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 with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designers around the world did not give up
on their dreams of creating better, happier, and healthier cities
and are carrying on their journey towards the future.
— SoonJong Lee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더 나은 도시 , 더 행복한 도시 , 더 건강한 도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 이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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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soun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the urban environmen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 pandemic itself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silient cities
and the wellness of their dwellers.
— Mark Wee
사람과 도시 환경의 관계를 잘 디자인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팬데믹 상황 또한 회복력 있는 도시의 중요성과 거주자의 웰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마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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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개입을 통해 도시 경관을 재조정하고 , 거리 , 이웃 , 도시 전체 ,
국가의 거주민에게 끊임없는 공감과 감성적인 순간을 제공하고 ,
도시에서의 거주 적합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페르난도 마스카로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reshape the urban landscape
through physical intervention, to constantly provide moments of empathy
and emotion for residents in the streets, neighborhoods, cities,
and nations, and to ensure livability in cities.
— Fernando Masc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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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도시 디자인과 같은
유형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프로세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
다양하게 발현된 모든 디자인은
도시 생활의 딜레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필수입니다 .
— 찰스 랜드리

From designs that create something tangible
such as products or urban designs
to those involved in process development,
designs of all forms play a crucial role
in providing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urban life.
— Charles La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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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복합적인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과 사람 , 사회 , 환경 ,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는데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은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 디자인

디자인의 선한 영향력과

상입니다 .

가치 확산

먼저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워드의 진행 과정에 자문해주시고 , 각 국가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심사위원들께서는 깊이 있는 논의와 공정한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덕분에 어워드가 발전하고 ,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디자이너들에게 상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년 ‘제1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개최를 시작해 제 3회를 맞이한 어워드에도
세계 각국에서 시행한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된 작품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 과정의 결과물이었고 ,
공공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 지구상에 현존하는 많은 어워드들 중에서도
서울시가 후원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특별한 점은 ,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기여한 디자이너들에게 수여하는 인정이고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DDP와 함께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더욱 성장 시킬것입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지나온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어워드의 규모와 시상 분야를 한층 확대합니다 . 그리고 선정된
우수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더욱 널리 알려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디자인의 가치를 알리는 선한 영향력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

Spreading the Positive Impact
and Value of Design
That Help Solve Complex Challenges
in Everyday Life
KyungDon Rhee
CEO, Seoul Design Foundation

어워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과 협력하고 , 미래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 또한 창의적인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 이제부터 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수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 디자인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상자 여러분의 열정이 담긴 디자인이
있었기에 인류는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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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City Design Award is an international design award
celebrating designers or groups that have solved complex problems in
our daily lives through creative designs, thereby bringing positive
impact to the formation of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people, society, the environment, and nature.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extended their
support for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tirelessly provided constructive advices in how the HCDA
was to be carried out to completion and promoted the Awar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Members of the Jury selected winning
projects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impartial judging processes.
Your commitment enabled the HCDA to advance further and
allowed designers of excellent projects to receive their much-deserved
awards.
Many outstanding projects have been submitted from across the globe
since the 1st Human City Design Award in 2019, and the 3rd Award was
no exception. Designed for the public, the works received were outcomes
of various processes of deliberating and resolving inconveniences
facing urban populations. Among many design awards that exist today,
the HCDA, which is sponsor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ll the more special as it recognizes and supports designers who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that contribute to shaping a better life for
people. Together with Dongdaemun Design Plaz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xert efforts to elevate the HCDA.
Build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past three years, the HCDA has
decided to take a leap forward in a new and more significant way.
The Award’s scale and category will expand so as to identify a wider
range of design projects dedicated to creating better cities to live in.
Selected cases will be shared and communicated with a greater number
of countries across the globe than in previous years. HCDA will
evolve into a platform with a positive impact, advocating the value of
design to everyone on earth.
To take the Award to new heights, we wish to work with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hink about the future direction and hear
creative suggestions. In that regard, we ask for your further support and
cooperation going forward.
I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all the winners. I believe design is
man’s gift to humanity. Thanks to designs made with the winners’
passion and enthusiasm, we are granted with a gift for a better tomorrow.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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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의 딜레마에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세계와 도시의 중요하고 큰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에 중요합니다 . 우리는 여기에서 환경 위기 ,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사는 도전 ,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종종 기능 장애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으키는 방식 , 압도적이고 영혼이 없는 자동차 혹은 도시 구조의 지배에 대해
생각합니다 . 이것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

