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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시선으로�본�건축물�미술작품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은�공공미술에�관심�있는�서울시민을�모집하여�사전교육, 현장활동�및�성과전시를�통하여 
시민의�공공미술�향유�및�참여를�확대하는�시민참여형�프로그램입니다. 2016년부터�시작하여�올해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건축물�미술작품의�오늘'을�주제로�공공미술�영역에서의 '건축물�미술작품'을�발굴하고�해석해보는 
시간을�가졌습니다. '건축물�미술작품'이�시민들의�일상�가운데�어떤�맥락으로�위치하며,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넘어서�우리�삶에�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지�분석하고�고민하며�활동을�진행했습니다. 

2019년 '건축물�미술작품'을�향한�공공미술�시민발굴단의�심도있는�답사와�조사�결과물은�앞으로�서울이 
풀어나갈�공공미술의�방향성과�또한�향후�거리에서�우리가�보게�될 '건축물�미술작품'에�어떤�영향을�미칠�수 
있을지�그에�대한�답을�찾는�귀중한�자료이자�초석이�될�것입니다.

이�지도는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의�현장�활동과�보고서를�토대로�만들어졌습니다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  김다은(큐레이터), 문청야, 신영희, 이선주, 이지민, 지춘우, 최보현, 이광순
|  김도연(큐레이터), 김명하, 김성현, 방지윤, 심의섭, 오미혜, 윤서희, 이미경, 이찬재, 최미진, 최은경
|  김지연(큐레이터), 김선미, 김선혜, 김선희, 김성진, 김지혜, 박민정, 장수종, 조현아, 최진우, 황혜리
|  박수지(큐레이터), 김윤정, 박소연, 박선화, 박소정, 송광찬, 이상화, 최영일, 최익주, 최인엽, 최혜경, 황재영
|  송고은(큐레이터), 고윤주, 구본준, 김혜진, 남규라, 박찬근, 안원지, 안진순, 이유정, 임보미, 장산아, 한태호
|  양세은(큐레이터), 김수빈, 김정미, 김태우, 박창근, 서한영, 신천연, 이은희,이정민, 정미경
|  양영숙(큐레이터), 강민주, 김명수, 김예찬, 김유정, 김혜성, 박소연, 배진희, 안성수, 이철호, 홍순하
|  윤윤상(큐레이터), 강성규, 곽은진, 김소이, 김예린, 나은영, 박경영, 박찬무, 이재영, 전채연, 최유진
|  최영애(큐레이터), 강인애, 김소영, 박선이, 박재관, 송수빈, 이수정, 이재찬, 이점석, 이진경, 정현숙, 홍예진
|  황신아(큐레이터), 김서란, 김원일, 박성연, 이지영, 이형석, 전수희, 정지영, 조채환, 최윤선

주최ㅣ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주관ㅣ (주)위누 발행일ㅣ2019년 9월

�����
���������
���

가족/민복진 
중구�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21세기의�가족의�의미와�가치를�찾고자�모자상을�중심으로�서울�구석구석을 
돌아본다. 과거와�달리�현저히�변모한�현대�사회의�가족�구성과�그�관계의 
다양성을�담은�작품들을�만나고자�한다.

청계천로�예금보험공사�앞에�놓인�작품이다. 아이의�키에�맞춰�어깨동무하듯 
어울리는�세�식구의�모습이�인상적이다. 민복진은 60여�년을�한결같이�조각 
작업에� 집중한� 작가였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소재로� 한 
작품을�즐겨�제작했다. 해당�작품�외에도�도심�곳곳에�민복진�작가가 ‘가족’,          
‘모성’을�표현한�다양한�작품을�찾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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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ies/
하우메�플렌자 
송파구�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아레나�광장

서울을�끝없이�순환하는�시계를�닮은 2호선. 바쁜�걸음�속, 시간에�쫓겨�서로 
보지�못하고�지나쳐�버렸던�공공미술을�만나본다. 

