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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 IT KOREA, 숲이라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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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ng terrace of DDP
최명하

설명 Explanation

DDP는 일대 외부공간과의 부족한 연결성과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명확한 외부공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샤이닝 테라스는 선형의
전망대이자 쉼터이며, 빛의 구조물로 일대 야경을 특화하고 직접
체험토록 유도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DDP 자체를 온전히 만끽하고 풍경으로서
감상할만한 핵심적인 체류공간이 필요하다.

DDP로의 방문객이 활발히 유입되는 북서측 구간을 활용해 충분히
쉴만한 곳, DDP를 관찰할만한 곳, 만남의 장소, 때로는 씨티버스를
대기하는 쉼터, 문화형 무대(버스킹,음악회 등의 야외관람석)로서
작동시킨다.
크기 Size
400~1,000 x 400 x 69,875 (mm)

나아가 새로운 경계가 될 샤이닝테라스(# 선형광장, #체류형쉼터,
#DDP오브제, #계단의 조형화, #Observation Platform)는 DDP와

재료 Material

외부를 연결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빛의 오브제가 된다.

LED glowing glass (황색 계열)

또 하나의 DDP 브랜드가 생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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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Bloom
조현목

설명 Explanation

경제성과 심미성이 뛰어난 빛 반사 파라코드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강철파이프 모듈을 활용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이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유기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Bright Bloom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만나는 팔거리에 위치한다. 건물과 공원이 만나는 곳에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유려한 곡선과 곡면으로 구성되어,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는 유기적인 공간이다.

Bright Bloom은 다양한 빛 반사 파라코드(reflective paracord)로
이루어져, 여러 색을 반사하는 면으로 구성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DDP의 팔거리를 교차하는 길들의 문이며, 잠깐 앉아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는 내부와 외부공간, 위층과 아래층, 건물과 공원의 경계가
없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닮았다. 또한 Bright Bloom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각각 15개의 실린더와 직육면체의 강철파이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철파이프 모듈의 면을 빛반사 파라코드가
다양한 문양 및 색상으로 채우고 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유기적인 형태의 구조체 안에 위치한 충전식 발전기를 통해 조명들이
형형색색 462개 구조체 면들의 파라코드를 반사한다. Bright
Bloom의 각양각색으로 반사되는 빛들은 SEOUL LIGHT와 함께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의 빛이 될 것이다.

크기 Size
28,000 x 23,000 (mm)

재료 Material
Pipe, Glow reflective Para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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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운몽(同牀雲夢)
유혜진

설명 Explanation

‘동상운몽 (同牀雲夢)’ 은 ’같은 자리에서 구름 꿈을 꾸다’라는
의미이다. 신비로운 조명과 빛에 반응하는 의자에 앉게 되면, 마치
어두운 밤에 구름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아름다운
서울의 밤과 구름 형태의 조명, 그리고 DDP 건축물이 하나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는다.

작품의 취지는 여러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어울리며 서울의 야경과
서울 라이트의 빛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설치된 자리에 앉게 되면 푸른색의 LED 전구가 켜지며 반응한다.
빗방울이 모여 구름이 되듯, 사람들이 만들어낸 빗방울들이 구름의
형상이 되어 만들어진다. 여러 사람들이 앉으면 같은 자리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적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크기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모듈을 결합하여, 구름 형태의
조명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조합하여 원하는 대로 다양한 크기의
의자와 조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프레임의 모양이 정면에서
보면 선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부드러운 곡선을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바라본 모양도 여러가지
모듈을 사용하여, 선적으로 구름의 곡선 모양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들은 DDP의 형태에서 착안한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선형의
곡선들이 모여 구름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같은 곡선의
디자인은 DDP 건물과 조명 사이에 디자인적 연결성을 주어, 이질감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된다.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의 빛이 될 것이다.

크기 Size
9,500 x 2,500 x 5,000 (mm)

재료 Material
Metal,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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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색정(五方色亭)
이준수

설명 Explanation

오방색으로 곱게 단장한 구조물은 낮과 밤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전통의 빛으로 발산하며 자태를 드러낸다.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색채문화를 지녀온 한국의 전통색채는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고유의 색으로, 각각의 색을
분류하고 파생시켜 현대적인 색채감으로 재해석하였다.