디자인

지난 3년 동안 이 상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모든 대륙에서 출품이 되었습니다 .
몇몇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일부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였지만 ,

찰스 랜드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장

모든 프로젝트들은 디자인 도시가 어떻게 더 인간 중심적일 수 있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어워드가 시작된
이래로 3회 동안 300여 건의 응모작을 보면서 ,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할 것입니다 . 제품이나 도시 디자인과 같은
유형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프로세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 다양하게 발현된
모든 디자인은 도시 생활의 딜레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필수라고
확신합니다 . 여기에는 모이고 연결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들이는 좋은
공공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또한 중요한 것은 진화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같이 만드는 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 그래야 그들이 사는 곳에 더 헌신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도시 건설에서 자재를 재활용하고 순환 경제 아이디어
적용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또한 글로벌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사람들이 환경 발자국을 줄이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Designs
That Provid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Urban LIfe

디자인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은 하나의 지구라는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것이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 창조라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

Charles Landry
Chair, HCDA Ju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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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City Design Award is important because it focuses on
the big issues that matter to the world and its cities. We think here of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challenges of living together in diversity,
the manner in which cities have become often dysfunctional that can
affect peoples’ mental health and well being, the dominance of cars or an
urban fabric that can be overwhelming and soulless.
These are the issues that the HCDA wants to tackle and over the last three
years the award has grown in recognition and has had entries from
all continents. Some have been on a grand scale and others smaller,
but all of them have shown how through design cities can become more
human focused and helped increase our urban quality of life.
Since the beginning of the award we have had nearly 300 applications
and we can detect that across the world the issues we address are
increasing in importance and we hope that we as HCDA has played a part
in this shift.
We intend to continue with our aims and we are convinced that design
in all of its many manifestations from creating something tangible,
such as a product or an urban design to developing a process is vital in
providing solutions for the dilemmas of urban life, These include
providing good public spaces for people to gather and connect, to bring
in nature in a sympathetic way.
Important too is to involve people in shaping and co-creating their
evolving environment as this makes them more committed and proud of
where they live. We also want to highlight how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need to recycle materials and apply circular economy ideas in
building cities or to consider how we can encourage people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 so that we can meet global climate targets.
Here the innovations coming from design continue to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us to move towards the idea of one planet. We know
the challenges are great, but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in our
mission to create.

인사말 / MESSAGE OF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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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디자인의 역할을 선도하는

2019년 출범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점점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도시 환경과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의 문제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세계 최초의 국제 디자인상

3회를 거치면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코로나 19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이순종

지속되었음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습니다 . 이러한 발전 배경에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운영위원장

조화로운 인간 삶과 도시 , 환경 등 거시적인 디자인의 역할을 선도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디자인상이라는 비전과 함께 , 운영위원회 , 심사위원회 , 서울디자인재단이
보여준 이 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의미 있게 출범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성장하여 ,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구축과 , 바람직한
인류 문명의 창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경연과 지식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World’s First
International Design Award
That Promotes
the Role of Macro Design
SoonJong Lee
Chair, HCDA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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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in 2019, the Human City Design Award focuses on building
sustainable urban ecosystems that addres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cities that grow in size and complexity and
solving public issues through creative design.
Marking its third year, the HCDA has mad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rides despite unfavorable circumstances from COVID-19.
This accomplishment is made possible by a clear vision to become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design award that promotes the role of
macro design. It is also attributable to the undivided interest and
dedication from the Steering Committee, the Jury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n light of its globally recognized and meaningful start,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growth of the Human City Design Award in upcoming
years. I hope to see it becoming a platform of knowledge and
world-class design competition,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urban
environments in which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and to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human civilization.