아레나� 광장에� 세워진 ‘Possibilities’는� 하우메� 플렌자가� 최초로� 한글을 
주요�모티브로�삼은�작품이다. 한글�외에도�알파벳과�라틴어, 히브리어, 힌디어 
등의� 글자와� 숫자가� 뒤섞여� 있으며� 높이 8.5m의�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만들어졌다. 플렌자는 “나의�작품은�늘�그�나라의�언어와�세계인이�공유하는 
언어의�조합으로�새롭게�만들어졌다”라고�설명했다. 희망적인�메시지를�주는 
작품이며, 타인의�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준비� 자세를� 취한� 조형물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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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M/유영효 
마포구�상암동�성암로
MBC신사옥

‘디지털미디어시티’의�공공미술�관찰. IT와�문화의�만남을�통해�가치를�창출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이� 지역은� 정책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안 
방향에 ‘미디어아트’를� 명시하였다. 정책의� 가이드가� 지역� 특성화� 전략에 
효과적으로�작동하는지�진단한다.

상암 MBC 신사옥을�상징하는�대표적인�작품이다. 인간이�미디어와�소통함을 
표현한�작품으로, 빨간색�틀은�미디어를�의미하며�이를�통해�사람과�사람이 
소통하고�있음을�나타낸다. 많은�외국인�관광객�및�상암에�방문한�사람들이 
기념사진을�찍고�가는�포토스팟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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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Deepenning/
올라퍼�엘리아슨 
용산구�한강로
아모레퍼시픽�신사옥

개인의� 취향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미술작품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 
사옥을� 중심으로� 사유재산� 건축물에� 들어선� 작품들을� 살펴보며� 건물주의 
취향과�공공성의�관계를�추적해본다. 

“빙하가�지표면을�침식한다”라는�작가의�의도를�담은�작품이다. 잔잔히�흐르는 
물과�이를�비추는�거울�같은�표면이 “순환”을�떠올리게�한다. 거울같이�풍경을 
비추는� 작품은� 이� 같은� 성질� 때문에�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 지하철 
신용산역에서� 공개공지를� 거쳐� 이� 작품에� 이르는� 동선이�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건물과�연결된다. 이처럼�작품이�연결과�순환을�의미하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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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imes/
가오�샤오우 
종로구�태평로
파이낸스센터

한국의�주요�현대미술�작가가�창작한�공공미술품을�살펴보며�우리에게�꼭 
필요한�예술작품의�형태와�가치는�무엇일지�살펴본다. 더불어�현대미술을�더 
쉽고�친숙하게�인식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자�한다.

이�작품은�현대�중국�사회에서�보이는�집단성과�거짓�행동에�대한�풍자적인 
논평을� 담고� 있다. 나란히� 인사하는� 자세, 상냥한� 미소는� 허위적인� 겸손과 
묵인으로�가득�찬�현대인의�행동을�과장되지만�유머러스하게�나타낸다. 반면, 
작품의�숨은�의도와는�달리, 건물�내부로�들어오는�통로에 ‘인사하는�사람’ 
이라는�설정으로�배치된�점이�아이러니하면서도�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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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MAN-WAVE/
정영훈 
송파구�올림픽로
파크리오�아파트

아파트�미술작품은�언제부터�시작되었을까? 단지�내에�존재하는�미술작품 
들이�시대�흐름�속에서�어떻게�변화해�왔는지�조사해본다. 서울 25개�자치구 
중에서�커뮤니티가�활발한�아파트의�입주�주민을�대상으로�주민참여형�공공 
미술을�진행하고, 공동주택에서의�개인의�삶의�질과�이웃과의�공동체가�더욱 
풍요로워진�사례를�실험해본다.