오방색으로 곱게 단장한 구조물은 낮과 밤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전통의 빛으로 발산하며 자태를 드러낸다.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색채문화를 지녀온 한국의 전통색채는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고유의 색으로, 각각의 색을
분류하고 파생시켜 현대적인 색채감으로 재해석하였다. 유기적인
곡면에 투영된 기와형식의 패널은 전통적 건축요소를 강조하고
도심 속 균형적인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빛과 색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물은 주변 건축물의 역동적인 형태를 확장한 것으로
다방면으로 트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공공건축물로써
자리매김한다.

가로 세로 8m x 5m 정도의 파빌리온 주변으로 콘크리트 벤치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잠시 쉬어가며 주변 도시경관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한다. 기와 모양의 패널들은 각도와 위치가 다르며 이는 빛을
다양하게 분산시켜 보다 색다른 형태로 인식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각 패널 뒷면에 위치한 LED는 윗면 패널을 비추어 패널
고유의 색을 도드라지게 한다. 파빌리온 구조물은 철제 프레임으로
크기 Size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널은 고밀도 목재로 각 프레임 홈에 끼우는

8,000 x 5,000 x 3,600 (mm)

방식으로 제작된다.

재료 Material
Laminated Wood Panel, Metal,
Concret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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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ing Light
이지민

설명 Explanation

빛을 만지거나 그 위에 서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나요?
우리는 빛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Touching Light>은
가능하다. 작품의 빛을 감싸는 유연한 천을 통해 우리가 빛의
형태를 만지며 변형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Touching Light>은 빛을 만지고, 빛 위에 앉고 걸어다닐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작품의 제목인 <Touching Light>는 ‘만지다’의 ‘touch’와
‘감동적인’이라는 뜻인 ‘touching’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제목대로
작품은 빛을 만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작품의 외피는 Fabric과 Steel로 구성되어 있다. 유연하게 변하는
Fabric은 우리가 빛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외피는
아코디언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양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Fabric이 변화하면서 Fabric사이를 지탱하는 Steel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 육안에 보이는 빛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작품 내부는 EPP filling와 Sponge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부드럽게 바꾸어 준다. 사람이 작품에 기대거나
앉았을 때 마치 빛 위에 앉는 것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작품을 변형시키면서 빛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작품을 통해 빛을 만지고,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크기 Size

빛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정도에 따라 틈새가 벌어지면서 육안으로

12,700 x 8,000 x 1,150 (mm)

보이는 빛의 밝기 정도가 달라지고, 이는 우리가 실제로 빛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품에 앉게 된다면 앉는 부위가 벌어지면서 점점

재료 Material

빛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Fabric, Steel, EPP filling,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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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봉
김태진

설명 Explanation

실외 행사, 모임 등에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넛지 컨셉의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현실이지만, 실외 행사,
모임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외 콘서트장, 해변, 고수부지, 캠프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봉을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도록 한다.

휴대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봉은 거리두기 구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봉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운영도
가능하거나 (영구 설치 또는 렌탈), 개인 판매를 통해 각 개인별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크기 Size
700 x R 60 (mm)

재료 Material
Plastic,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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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vaccine
이주승

설명 Explanation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포장,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주문량이 늘어났고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 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포장,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주문량이 늘어났고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화석연료를 가공해 생산되고,
토양과 해양 오염은 물론 막대한 온실가스까지 배출해 기후변화
발생 환경주범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년에
10~15%밖에 되지 않아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한다. 파이프 형태로
나뉘어진 벤치는 방문자들의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지 않으며, 계단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
분리수거후 선별된 플라스틱을 분쇄후 압출성형을 이용한 파이프와
프레스를 이용한 판재가공으로 DDP 계단에 설치할수 있는
난간형태의 벤치를 만든다.
크기 Size

휴대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봉은 거리두기 구역을 시각적으로

455 x 1,025 x 907 (mm) (모듈1개)

표시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봉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운영도

재료 Material

가능하거나 (영구 설치 또는 렌탈), 개인 판매를 통해 각 개인별로

Recycled plastic, LED

활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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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vaccine 전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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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ON-LIGHT
강재석

설명 Explanation

STEP-ON-LIGHT는 여러 발광 모듈을 바닥에 설치하는

모두가 모여 STEP-ON-LIGHT 에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이다.