인사말 / MESSAGE OF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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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
소개

연혁

HUMAN
CITY
DESIGN
AWARD
Introduction

History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복잡한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소개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사회 , 사람과 환경 , 사람과 자연이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는데 기여한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2018년 9월 17일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 선언’을 통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2021년
3회 어워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 선언’은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으며 , 모든 시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에 대한 시대 요구를 담았다 .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적 · 환경적 문제가
도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 도시는 사회 불평등 증가 , 주거 및 에너지 위기 , 실업 ,
기후 변화 , 고령화 그리고 최근 팬데믹 위기까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결속력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최고의 생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디자인이 핵심 역할을 한다 . 이제 도시의 복잡한 문제들은 디자인과
시민에게 다학제적 , 참여중심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지역적 배경 , 과정 , 결과 및 비전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Introduction

The Human City Design Award (HCDA) recognizes designers and groups
that have tackled complex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creative design, thus enabling balanced an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society, human and the
environment, and human and na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established the HCDA as part of
the “Human City Design Seoul Declaration” on 17 September 2018,
and held the first awards ceremony in 2019. 2021 marks the third year
of the HCDA. The Human City Design Seoul Declaration pursues
the common goal of a sustainable urban ecosystem aiming for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present-day demands for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s
that empower citizens to overcome problems and lead creative lives.
A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living in urban areas,
cities must cope with many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Cities face challenges such as rising social inequality, housing and
energy crises, unemployment, climate change, aging populations and
the recent pandemic crisis and many more. In this light, we believe
Design is an important tool for cohes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to create the best living conditions for people. The complexity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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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지닌 영향력 , 혁신성 그리고 포용성이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널리 알리고자 한다 . 일상을 보다 윤택하게

—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디자인의
대 사회적 문제해결과 치유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

만들고 전 세계의 도시에 영감을 주는 디자인의 역할이 드러난 모범사례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통해 한 곳에 모인다 .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 디자인 분야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

시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디자인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정신이다 .
핵심 가치
창의와 혁신 , 지속가능성 , 공공과 공유 , 참여와 협력 , 영향력과 영감
주제
사람과 사회 ,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

아이덴터티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그리기 위해 ‘공존’, ‘연결’, ‘지속가능’,
‘플랫폼’을 핵심 키워드로 디자인했다 . 디자인의 형상은 계속

목적
디자인을 통하여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이어지는 매듭의 모양이자 , 다양함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의 모양이다 .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

좌에서 우로 ,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매듭의 형상은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사회 , 사람과 환경이 연결됨을 의미한다 .

challenges requires interdisciplinary and collaborative participation
with design and citizens. The HCDA focuses on design projects in
various fields that reflect different local circumstances, processes,
outcomes, and visions. It seeks to make widely known how their impact,
innovation, and inclusiveness play out in real people and societies.
The HCDA brings together some of the world’s best examples of
how design can help enrich everyday life and inspire cities worldwide.
It is a pursuit of design approache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itizens in addressing a myriad of urban problems.

Theme
	Design for Sustainable City for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huma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To enable the design sector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mankind

Core Values
	Creativity and Innovation, Sustainability, Publicness and Shar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mpact and Inspiration

Identity
	Keywords of the design are “coexistence,” “connection,”
“sustainability,” and “platform,” which were selected to imagine
a city as a place for a symbiosis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 design comprises of an endless ribbon,
with empty spaces that can be filled with diversity. The way the
ribbon is connected from left to right, and from bottom to top
represents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people, people
and society, and people and the environment.

Purpose
— 	To establish a sustainable urban ecosystem promoting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design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 HUMAN CITY DESIGN AWARD

— 	To expand design’s power to address and heal social problems
globally as a creative solution to complex urba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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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 12. 16.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2010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디자인 분야 선정
2010 – 2012 	서울특별시 세계디자인기구

Seoul is designated as UNESCO Creative
City for design
Seoul is appointed

(World Design Organization) 선정

the World Design Capital by the World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Design Organization

2011. 11. 16 – 1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서울

2014. 3. 21.

Seoul Design Foundation is established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2011 개최

Conference Seoul 2011 is held

DDP 개관

DDP is officially inaugurated

2015 	유엔 2016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The United Nations adop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선언

(2016 – 2030)

	서울특별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s the First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istory

2017. 1. 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s

기본조례 제정

the ordina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11. 	서울특별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발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s the 2030 Seou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서울시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2018. 9. 17. 	제1회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디자인
컨퍼런스’ 개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ns
the Lee Kuan Yew World City Priz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Design Foundation declare
“2018 Human City Design Seoul”

	서울특별시 · 서울디자인재단
‘2018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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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 6.

제1회 2019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The 1st Human City Design Award

자문회의(6회)

Consultation meetings are held (6 meetings)

2021. 7. 19.