조별�발굴�활동을�통해�만난 5개 ‘동(洞)’의�아파트�단지�중, 조각�공원이�잘�조성되어 
있는�파크리오�아파트에�있는�작품�중�하나이다. 가장�중요한�미술의�모티브인 
인간과�자연이�서로�상호보완하며�완전한�이상향을�이루도록�하는�작품이다. 
자세히�들여다보면�금색�조형물인�사람의�뒤로�나선형의�원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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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피는�구조물-
아마벨/프랭크�스텔라
강남구�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실내외에�설치된�작품과�공간을�그려보는 '야외�사생' 방식으로�건축물�미술 
작품을�발굴�조사한다. 시민�발굴단이�현장에서�그린�그림과�짧은�글로�남긴 
기록을�통해�건축물�미술작품이�처한�현�상황을�시민들의�시선으로�본다.

스테인리스�스틸과�유리를�주요�건축�소재로�사용한�작품이다. 카오스적인 
거대한� 외관은� 엄격히� 계산되어� 스테인리스� 주조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실제� 비행기의� 잔해가� 사용되었다.  흉측한� 외관�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품이었지만� 아마벨�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철 
덩어리가�아닌�아름다운�디테일이�새겨져�있다는�걸�알�수�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모습으로만�작품을�판단하지�않았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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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Full/
김병진 
영등포구�여의대로
전경련회관

공공미술� 작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눈여겨�본�경험이�많지�않았다. 이번�활동을�통해�우리의�삶�가까이�있는 
공공미술�작품들을�찬찬히�들여다보고, 느껴보고, 서로�나누어보는�시간으로 
바쁜�일상에�작은�쉼을�선물해�본다.

한국�경제의�밝은�미래의�꿈을�품은 ‘달’을�표현하는�작품이다. 작품의�주요 
모티브인�달은 ‘풍요’를�상징하기도�한다. 선과�선이�만나�거대한�원을�만든 
모습이�웅장한�느낌을�준다. LED 조명에�따라�초승달, 반달�등의�모습을�나타 
내며, 조명은�저녁 6-7에만�가동한다. LED를�통해�달의�변화를�볼�수�있는 
것이�흥미롭고�퇴근�후�지친�일상에�위안을�줄�것�같은�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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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서사-서벌/
전수천 
중구�세종대로
서울시�신청사

서울시가�시민을�위해�제공하고�있는�공공공간에서�문화향유는�제대로�실행 
되고�있을까?  누구에게나�열려있고�공개되어�있는�서울시�공공기관의�건축물 
미술작품을�발굴해보자.

서울의�옛�명칭인 ‘서벌’을�작품�제목으로�가져와�서울의�생명력을�알알이�붙어 
있는�구조로�표현한�작품이다. 서울시청은�시민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 
공간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이처럼� 서울의� 중심인� 서울시 
신청사에�걸맞는�의미�있고�거대한�작품이�설치된�것이�인상적이다. 방울이 
모티브인� 이� 작품은� 보는� 이에게� 시각적� 활력과� 생의� 기운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전한다. 

�����������
���¡��
����

아트스페이스
(Serendipity/
이중근(기획전)) 
서대문구�연세로 
세브란스병원

병원이라는�의외의�공간에서, 전지적�병원�이용자�시점으로�경험했던�미술 
작품과의� 소통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병원에서의� 미술이� 단지�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유도하는� 매개체인지, 그들과의� 교감을� 통한� 공공성을� 유지하는 
지를�함께�생각해본다.

병원�본관에�예술�작품을�위한�전시�공간이�별도로�마련되어�있다. 휴게공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방문/관람을� 하고� 갔으며, 병원� 또한� 해당 
갤러리를�통해�잠시�쉴�수�있는�휴식의�공간, 문화적인�공간을�병원�이용객에게 
제공해주었다. 테마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시를� 준비해� 온� 히스토리를 
보면서�전시의�전문성과�이용객의�기대를�높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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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이�발굴한
작품 130개�중�주요�작품을

일부를�표기하였습니다

Possibilities/하우메�플렌자 
송파구�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아레나�광장