프로젝트로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가깝게 접해있는

쌓이고 쌓인 흔적 속에서 누군가는 그 풍경을 사진에 담고,

바닥에 새로운 야경의 풍경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STEP-

누군가는 자신만의 흔적을 더하려 하며, 어떤 아이는 자신의

ON-LIGHT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수록 각각 모듈이 더 밝게

이름을 남겨 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빛나게 된다. 많이 밟힌 곳은 자연스럽게 밝은 길이, 덜 밟힌

하던 길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작품 공간으로, 그리고 소통의

곳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모습이 되어 다수의 사람이 만드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도심 속 새로운 빛의 풍경이 된다.

STEP-ON-LIGHT의 모듈은 사람이 밟고 남는 형태인 발자국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크기는 좀 더 도시적인 스케일과

서울의 야경은 여러 형태를 하고 있다. 높은 빌딩의 일하는

결합하였다. 두 원형을 연결하여 발자국의 형태를 닮게 만든

공간, 아파트 거실의 불빛, 광고를 위한 전광판 그리고 도로를

모듈은＇발자국＇모듈로 한 사람의 보폭의 크기를 하고 있고,

비추는 가로등까지 다양한 목적과 모습을 가지고 밤의 풍경에

그것의 반인 원형을 하고 있는 '반자국' 모듈은 사람의 평균적

하나의 거대한 야경을 이룬다. 밤의 모든 빛은 사람들의 행동과

발 크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설치 구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밟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빛의 발자국을 바닥에 남기는

바닥에는 쉽게 야경의 풍경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과 가장

경험을 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발자국 형태의 곡선은 작품이

많은 접촉을 하지만 그 사실 조차 잊기 쉬운 바닥에 서울의

놓이게 될 사이트인 DDP의 형태와 DDP의 서울 라이트와

새로운 빛의 풍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어울러져, 바닥의 작품과 DDP가 하나의 빛의 풍경을 만든다.

STEP-ON-LIGHT는 이름의 직역 그대로 '빛을 밟는다'는 참여

DDP 앞 넓은 길에는 모듈과 더불어 두 모듈의 형태를 한

행위와 ＇밟고 키고 빛난다＇는 작동원리를 이중적으로 담았다.

스크린들이 설치되는데, 스크린에서는 당일 작품의 모습의

해당 프로젝트는 밟으면 그 수를 기록하여 더 밝게 빛나는 기본

변화와 그 동안 변화해 왔던 빛의 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모듈을 반복 배치하여 사람들이 밟고 간 흔적을 빛의 길의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위에서 보기 힘든 전체적

형태로 남기는 작품이다. 모듈은 아크릴과 플라스틱 케이스

흔적과 이의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고, 작품이 점유하고 있는

안에 LED와 압전 센서를 연결하여 밟히는 순간에 빛을 내고

넓은 공간의 흐름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 추가로 설치되는

전기를 생산한다. 센서는 밟힌 횟수를 기록하여 밟힌 횟수가

벤치와 스크린은 넓은 곳에 설치될 이 작품을 더 풍부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본 대기 상태의 밝기가 점점 증가한다. 밟히는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순간 발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품과의 소통을 바로 경험할

STEP-ON-LIGHT는 모듈형 작품으로 개수와 배치, 패턴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밟힌 구간은 점차 더 밝게 빛날 것이며,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현재 설정된 장소와 다른 협소한

덜 밟힌 구간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어, 도시에

골목이나 다른 모양의 광장의 공간에도 적절히 설치될 수 있다.

어둠이 찾아오며 빛의 흔적은 길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적 요소를

마주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밝은 길을 가게

위해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닌, 작동 방식을 통해

될까 아니면 어두운 곳을 지나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일부 전기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더 많은

할까? 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커플, 어두운 곳에 자신만의 흔적을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고, 압전 센서의 효율이 발전함에 따라,

남기려는 아이, 작품과 상관없이 빠르게 지나가려는 행인, 이들

온전히 지속 가능한 공공 미술품이 될 수 있다.