제3회 2021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제1차 운영위원회

The first Steering Committee meeting
is held

2019. 6. 21 – 11. 14.

운영위원회 개최(9인, 총 11회)

Steering Committee meetings are held
(9 members, 11 meetings)

2021. 7. 29.

공고 시작

Call for entries begins

2021. 9. 6.

제2차 운영위원회

The second Steering Committee meeting

2019. 6. 17.

공고 시작

Call for entries begins

2019. 8. 18.

접수 마감(총 25개 국가, 75개 프로젝트)

Submissions close (25 countries,

is held
75 projects)

2021. 10. 31.

접수 마감(총 22개 국가, 100개 프로젝트)

Submissions close (22 countries,
100 projects)

2019. 8. 1 – 26.

화상심사위원회 개최(5인, 총 4회)

Virtual Jury meetings are held (5 members,
4 meetings)

심사위원 · 운영위원 통합 사전 워크숍

2021. 11. 12.

A preliminary workshop for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Jury is

2019. 9. 18 – 23.

대상 수상 후보자 현장심사

Final candidates for the Grand Prize are

conducted

evaluated on site
2021. 11. 26 – 12. 17.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수상작 선정
2019. 9. 26. 	시상식 · 전시회 · 컨퍼런스 개최(DDP

Awards ceremony, exhibition and conference

알림1관)

are held (ART Hall 1, DDP)

제2회 2020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The 2nd Human City Design Award

운영위원회 개최(총 12인, 10회)

Steering Committee meetings are held

2022. 2. 11.

2020. 2 – 12.

(5인, 총 3회)

determined (5 members, 3 meetings)

제3차 운영위원회

The third Steering Committee meeting
is held

2022. 2. 15.

어너러블멘션 선정작 발표

(12 members, 10 meetings)
2020. 4. 1.

공고 시작

Recipients of Honorable Mention is
announced

2022. 2. 15 – 3. 6.

Call for entries begins

Jury meetings are held and final winners are

시민상 온라인 투표 진행

Citizens’ voting is held (both online
and offline)

접수 마감(총 31개 국가, 99개 프로젝트)

2020. 9.11.

Submissions close (31 countries,
2022. 2. 15 – 4. 29. 	어너러블멘션 전시회(DDP 살림터 1층

99 projects)

D – 숲)
2020. 10. 1 – 28.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수상작 선정

Jury meetings are held and the Grand Prize

(5인, 총 3회)

winner is selected (5 members, 3 meetings)

2022. 3. 21. 	시상식(온라인, DDP 살림터 2층

Exhibition for Honorable Mentions is held
(D - Forest, 1F, Design Lab, DDP)
The 3rd Awards Ceremony

서울 – 온 스튜디오)
2020. 11. 	서울특별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s the Second Basic Plan for

2022. 3. 28.

제4차 운영위원회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3. 8. 	시상식 · 전시회 · 컨퍼런스 개최(온라인,
DDP 살림터 1층 D - 숲)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 HUMAN CITY DESIGN AWARD

The fourth Steering Committee meeting
is held

Awards ceremony, exhibition and conference
are held (online, 1F, Design Lab,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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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
3회를 맞은

운영 개요

참가 현황

심사위원

심사 과정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운영위원회

어워드의 변화

What’s different
about the 3rd Human City

Overview

Participation

The Jury

Screening

Steering

Process

Committee

Desig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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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를 맞은 어워드의 변화

어너러블멘션 상금 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대상 1팀에게만 상금 1억 원이 수여되었지만 , 다수의 팀에게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대상 상금을 5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어너러블멘션(Honorable Mention)으로 선정된 10개 팀에 각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어너러블멘션은 대상 후보자 10개 팀에게 수여하는
우수상으로 작년까지는 ‘파이널리스트’로 불렸다 .