�¦����  £

£¦���§¨�� �

Over Deepenning/
올라퍼�엘리아슨 
용산구�한강로�아모레퍼시픽�신사옥

¤¦��©�©� �

Standard Times/
가오�샤오우
종로구�태평로�파이낸스센터

ª¦����� �

꽃이�피는�구조물-아마벨/
프랭크�스텔라
강남구�테헤란로�포스코센터

¥¦����¡���¦ £

아트스페이스
(Serendipity/이중근(기획전))
서대문구�연세로�세브란스병원

¢¦�«©¬©® ¢

스퀘어-M/유영효 
마포구�상암동�성암로 MBC신사옥

�¦�̄ ° ¢

가족/민복진 
중구�청계천로�예금보험공사

�¦�±²³�´ £

Gold Full/김병진
영등포구�여의대로�전경련회관

��¦����� �

메타서사-서벌/전수천
중구�세종대로�서울시�신청사

µ¦�¶·· ¢

PUREMAN-WAVE/정영훈
송파구�올림픽로�파크리오�아파트

�������������������

신라호텔 조각공원�중구�동호로 249 
 • ‘모자상’ (최기원 作) 
 • ‘모자상’ 신라호텔�조각공원 (진송자 作) 
 • ‘모자상’ 신라호텔�조각공원 
    (까르데나스 作)
한신빌딩 서울시�중구�마른내로12길 7-7
 • ‘모정’ (민복진 作) 
예금보험공사 서울�중구�청계천로 30
 • ‘가족’ (민복진 作) 
세종대학교 광진구�능동로 209 
 • ‘모자상’ (김동우 作) 
 • ‘모성애’ (고정수 作) 
동아아파트 서초구�잠원동
 • ‘행복’ (이필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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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종로구�세종대로 175 
 • ‘장승’ (김찬식 作) 
 • ‘비천상’ (김영중 作)
파이낸스센터 중구�세종대로 136
 • ‘정오의�만남Ⅱ’ (정보원 作) 
 • ‘STANDARD TIMES’ (가오�샤오우 作)
 • ‘콘솔�페인팅’ (백남준 作)
D타워 종로구�종로3길 17
 • ‘On&Off’ (홍승혜 作) 
일민미술관 종로구�세종대로 152
 • ‘산�너무�굽이굽이’ (이우성 作) 
한국프레스센터 중구�세종대로 124
 • ‘관계항(Relatum)-만남의�탑’ 
    (이우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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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포인트 종로구�새문안로5길 31 
 • ‘0121-1110=113061’ (이재효 作) 
D타워 종로구�종로3길 17
 • ‘Order and Chaos’ (트로이카 作) 
 • ‘SF(Space Faction)’ (김도균 作)
메리어트호텔 영등포구�영중로 15 
 • ‘0121-1110=103101’ (이재효 作) 
전경련회관 영등포구�여의대로 24 
 • ‘Gold full’ (김병진 作) 
 • ‘Perceptual Mirror Blinker’ 
    (홍성철 作) 
IFC서울 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 ‘조용한�증식’ (김병호 作) 
CJ제일제당 중구�동호로 330 
 • ‘Walking Man(생성공간-Human)’         
    (신치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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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청사 중구�세종대로 110
 • ‘You’re My Future’ (한창우 作)  
 • ‘메타서사-서벌’ (전수천 作)  
 • ‘여보세요 YEOBOSEYO’ (양수인 作)  
 • ‘인권샘’ (서해성, 배다리 作)
세종문화회관 종로구�세종대로 175
 • 평화와�화해의�나무’ (임옥상 作) 
서울시립미술관 중구�덕수궁길 61
 • ‘생각하다’ (배형경 作) 
예술의전당 서초구�남부순환로 2406 
 • ‘구름기둥(A Pillar of Cloud)’ 
    (심재현 作) 
 • ‘신빙하기’ (신현중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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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강남구�테헤란로 440
 • ‘꽃이�피는�구조물-아마벨’ 
    (프랭크�스텔라 作)
동아일보 종로구�청계천로 1
 • ‘사람�건설적�단결’ (김홍석 作) 
국회의사당 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 ‘과일나무’ (최정화 作) 
 • ‘애국애족의�군상’ (김세중 作) 
롯데월드타워 송파구�올림픽로 300
 • ‘Possibilities’ (하우메�플렌자 作) 