32

크기 Size

재료 Material

35,000 x 14,000 x 2,500 (mm)/

Piezoelectric sensor, LED, Plastic, Acryl, Stainless

Module: 620 x 250 x 50, 250 x 250 x 50 (mm)

steel connection parts, (Pipe, Projector)

33

2021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장려상

2021 SEOUL PUBLIC DESIGN AWARD

Sugarball
유연준

설명 Explanation

sugar ball은 ddp를 방문하는 행인들에게 사적이면서도 열려있는
이중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벤치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하나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LED패널을 통한 발광효과로
방범에 이바지할 수 있다.

Sugarball은 DDP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줄 공공 벤치이다.
기본적인 벤치의 형태에 사각의 프레임,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씌워 보행자에게 사적이면서도 열려있는 이중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좌우로 이동가능한 칸막이를 장착하여 코로나 시대에 특화된
공공디자인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형태적, 기능적
특징을 이용한 거리두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하나의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ED패널을 통한 발광효과로 방범에 이바지할 것이며,
야간때의 어울림 광장의 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랜드마크로써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여 DDP 주변의 거리, 공원, 실내
등 어디에서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Sugarball 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지 생김새 뿐만이 아닌 쓰임새 그
크기 Size

자체로 DDP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당분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Min.) 450 x 450 x 450 ~

보인다.

2,530 x 620 x 1,740 (mm)

재료 Material
Polycarbonate panel,
Steel lumber, Birch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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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CUBE
양태령

설명 Explanation

MARK-CUBE는 DDP를 찾아온 사람들이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소품 등으로 흠집을 내어 한줄기 빛을 내고 수많은 스크래치는 빛이
되어 주변을 점점 밝게 만들 것이다.

MARK-CUBE는 조명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지만 겉으로는 검정
페인트로 덮어져 있어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두운
곳에서의 한 줄기 빛이 더욱더 빛난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MARK-CUBE는 DDP를 찾아온 사람들이 동선, 열쇠, 카드, 손톱,
금속,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소품 등으로 MARK-CUBE에 흠집을
크기 Size

내어 한 줄기 빛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낸 스크래치는

3,000 x 3,000 x 3,000 (mm)

수 많은 한 줄기 빛으로 변하여 주변을 점점 밝게 만들 것입니다.

재료 Material

현재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Metal frame, Tempered glass,

모두의 노력을 통해 한 줄기 희망들이 모이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Eco-friendly paint

있다는 메시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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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LAPSE IN SEOUL
마정서

설명 Explanation
DDP의 주변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모습의 타임랩스를

프레임에 다양한 컬러의 야광실로 연속적인 라인을

디자인 컨셉으로 잡았고 동대문의 패션문화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임 내부에는 색유리가

나타내기 위해 패션의 1차원적 재료인 실을 연상하게

설치되어 있어 벽 상부의 조명에 의해 빛을 받으면

하는 소재의 느낌을 살려 빛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바닥에 아름다운 빛의 그림자 라인을 만들어 준다.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둥들을 돌릴 때마다 달라지는 바닥의

현대 속 천천히 걸어가며 하루를 되돌아보며 힐링할 수

빛그림자를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직접적인 참여를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통해 자신만의 타임랩스 라인을 만들어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DDP의 곡선적인 느낌과는 대조되는 직선적인 느낌을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사용하여 보다 이색적이고 상반되는 새로운 경험을

볼 수 있다. 이는 외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제공한다. 반면에 사용소재 부분에 있어선 DDP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소통을 도모한다. 또한

통일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같은 소재인 알루미늄을

다양한 걸음을 포용해주는 어디서든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패션의 중심인 동대문 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들어와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패션의 1차원적 재료인 실을

이처럼 이 공간 속 연속적인 선들은 DDP 주변의

연상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타임랩스를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동대문 평화시장

알루미늄 프레임 윗쪽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패션문화의 1차원적 재료인 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프레임 상부에 있는 태양열 시스템에 의해

그리고 타임랩스의 다양한 컬러들은 현대 속 다양한

에너지를 얻고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낮의 태양열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에너지를 저장하여 밤에 아름다운 빛을 만드는데

포용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빛의

사용된다.