2 개의 특별상 신설
특별상으로 안전 · 안심상과 시민상을 신설했다 .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과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된 디자인을 부각하기 위해 신설된 안전 · 안심상은 감염병 ,
자연재해 , 범죄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낸 디자인 작품(1팀)에 수여하는
상이다 . 시민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에 오른 어너러블멘션 10개 팀 중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1개 팀에게 주는 상이다 . 시민에게 휴먼시티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처음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어너러블멘션 사전
전시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 온라인(휴먼시티다지인어워드 웹사이트)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What’s different
about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발표 및 라이브 질의응답 심사 추가
2021년부터는 10개의 어너러블멘션 수상작 모두 상금을 받게 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사전 검증과 심사가 필요했다 . 기존의 접수 신청서 내용과 사진 , 비디오 등
참고 자료만으로는 프로젝트별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 대상 후보작에 해당하는 어너러블멘션 10개에
대한 발표 영상 사전 공유와 라이브 인터뷰 심사 과정이 추가되었다 .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프로젝트별로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발표 영상을 검토한
후 , 심사 시간에 실시간 화상으로 접속한 디자이너에게 직접 질문하고 추가
설명을 들으며 각각 프로젝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 이 과정은 10개의
후보작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상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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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Money for Ten Honorable Mentions
In 2019 and 2020, a prize money of 100 million KRW was given to only
the Grand Prize winner. This changed starting in 2021, with 50 million
KRW granted to the Grand Prize winner and 5 million KRW given to
each of the ten teams selected for the Honorable Mention. The ten
Honorable Mention winners represent the final candidates for the Grand
Prize, who were referred to as “finalists” until last year.

Two New Special Awards
Two new special awards have been established : the Safety & Security
Award and the Citizens’ Award. The Safety & Security Award has been
created to recognize designs that made real differences in citizen
lives and safety in the pandemic era. It is awarded to a single design
project that has helped safeguard cities from infectious diseases, natural
disasters, and crime. The winner of the Citizens’ Award is determined
by a direct vote of citizens and is chosen among the ten Honorable
Mention teams selected by a group of experts as final runners for
the Grand Prize. The special awards were introduced to share the value
of Human City Design with everyday citizens, who were invited to
participate offline at the Honorable Mention pre-exhibition as well as
online through the HCDA website.

Video Presentation and Interview
Choosing ten projects for the Honorable Mention required a stricter
pre-verification and screening process. In response to a point raised by
some of the Jury members that it is difficult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of each project based on the applications and supporting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and videos, an interview process involving a prior
submission of a video presentation was added. The Jury reviewed
the 10-minute presentations before meeting each designer in a live online
interview to ask questions and learn more about their projects.
The process enabled a more thorough review of the ten candidat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Grand Prize winner.

2021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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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

운영 개요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사회 , 사람과 환경 , 사람과 자연이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5년 이내로 실현된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 분야
제품 , 시각 , 디지털 · 멀티미디어 , 공간 · 시스템 , 서비스 · 경험 · 소셜
제출 자격
디자인 관련 전공 · 경력을 보유한 개인 혹은 단체
주최 · 주관

(재)서울디자인재단

후원

서울특별시

협력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 세계디자인기구( WDO), 뀨물러스 ,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 휴먼시티 EU네트워크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외

일정

Overview

공고

2021. 7. 29. – 10. 31.

접수

2021. 9. 1. – 10. 31.

심사

2021. 11. – 2022. 2.

전시

2022. 2. 15. – 2022. 4. 29.

시민상 투표

2022. 2. 15. – 3. 6.

시상식

2022. 3. 21.

수상 내용

시상금

대상 1팀 50,000,000원
어너러블멘션(우수상) 10팀 내외 각 5,000,000원
특별상
1. 안전 · 안심상 1팀 5,000,000원
2. 시 민상 1팀 5,000,000원 (*어너러블멘션 10개 팀 중
시민 투표로 평가)
※ 특별상은 대상 및 어너러블멘션 내에서 중복될 수 있음
– 어너러블멘션(Honorable Mention) : 대상 후보자 10개 팀에게 수여하는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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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 안심상 : 감염병,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낸
디자인 작품(1팀)에 수여하는 상
–  시 민상 :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에 오른10개 팀 중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한 팀에게 주는 상

Qualifications
Less than 5 years’ implemented design projects that contribute to a more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society, human and the environment and human and nature
Area
Product, Visual, Digital / Multimedia, Space / System, Service / Experience /
Social, etc.

