점
Shengxiu Hat Shop

▼

이티아오롱 양고기 전문점
Yitiaolong Mutton Restaurant

▼

치엔먼찌엔로우
Arrow Tower of Qianmen

▼

쩡양먼(정양문)
Zhengyang Gate

▼

스웨덴 의류매장 H&M 매장 입구 ▶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물디자인▲ 따관로우(大馆楼)영화관 – 따관로우에서 최초로 상영된 중국

    최초의 영화 <띵쥔샨(定军山)>을 만든 사람의 조각상이 있음

뚜이추 샤오마이 전문점
Duyichu, A Steamed Dumpling Restaurant

▼
▼

취엔쥐더 오릭이 전문점
Duyichu, A Steamed Dumpling Restaurant

▼
▼

우파이로우(오패루)
The Fifth Archway

▼
▼

징펑 철로 치엔먼 기차역(동역)
Qianmen Station of Jingfeng Railway (East St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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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et Calvert)’가 60년대에 레터링 디자인을 했던 ‘대영 철

도 사인 시스템’은, 90년대 ‘대영 철도’가 사유화됨으로써 사라

질 위기에 처했다. ‘A2 서체 회사’의 ‘헨릭 쿠벨(Henrik Kubel)’은 

마거릿 칼버트와 함께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를 디지털화하여 

사멸의 위기에 처한 이 서체를 구해내고 있다. (www.britanica.

co.uk) 기존에 이미 완성도를 갖추어 개발된 사인용 서체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본문용 서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이렇듯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FF CST Berlin 서체가 의도적으로 거리의 실제 모습, 즉 이미 적

용된 거리표지판 사인의 결과물만을 소스로 이용했다면, 브리태

니카 서체는 사인 원도 개발자가 직접 참여하여 원도를 바탕으

로 개발한다는 접근 방식만은 서로 다르다. 올레 셰퍼와 베레나 

게를라흐는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의 거리표지판을 샅샅이 리서

치 했다. 그들은 거리표지판 사인서체 개발자들이 당초에 품었던 

이상화된 제작의도보다는, 그 서체들이 생동하는 베를린 거리의 

실제 모습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을 서체 원도를 찾는 대신, 베를린을 직접 돌아다니

며 거리표지판의 글자체들을 수집했다.

그 결과 등장한 서체가 FF CST Berlin West와 FF CST Berlin 

East이다. 베를린의 견실한 폰트회사 폰트샵(FontShop)에서 이 서

체를 출시했다. FF(Fontfont)는 이 회사의 폰트임을 표시하고, CST

는 ‘City Street Type(도시 거리의 글자체)’의 약자임을 의미한다.

서 베를린 거리표지판 사인서체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간

다. 동서로 분단되기 전에는 베를린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헬베티카’라 할만큼 인기 있었던 ‘에르바 그로

테스크(Erbar Grotesk)’-야콥 에르바(Jakob Erbar) 디자인, 1926

년- 계열의 서체이다. 30년대 폰트이지만 80여 년이 지난 지금

도 여전히 현대적으로 보인다.

동 베를린 거리표지판 사인서체는 DIN처럼 엔지니어가 개발한 

전형적인 서체이다. DIN서체(DIN-Schrift)는 독일의 도로교통표

지판에 사용되는 일종의 국가공용서체로, ‘Deutsche Industrie-

Norm’, 즉, ‘독일공업규격’의 약자이다. 1950년경, 분단 후 동 베

를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인서체를 개발해냈다. 폭

이 좁은 ‘DIN 엥슈리프트(DIN Engschrift)’의 라인을 잇는 서체

로, 동 베를린 지역에서는 예컨대 ‘칼 립스크네히트 거리(Karl-

Liebsknecht-Straße)’처럼 공산주의자의 성과 이름을 모두 기념

하느라 거리 이름들이 길어지곤 했던 탓에 이렇게 폭이 좁은 서

체를 필요로 하게 된 것 같다.