선들은 실이 엮여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 내듯 아름다운

'TIME LAPSE IN SEOUL' 은 여러 개의 직사각형의

빛의 길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둥으로 벽을 이루고 있으며 낱개의 기둥들은

사람들이 소통하며 일상 속 걸음에 소소한 즐거움과

360도로 회전을 할 수 있다. 이 기둥은 견고한 철제

행복감을 더하고자 한다.

크기 Size

재료 Material

3,300 x 400 x 3,000 (mm)

Aluminium, Hologram color glass, Iridescent
polyester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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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입선

박주현_ 토포그래피컬 라이팅 (Topographical Lighting)

박태희_ Play with (U+S)eoul

심유빈_ 3F SEOUL

정수아_ 서울iN, Symphony of people

김정민_ Light Through Me

박민경_ 빛날리다

임용구_ 루[RU] _Bright of seoul, korea

안바다_ Light Sp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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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2021 SEOUL PUBLIC DESIGN AWARD

토포그래피컬 라이팅
Topographical Lighting

유연준

설명 Explanation

유선형의 DDP 건물 라인을 존중하며, 선형의 조명선들이 공중에
떠있는 듯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내고, 유연한 폴대들을 좌우로
춤추는 듯한 빛을 만들어 낸다.

DDP에서 열리는 SEOUL LIGHT와 연계된 밤을 위한 새로운 공적인
디자인 계획이 요구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자연지형의 유기적인
형태와 갈대와 같은 탄성을 가진 라이팅을 컨셉으로 공공을 위한
빛을 계획하였다. 이는 야간의 DDP 건물과도 상호 교감하도록
유선형의 건물을 따라가는데, 곡면의 조명선들이 공중에 떠 있는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유연한
폴대 라이팅들은 이용자와 소통하며 좌우로 춤추는 듯한 빛을
만들어낸다.
크기 Size
12,000 x 12,000 x 1,800~

’토포그래피컬 라이팅’ 은 정적인 형태와 동적인 형태의 빛을 동시에

3,200 (mm)

만듦으로써, 서울의 밤에 새롭고 신선한 경험과 기억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기술과 가공제작기술의 결합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재료 Material

변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폴대의 상부헤드 LED 조명은

Clear acryl, LED, Plastic Pole

축제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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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SEOUL
심유빈

설명 Explanation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며, 서울의 빛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파빌리온. 사용자들이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빛의
색상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보여진다. 사람들이 조명을 건들이면 종과
부딪히고, 그 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배경음악이 된다. 이 때,
빛과 함께 울려퍼지는 종소리는 사람들을 모이게하는 요소가 되며
참여를 유발한다.

[3F]
FUN : 재미있는 체험으로 미소 지어 더욱 빛나는 ‘사람들의 빛’
FRESH : 참신한 경험의 파빌리온으로 더욱 빛나는 ‘서울의 빛’
FLASH : 자연의 바람과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
멈추지않는 ‘조명의 빛’

축제에 어울리는 이 설치물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며, 서울의 빛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만든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작은 움직임에도 빛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디크로익(Dichroic)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이 로 인해 이 통로를
지나는 사용자들의 위치에 따라 빛의 색상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보여지며, 이는 디디피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
해준다.

사람들이 통로를 지나가며 조명을 건들이면, 이는 종과 맞닿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배경음악이 되고, DDP에서
빛과 함께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소가 되어
크기 Size

참여를 유발한다. 조명은 Wind Chime 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2,000 x 5,000 x 3,600 (mm)

‘소리가 나는 빛’ 을 표현 했다.

재료 Material
Dichroic Film, Aluminum, Metal,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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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Through Me
김정민

설명 Explanation
‘Light Through Me’는 DDP의 외관에 어우러지며

만들고 겉면에 Curved Gypsum Board, Plaster Fin을

동대문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곡선형태의 조형물에 빛의

사용함으로 가볍지만 시각적으로 무게감을 줄 수 있도록

삼원색을 이용한 조명을 쏘는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하였다.