혜택
1. 2021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 온라인 시상식 초청
2. 홍보 기회 제공 및 어워드 로고 사용 허가

Eligibility
Individuals or groups who are of design-related major and / or have
design-related career

3. 트로피 및 상패 제공 (대상 : 트로피 , 어너러블멘션 · 특별상 : 상패)
심사기준
도시 삶의 문제 해결 주제가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휴먼시티 창조를 위한
도시 , 삶 , 사람 , 사회 , 환경 , 자연 등의 공공의 디자인 문제를 다루는가 ?
세계적 가치 확장 디자인 문제 해결의 관점이 , 참여와 협력에 의해 해결되고 ,
세계적으로 확장 공유 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는가 ?
미래 비전 제시 디자인이 인류와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와 문명의 비전 제시에 기여하는가 ?
심사방법
1차 심사 : 1차 예선 통과작 선정
2차 심사 : 어너러블멘션 10개 내외 선정
3차 심사 : 어 너러블멘션 PT & 라이브 인터뷰 진행 , 대상 및 안전 · 안심상 선정
어너러블멘션 10개 대상으로 시민 투표 진행 후 시민상 선정

Host /Organizer
Seoul Design Foundation
Sponsorship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World Design Organization(WDO),
Cumulus, World Silk Road University Federation,
Human City EU Network, Korea Federation of Design
Organizations, etc.
Schedule
Notice
29 July – 31 October 2021
Submission
1 September – 31 October 2021
Screening
November 2021 – February 2022
Exhibition
15 February – April 29 2022
Voting for the Citizens’ Award 15 February – 6 March 2022
Awards Ceremony 21 March 2022

Award
Prize Money

[Grand Prize] 1 team – 50 million KRW
[Honorable Mention] 10 teams – 5 million KRW each
[Special Awards]
1. Safety & Security, 1 team - 5 million KRW
2. C
 itizens’ Award, 1 team - 5 million KRW (*One out
of ten Honorable Mentions will be selected by
citizens through voting)
※ Recipients of the Grand Prize and Honorable
Mention are also eligible for the Special Awards
–  Honorable Mention : An award of honor given to ten final runners
for the Grand Prize
–  Safety & Security Award : Given to a project that has helped
safeguard cities from infectious diseases, natural disasters,
an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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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s’ Award : Given to a project selected by a direct vote of
citizens, among the ten final runners for the Grand Prize chosen
by a group of experts

Award Privilege
1. Invitation to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online ceremony
2. O
 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permission to use the award logo
3. M
 arch Presentation of plaques (Grand Prize : Trophy, Honorable
Mention : Plaques)
Screening Criteria
Problem solving for urban life Does the theme deal with public design
issues such as city, life, people, society, environment, nature and etc.
to create a sustainable and harmonious human city?
Global value expansion Does the perspective of solving design
problem have a ripple effect that is creative, solved b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can be expanded and shared globally?
Provide vision for the future Does the design contribute to the vision of
a sustainable, future-oriented world culture and civilization whe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in harmony?
Screening Process
First round screening : P
 rojects are approved to advance to the
next round
Second round screening : Ten teams are selected for Honorable Mention
Third round screening : A
 presentation and a live interview are held
for each Honorable Mention team ; winners of
the Grand Prize and the Safety & Security Award
are chosen
Among the ten Honorable Mentions,
the winner of the Safety & Security Award is
chosen by citizens through direct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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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 현황

전 세계 22개국(대표 디자이너 국적 기준)에서 100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어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륙별로는 유럽이 9개국(32개 프로젝트)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
아시아가 8개국(54개 프로젝트), 아메리카에서는 4개국(13개 프로젝트),
오세아니아에서는 1개국(1개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 대표 디자이너의 국적 분포를
보면 대한민국이 29명이었으며 , 터키 13명 , 인도네시아 8명 , 브라질 7명 , 중국 7명 ,
이탈리아 6명 순이었다 . 신청 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안전 · 안심상에는
31개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
22 개국 100개 프로젝트
아시아 	대한민국 29, 인도네시아 8, 중국 7, 태국 5, 싱가포르 2,
일본 1, 대만 1, 인도 1
유럽 	터키 13, 이탈리아 6, 프랑스 3, 스페인 3, 독일 2, 폴란드 2,
불가리아 1, 라트비아 1, 슬로베니아 1