이 동서 거리표지판 사인서체의 본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하

여 만든 디지털서체가 FF CST Berlin West Original과 FF CST 

Berlin East Original, 그리고 FF CST Berlin East Original Round

이다. 동 베를린 서체에 두  종류의 오리지널을 만든 이유는, 동 

베를린 거리표지판에는 글자를 플라스틱 판에 새긴 도구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마감을 가진 서체들이 나타났기 때문

Be Berlin!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2008년부터 표방한 캠페인이

다. Be 동사 다음으로는 으레 그렇듯이 도시의 장점을 그럴듯하

게 포장하는 형용사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지만, 다만 도시의 이

름 Berlin이 그 자리에 놓여있을 뿐이다. 틀에 박힌 하나의 형용

사로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삶의 양태가 얽혀서 고동

치는 유럽의 메트로폴리탄 베를린. 아이덴티티를 생성해나가는 

과도기의 도시. 이 도시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사들이 시민들

의 의견으로서 수렴된다. 곱게 꾸며낸 인위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미화하고 치장할 것이 아니라, 베를린의 솔직한 진짜 얼굴, 이 도

시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긍정성을 찾아나가

자는 취지이다.

선거에서 “나는 게이입니다. 게이인 것도 썩 괜찮아요! (Ich bin 

Schwul, und das ist auch gut so!)”라고 깜짝 발언을 했던 클라우

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베를린 시장, 그는 베를린의 분방

하고 거침없는 기질에 썩 어울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런 그가 

또 하나의 재담을 남긴 바 있으니,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

다(arm, aber sexy)’. 베를린은 거친 황폐함과 허름함까지 껴안고 

있는 도시이다.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찾아간다. 

FF CST Berlin 서체는 소위 도시미관을 위한 공용서체로 사용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베를린 시가 정책적으

로 주도한 사업이 아니라, 두 명의 베를린 시민이 자발적으로 상

용화를 목적으로 만든 본문용 디지털 서체인 것이다. 이 서체에

는 수십 년간 베를린의 거리표지판에 사용되어 온 사인시스템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베를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 모습 중 하나는, 한때 동서

가 이념으로 분단된 도시였다는 점이다.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

은 확연하게 서로 다른 외관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었

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베를린이 하나로 합쳐

지면서, 기존에 둘로 나뉘어있던 베를린 양쪽 지역의 고유한 공

공이미지의 차이가 급속도로 획일화되어 갔다.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다르게 디자인되었던 거리표지판 사인서체의 경우 역시 마

찬가지였다. 베를린의 타이포그래피 애호가들은 이런 획일화 현

상을 오히려 유감스럽게 여겼다. 베를린 시 당국 역시 거리표지

판 사인서체가 두 종류로 나뉘었으므로 도시가 일관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억지로 하나로 갈아엎거나 하

지는 않았다. 다만 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마치 서 베를

린의 디자인이 당연히 우월하다는 듯 서쪽에서 사용하던 사인서

체가 동쪽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2000년, 당시 갓 30대에 접어든 베를린의 젊은 서체 디자인 

전문가 올레 셰퍼(Ole Schäfer)와 베레나 게를라흐(Verena 

Gerlach)는 동쪽과 서쪽의 공공이미지가 수십 년 분단의 세월을 

통해 분리된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디지털화하여, 널리 상용 가

능한 서체시스템 속에 담아두고자 의기투합했다. 더 늦기 전에, 

동 베를린의 거리표지판 사인서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

추기 전에 말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영국에서도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순전히 공공 사인의 용도로만 개발되었던 

‘대영 철도 사인 시스템’ 서체가, 한 벌의 완성된 캐릭터 세트를 

갖춘 본문 텍스트 용 디지털 서체로 상업화되었다. 이 디지털 서

체의 이름은 ‘브리태니카(Britanica)’. 스위스 ‘헬베티카(Helvetica)’ 

서체의 영국적 등가물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마거릿 칼버트

서울시의 서체와 베를린시의 서체는, 그 태생적 배경이 뚜렷이 다르다. 서울서체가 도시‘를 위해’ 태어난 서체라면, 

FF CST Berlin 서체는 도시‘로부터’ 태어난 서체다. 서울서체가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조하기 위한 공공의 목

적으로 만들어졌다면, FF CST Berlin 서체는 베를린 본연의 이미지를 꾸밈없이 보존하려는 개인들의 의도를 반

영하는 사례라 하겠다.