ª¦�����

�

�

¢

£

서울성모병원 서초구�반포대로 222
 • ‘봄으로의�초대’ (천기원 作) 
서울삼성병원 강남구�일원로 81 
 • ‘묵시공간-우주’ (김인겸 作)  
 • ‘Working Model for Reclining Figure’ 
    (페르난도�보테로 作)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대학로 101
 • ‘상상찬가021’ (홍찬석 作)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연세로 50-1
 • ‘붕새와의�시간여행’ (김성욱 作) 
 • ‘어린왕자가�있는�풍경’ (김정연 作) 
 • ‘Serendipity’ 아트스페이스 (이중근 作) 
중앙보훈병원 강동구�진황도로61길 53 
 • ‘힐링로드 ‘치유의�길’ (작가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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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아파트 노원구�공릉로 351
 • ‘바람’ (이상일 作) 
브라운스톤 노원구�중계동 506
 • ‘무제2005’ (김희정 作)
잠실�파크리오 송파구�올림픽로 435
 • ‘Accumulation of Time’ (이용덕  作) 
 • ‘PUREMAN-WAVE’ (정영훈 作) 
 • ‘희망의�창’ (이상태 作)
레미안퍼스티지 서초구�반포대로 275
 • ‘나무연못’ (강신영 作)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신반포로15길 19 
 • ‘Darkmatter 1608’ (장용선 作)  
무악현대아파트 종로구�통일로 246-20
 • ‘원을�찾아서’ (석종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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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중구�을지로6가 18-221
 • ‘교감-동심과�향수’ (임영희 作) 
충무아트센터 중구�퇴계로 387
 • ‘공간�시(詩)-끝없는�선율’ (유용환  作)
L7 호텔 마포구�양화로 141
 • ‘바라보다’ (민복기 作)
롯데월드타워 송파구�올림픽로 300
 • ‘Possibilities’ (하우메�플렌자 作) 
홈플러스 영등포구�문래동 3가 54-1
 • ‘천.지.인’ (박성태 作)
영시티 영등포구�문래로28길 25
 • ‘Do Do-내일로’ (발륜-박창식 作)
 • ‘꿈-DREAM’ (유영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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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사옥 마포구�성암로 267
 • ‘울림-Contents Bud(콘텐츠�망울)’ 
    (안치홍 作) 
 • ‘스퀘어-M’ (유영호 作) 
 • ‘Rhythm of Wave’ (한계륜  作) 
프리즘타워 마포구�상암산로 82 
 • ‘Not so Perfect Circle’ (배정완 作)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 마포구�매봉산로 75
 • ‘에코(Ecco)’ (아반나바로 作) 
 • ‘새싹’ (문경원, 전주호 作)   
미르광장 마포구�상암동 1597 
 • ‘휴가’ (이환권 作)
JTBC 마포구�상암산로 48-6
 • ‘Transmission’ (이불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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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빌딩 용산구�한남대로 98
 • ‘오라클(Oracle)’ (제네�하이스타인 作)
 • ‘Venus in Black and Gray’ (짐�다인 作)
 • ‘빛의�시(詩)’ (양주혜 作) 
아모레퍼시픽 용산구�한강로2가 166-1
 • ‘Over deepenning’ (올라퍼�엘리아슨 作) 
 • ‘순간들의�움직이는�공허’ 
    (엘리샤�크와데作) 
글래드호텔 영등포구�여의도동
 • ‘Bon Voyage’ (김경민 作)  
태흥빌딩 영등포구�의사당대로 8
 • ‘Relation Window’ 
    (송주명, 이이남, 김동효 作)
잠사회관 영등포구�의사당대로 26
 • ‘향기로운�염원’ (박동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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