다양한 DDP의 방문객들이 조형물을 지나갈 때,
조명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는 방문객 개개인의 개성을

빛과 그림자의 구성은 빨강, 초록, 파랑 3가지 색의 LED

의미하며, 이처럼 DDP의 방문객들에 의해 조형물이

조명 빛에 의한 그림자에 다른 색, 그 겹쳐진 그림자에

완성되는 형태다. 시민들이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색이 겹쳐지게끔 만들어 사람의 다방면의

조형물로 DDP에 새로운 포토존을 구성하였다.

매력(개성)을 색으로 표현하였다. 색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색의 조명을 각이 다르게 빛이 서로

빛의 존재는 그림자가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흥미롭고

겹쳐지도록 설치하면 각각 다른 곳에 그림자를 만들기

다채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자는 빛의 경로

때문에 위치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기에

상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을 때 빛의 직진성 때문에

여러가지의 색과 그림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물체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를 조화시켜 하나의 예술로

DDP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조형물이 완성되는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적용한 작품 ‘Light Through

형태다. 조명에 의해 각각의 그림자가 자연스레

Me’는 나를 통한 빛이란 말로 빛을 사람에 비추어

조형물에 비추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색의 그림자를 조화시킨 컨셉이다.

그림자는 방문객 개인의 개성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을
캐릭터로 표현된 다채로운 그림자의 형상들을 자신만의

이 작품은 DDP의 외관에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으며,

방식으로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모이고 캐릭터화한

동대문시장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곡선형태의 조형물을

선들이 모여 하나의 조형물의 형태를 완성시킨다.

디자인하였다. 곡선의 형태는 공간에 자유로운 리듬을

시민들이 가볍게 참여, 체험할 수 있는 조형물로 DDP에

만들고자 Steel Frame으로 곡선의 뼈대를 만들고,

새로운 포토존을 구성하여 사람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그 사이 공간에 결에 맞게 Rebar를 놓아 구조를

선사하고자 한다.

크기 Size

재료 Material

20,000 x 8,000 x 4,000 (mm)

Rebar, Steel Frame, LED(RGB), Curved Gypsum
Board, Plaster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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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RU] _Bright of seoul, korea
임용구

설명 Explanation

‘루[RU]’는 유연한 곡선과 연속되고 반복되는 직선들의 연결로
인해 표현되는 선과 면이 조화를 이루고, 공간의 내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크기 Size

한국의 문화적 브랜드와 절제된 전통적 미의 융합된 발상은

15,000 x 15,000 x 6,700 (mm)

세계적 트렌드에 얽힌 지향된 방향과 고유성이 담긴 다양한
미적 방식을 접목시킴에 따라 동양적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재료 Material

조화롭게 접목시켜 한국 고유의 가치를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Acryl, Polycarbonate

있도록 지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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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with (U+S)eoul
박태희

설명 Explanation

야간의 빔조명을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놀이인 사방치기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만의 특별한 참여형 공간을 제공하며 조약돌 형상의
쉼터와 화려한 그래픽을 프로젝트 빛으로 투영시켜 역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한 서울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서울의 밤, 서울의 빛이란 주제를 풀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함께 직접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를 소재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를 보면 이제 K컬처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걸 알 수
있다. 빛을 이용하여 전통놀이 중 하나인 사방치기를 체험할 수
크기 Size

있는 참여형 공간을 조성하여 처음 접하는 전통놀이를 통해 서울 더

20,845 x 15,800 x 3,570 (mm)

나아가 K콘텐츠의 매력을 느끼고 서울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남길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방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조약돌을 형상화한

재료 Material

쉼 공간은 마치 도심 속 연못근처에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Stainless Steel, Glass, UHPC,

화려한 그래픽을 상부에 투영시켜 역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한 서울의

Projector, LED

모습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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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iN, Symphony of people
정수아

설명 Explanation

서울 iN

서울의 밤을 밝히는 진정한 빛은 서울에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로 완성된다.

Symphony of people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에는 매년
외국인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서울의 빛이 된다.

서울iN, Symphony of people은 패널
설치 이외에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그림자 체험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성별, 국적, 외모가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형태만이 존재하는

참여존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되었다.