Participation

아메리카

브라질 7, 멕시코 2, 미국 3, 칠레 1

오세아니아

호주 1

Applications were taken for two months until October 31, 2021.
Despite the short deadline, 100 applications from 22 countries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lead designer) were submitted, demonstrating
global interest and prestige of the HCDA. By continent, the largest
participation came from Europe across nine countries (32 projects),
while eight countries participated from Asia (54 projects), four from
the Americas (13 projects), and one from Oceania (1 project). In terms of
lead designer nationality, Korea was the most common with twenty-nine
designers, followed by thirteen from Turkey, eight from Indonesia,
seven from Brazil, seven from China, and six from Italy. Thirty-one
projects competed for the Safety & Security Award, an option given at
the time of application.
100 projects from 22 countries
Asia 	Korea 29, Indonesia 8, China 7, Thailand 5, Singapore 2,
Japan 1, Taiwan 1, India 1
Europe 	Turkey 13, Italy 6, France 3, Spain 3, Germany 2, Poland 2,
Bulgaria 1, Latvia 1, Slovenia 1
America
Brazil 7, Mexico 2, USA 3, Chile 1
Oceania
Austral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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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은 도시와 디자인의 세계적인 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

구성되었다 . 3회 어워드에는 아시아의 이건표와 유럽의 라쿠엘 트로이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다 . 1회와 2회에 이어 3회에도 호선으로 찰스 랜드리가
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The Jury for the HCDA is comprised of five world-renowned experts in
urbanism and design. Mr. LEE Kun Pyo (Asia) and Ms. Rachel Troye
(Europe) joined the Jury panel for the third Award. Mr. Charles Landry
was selected the Head of the Jury for three consecutive terms.

* 심사위원의 알파벳 ‘성’ 기준 순서
*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juries’ ‘last names’

찰스 랜드리 도시 / 영국(유럽)
코메디아 설립자
유럽수도혁신 어워드 심사위원
베를린 로버트 보쉬 아카데미 협회 연구원

이건표 인간 중심 디자인 / 한국(아시아)
홍콩 이공대 디자인 대학 학장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학장

The Jury

LG 전자 CDO

LEE Kun Pyo Human Centered Design / South Korea (Asia)
Dean, School of Desig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Professor & Head of Industrial Design, KAIST
Executive Vice President, CDO, LG Electronics

루 샤오보 정보 디자인 / 중국(아시아)
칭화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 학장, 교수

아냐 시로타 도시 디자인 / 미국(북아메리카)
건축 · 디자인 스튜디오 Akoaki 설립자,
건축 디자이너
미시간대학교 터브먼 건축도시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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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Xiaobo Information Design / China (Asia)
Dean, Academy of Arts and Design,
Tsinghua University

Anya Sirota Urban Design / USA (North America)
Architectural designer and Founder of Akoaki,
an architecture and design studio
Professor, A. Alfred Taubm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Michigan

라쿠엘 트로이 서비스 디자인 / 노르웨이(유럽)
오슬로 건축 & 디자인 대학 교수

Charles Landry Urbanism / UK (Europe)
CEO, Comedia
Jury,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
Fellow, The Robert Bosch Academy in Berlin

Rachel Troye Service Design / Norway (Europe)
Professor, The 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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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워크숍

심사 과정

2021. 11. 12. (금)
장소 :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2021년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 심사위원 5명과 운영위원 10명이 온라인 화면 상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서 지향하는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 토론했다 .

Preliminary Workshop
12 November 2021 (Friday)
Venue : DDP video conference studio Seoul ON
Before initiating the screening process for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all five Jury members and ten Steering Committee members met
online to discuss the values of design that the HCDA pursues.

Scr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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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회의

2 차 심사 회의

2021. 11. 26. (금)

2021. 12. 3. (금)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온라인 화상 회의)

장소 :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온라인 화상 회의)

첫 번째 심사는 11월 26일 서울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진행되었다 . 심사위원 5명은

심사위원들은 예선 통과작을 깊이 있고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2차 심사 시간에

전체 100개의 접수작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1차 심사 회의에 참석했다 .

맞춰 다시 모였다 . 대상 후보작이 될 어너러블멘션을 최종 선정을 앞두고

먼저 ,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심사위원장으로는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 간에 많은 대화가 오갔다 .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간에

찰스 랜드리가 선출되었다 . 이후 3회 접수작 전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으나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다 .

가졌다 .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세계 디자인의 경향과 가치 등 총평과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펼친 끝에 어너러블멘션의 후보작 10개와

의견을 교환하고 ,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심사 점수를 반영해 예선 통과작을

안전 · 안심상 후보작을 최종 선정할 수 있었다 .