베를린의 거리표지판 
FF CST Berlin 서체

▲ FF CST Berlin West Original 서체 ▲ FF CST Berlin East Original 서체

◀ ▼ 동 베를린 거리 양쪽의 표지판 중 

새로 교체된 표지판 하나만 서 베를린 사인서체로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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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컬러를 읽다

목   차  01 _ 색의 이해 

02 _ 색의 표현

03 _ 색의 이미지 표현

04 _ 색의 실무 색채 계획

05 _ 실무 배색의 효과 및 적용 사례

06 _ 실무 배색 차트 및 효과

부록 1

부록 2 

| 책소개 |

세계 유명 도시 속 Sign Design을 통해 보다 쉽게 컬러 감각을 배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이론과 활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색

의 기초부터 색의 활용까지 차근히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색

상환이나 배열표 등을 통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감각적이

고 세련된 도시 속 Sign Design 이미지를 통해 실용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색의 이론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색의 기

초 이론과 색의 다양한 이미지를 접하고 색의 배색과 적용 예제를 

통해 색을 이해하고 색의 다양한 감각을 끌어낸다. 특히 공공 디자

인의 적용 사례나 도시 주변의 그래픽을 예로 제시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록에는 실용적인 실무 이

론들을 담았다. 

| 책소개 |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지침서. 정보 시대를 맞아 디

자인과 경영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데 필요

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경영에 대

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21세기 경쟁시대에 전

문가들의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 

방향과 실천 수립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경영 

목   차  01 _ 서론 : 디자인 환경의 변화 

 02 _ 1부 : 디자인 경영의 이론 

  2장 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3장 디자인 경영의 역사 

  4장 디자인 경영의 본질 

  5장 디자인 경영자 

 03 _ 2부 : 디자인 경영 다이나믹스 

  6장 디자인을 위한 기획 

  7장 디자인을 위한 조직화 

  8장 디자인을 위한 지휘 

  9장 디자인을 위한 통제 

  10장 결론: 열리는 디자인 경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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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서 읽기

이었다. 끝이 직각인 서체는 오리지널, 끝이 둥근 서체는 오리지

널 라운드로 각각 개발했다.

서체 디자이너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FF CST Berlin 서체가 

본문 텍스트 용 타이포그래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디지털 서

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좀더 무난하게 다듬었다. 서체로서

의 본연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오리지널 외에도 레귤

러, 미디엄, 볼드 체를 추가했다. 독일에서는 너무 자주 사용되는 

DIN 서체의 대안으로서 쓸 수 있도록, 그 용도도 분명하게 제시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 벌의 완성된 서체는 다음과 같은 스

타일들을 포괄한다. 

- FF CST West : Original, Regular, Medium, Bold 

- FF CST East : Original, Original Round, Regular, Medium, Bold

2008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

체를 발표했다. 특정 도시의 이름을 가진 서체들이 라틴알파벳 

서체 중에는 드문 건 아니지만, 그 서체가 실제로 해당 도시의 

공공 디자인과 관련을 가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서체와 FF 

CST Berlin 서체가 그런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서체와 베를린시의 서체는, 그 태생적 배경이 

뚜렷이 다르다. 서울서체가 도시‘를 위해’ 태어난 서체라면, FF 

CST Berlin 서체는 도시‘로부터’ 태어난 서체다. 서울서체가 서울

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조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면, FF CST Berlin 서체는 베를린 본연의 이미지를 꾸밈없이 보

존하려는 개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사례라 하겠다. 

베를린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폰트 디자이너들에게, 수십 년 된 

낡은 거리의 표지판과 간판의 사인은 새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영감의 원천이었다. FF CST Berlin 서체에

는 베를린을 살아가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익숙한, 그 거리의 이

름표 글자체가 본 모습 그대로 담겨 있다. 베를린 거리표지판의 

사인시스템이 뛰어나게 아름다워서도, 그것을 꾸며내거나 자랑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베를린의 솔직한 공공의 풍경이 이 

도시의 체질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체의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셈이다.

글·사진 | 유지원 타이포그래피 칼럼니스트(해외통신원)

pamina7776@naver.com

▼ FF CST East Original (위)

▼▼ FF CST West Original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