크기 Size
Panel : 200mm / Shadow : 2500mm

서울의 밤을 밝히는 그림자 체험광장
우리는 모두 서울iN 입니다.

재료 Material
SSUS Metal Plate, LED floodlight

52

국적, 문화, 성별, 심지어 피부색이 달라도

이곳에서 함께 도시의 밤을 채우는 우리는 서울人입니다.

SUS 5T 레이저
컷팅 위 분체도장

LED 투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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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리다
박민경

설명 Explanation

빛이 흩날리는 길을 통해, 이웃의 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공디자인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모티브로 한 ‘빛날리다’는 LED 조명이
크기 Size

꽃잎 모양의 구멍을 통해 퍼지며 이웃의 밤을 보다 더 안전하고

200 x 1,000 x 100 (mm)

따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가로등이나 큰 조명 설치가
애매하거나,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 또는 지하보도와 같은 장소에

재료 Material

적합한 디자인으로, 꽃잎에 나비가 쉬어가듯, 빛에 기대어 사람들이

Metal, Tile, LED, Photoconductor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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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pinner
안바다

설명 Explanation
빛이 반짝이는 형상인 ‘+’를 모티브로 한 Module의

기반으로 크기가 설정되어 있어 공공디자인에 통일성을

조합 (Frame + Spinner)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부여한다.

사용자가 Spinner(조명)의 색상을 변경하고 Spinner를
회전시켜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통해서

두 Module은 Spinner의 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을 완성해 나간다.

공공디자인을 구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설정하였다. Frame은 공공디자인

설치된 공공디자인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를 지지하는 골조의 역할을 하며, Volt는 Module을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결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Frame과 Volt로 이루어진

통해서 구조물이 변화하고 완성되어 가는 방식의

골조 위에 Spinner는 Frame에 일정한 간격으로 뚫린

공공디자인 컨셉을 구상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구멍에 Volt로 결합되어 구조물이 완성된다.

Module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골조가 관리자의
의도대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pinner는 다양한 빛의 색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

공공디자인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의

빛을 은은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LED조명+흰색 반투명

요소를 추가하였다.

플라스틱 조명 커버＇를 재료로 설정하였다. Spinner는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Module로, 빛의

Module은 빛이 반짝이는 형상인 ‘+’의 모습을 기반으로

색상과 밝기가 자유롭게 변화한다. 빛의 색상은 전용

제작하였다. Frame과 Volt는 골조 역할로 고정되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있는 Module이고, Spinner은 Volt를 축으로 하여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색상 변화 LED 조명이

360도 회전하며 빛이 반짝이는 인상을 전달하는

사용자가 선택한 색상의 빛을 표현한다. 빛의 세기는

동시에 사용자가 공공디자인을 변화시키고 직접 체험할

사용자가 Spinner를 회전시키는 세기, 즉 회전 속도에

수 있는 Module이다. 각 Module은 일정한 형태를

비례하여 밝은 빛을 방출한다.

크기 Size

재료 Material

7,485 x 3,645 (mm)

Color change LED, White translucent plastic cover,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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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 빛으로 말하다
–DYNAMIC IT KOREA, 숲이라는 해석

전규식

설명 Explanation

푸른빛을 잃어가는 도심에서 역동적이고 활발한 IT 한국을
표현하고자 ‘조명숲‘을 발상하였다. ’공공의 빛, 야간광관‘을
’서울밤을 밝히는 야간 문화 컨텐츠‘로 해석하였으며 도심 속 숲에서
한국의 분위기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다.

DDP의 형태와 어울리면서 역동적이고 흥겨운 한국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 숲을 LED조명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바닥은 완만한 경사로 둔턱을 만들고 잔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초록색 패턴을 타일카펫으로 만들다. 이 위에 색상이 변화되는
조명밴치를 군데군데 설치하였다.

서울의 조명 숲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무를 형상화한 다양한
크기의 조명을 설치하였다. 나무조명은 플랙시블한 LED바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회전을 시켜 LED의 잔상을 이용한
홀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패턴 및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된다.

LED 나무조명은 구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상단부 구 형태의 LED는
회전하며 상하로 이동할 수 있고, 구의 형태를 납짝하게 또는 길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여 서울 밤, 빛이 말하는
재미있고 다양한 메시지들을 조명 숲을 통해 흥미롭게 체험할 수
크기 Size

있을 것이다.

33,000 x 17,000 x 9,400 (mm)

재료 Material
Flexible LED bar, Metal pillar,
Rotating device, Acrylic light chair,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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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느끼는 자연
이다은

설명 Explanation

광장에서 느끼는 자연은 평소엔 자주 느낄 수 없는 자연을 도심
가운데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느끼게 하는 한다. 이 작품은 여름을
상징하는 바다와 파도, 밤하늘을 상징하는 은하수, 별자리, 오로라
들을 화면에 크게 띄워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 연인, 혹은 친구들 등 코로나로 인하여 먼 곳에
놀러가지 못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지 못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에는 빈공간으로 남겨진 넓은 서울광장을 활성화시켜 도심
한 가운데에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을 스크린을 통하여
느끼게 해 주고 싶어 이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인터렉티브
아트 (인터렉티브 시스템)과 미디어아트를 도입하여 크고 얇은
화면에 체험 부스에서 내가 직접 색칠한 그림을 스캔을 떠 그 그림이
스크린에 노출되어 보여지게끔 하는 방식의 체험을 활용하였다.

한 타임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을 두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바다와 파도는 구불거리는 휘어진 스크린에서 체험
가능하며, 밤하늘을 상징하는 것들은 누워서 밤하늘을 보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의자도 다르게 배치하였다.

실제로는 가보지 못할 곳에 실제로 와 있는 기분을 내고 싶어 대형
스피커를 현장에 배치하여 바닷가 스크린 쪽에는 해변의 소리를
틀고, 밤하늘 스크린 쪽에는 반딧불이 소리나 시골의 선선한
바람소리 등을 틀어 몰입감을 준다.

크기 Size
-

재료 Material
OLED, Interactive art, Medi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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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ball
김예은
설명 Explanation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릴 적
그림자 놀이를 하며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다양한
조명을 직접 움직이며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빛의
색상과 크기가 다른 원형의 조명에서 나오는 여러 빛들이 낭만적인
느낌을 주어 성인들도 포토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동그란 조명을 움직여 아이들이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고, 빛을 이용한 포토존으로도 사용가능한 작품이다.
또한 따뜻한 색상의 조명에서 나오는 많은 빛들로 낭만적인 느낌도
연출 가능하다.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듯이 빛과 함께하는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밝은 원형의 조명과 이를 감싸고 있는 검은색의
플라스틱 모형으로 어둠, 즉 빛과 함꼐하는 그림자를 표현하였고,
조명에서 나오는 빛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직접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다.

원형의 조명들로만 구성되어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기둥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어 배열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며, 이 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조명들을 반복 나열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조명 A(focus led light)에서 나오는 동그란 모양의 빛이 벽과
바닥에 생성되어 기존 조명들 주위에 모여드는 빛을 표현하였고,
조명 B와 C(led mood light)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들은 따뜻한
느낌을 더하게 된다.
크기 Size
1,500 (mm)

조명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쉽게 넘어가면
안되기에 조명들을 감싸는 어둠을 표현한 부분을 비교적 가벼운

재료 Material

플라스틱으로 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기둥은 쇠로 하여 안전하게

Plastic, iron,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cus led light (natural white),
Led mood light (warm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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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레
l'ombre

김민서

설명 Explanation

작품명 그대로 그림자(ombre)를 이용한 포토존으로, 해가 져도
뚜렷하게 그림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다.

롬브레는 불어로 그림자의 뜻을 지닌 ombre라는 단어를
활용하였으며, 작품명 뜻 그대로 자신, 또는 친구&가족들의
그림자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이 공간은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껏 그림자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3개의 LED 전등은 누르며 켰다, 껐다 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그림자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세개를 모두
켜면 그림자가 선명히 나오고, 한 개만 키면 흐릿한 그림자가
연출되어 자신의 의도와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크기 Size
1400 x 1100 x 2300 (mm)

재료 Material
Acryl, LED, Photovoltaic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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