결정했다 . 심사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Second round screening
3 December 2021 (Friday)
Venue : DDP video conference studio Seoul ON (virtual)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을 기했다 .

First round screening
26 November 2021 (Friday)
Venue : Seoul Design Foundation’s meeting room (virtual)
The first round screening began at 7 pm on November 26, 2021,
Seoul local time. The five Jury members had already reviewed the 100
submitted projects before the meeting. First and foremost,
Mr. Charles Landry was unanimously chosen as the Head of the Jury,
whose job was to lead discussions and reviews and make critical
decisions. Afterward, the participants took some time to share their
overall impressions of the submitted projects. They then discussed and
exchanged ideas on global design trends and values reflected in
each project and determined which ones would move on to the next
round of screening based on prior evaluation scores submitted by
the Jury. Fairness was ensured by eliminating scores given by those who
had reasons to be excluded from evaluating certai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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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y carried out an in-depth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rojects that passed the first screening before gathering again for the
second session. A lively discussion took place on selecting the Honorable
Mention winners, who represent candidates for the Grand Prize.
Although there was some disagreement regarding certain projects,
the Jury members were attentive and respected each other’s opinions.
After two hours of intensive discussions, ten final winners for the
Honorable Mention and candidates for the Safety & Security Award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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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회의
2021. 12. 17. (금)
장소 :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온라인 화상 회의)
3차 심사 회의 전 , 어너러블멘션 10개 팀의 발표 자료와 영상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었다 . 5명의 심사위원은 이를 모두 검토한 후 실시간으로 만날
디자이너들에게 던질 질문을 미리 정리했다 . 당일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된
팀별 화상 인터뷰가 끝난 후 10개 프로젝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3회 어워드의 대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 대상과 함께 2차 회의에서
선정한 후보작 중 안전 · 안심상 수상작도 확정되었다 .

Third round screening
17 December 2021 (Friday)
Venue : DDP video conference studio Seoul ON (virtual)
Before the third screening session, video presentations and other
materials submitted by the ten Honorable Mention teams were
provided to the Jury. The five members reviewed them beforehand
and came up with questions to ask designers during interviews.
Interviews were carried out virtually and mainly consisted of questions
and answers. The Jury deliberat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project through in-depth reviews and discussions and finally
chose the Grand Prize winner of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The Safety & Security Award winner was also selected among candidates
chosen at the second round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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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어워드의 방향 , 심사위원 선정 , 시상식 개최와 홍보 등 어워드의

운영위원회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의논하며 어워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그간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왔으며 , 3회 어워드에는 신규위원 1명(투바 코자투르크)이
임명되어 총 10명이 활동했다 .

The Steering Committee suppor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HCDA by setting its direction, selecting Jury members, and
considering key logistical matters such as those for the award ceremony.
It brings together design experts from across the world through
the global network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For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ten members served in the committee, including one new member
(Ms. Tuba Kocaturk).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장
이순종 대한민국
한국미래디자인연구원 대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부운영위원장 (해외)
조시앙 프랑 프랑스
국제 디자인 네트워크 고문
‘생테티엔 시테 뒤 디자인’ 디자인 외교관,
전 국제부 책임자

Chair
SoonJong Lee South Korea
CEO, Korea Future Design Research Institute
Honorar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Vice Chairs (Overseas)
Josyane Franc France
Representative of European Human Cities Network
Advisor, International Design Networks
Ambassador and former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Saint-Etienne Cité du design

전 유럽 휴먼시티 네트워크 대표

부운영위원장 (국내)
이충기 한국
서울디자인재단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 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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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Chairs (Domestic)
ChungKee Lee South Korea
Director, Seoul Design Foundatio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Former) Founder, Hanmei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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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의 알파벳 ‘성’ 기준 순서
*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s’ ‘last names’

2021. 7. 19. (월)

해외위원 / 유럽

Overseas Experts / Europe
Andrea Cancellato Italy
Director, Association for Industrial Design (ADI)
ADI 디자인 뮤지엄(황금 콤파스상) 책임자
Design Museum in Milan
전 M.E.E.T(이탈리아 디지털 문화 센터) 책임자
(Former) Director, MEET
전 밀라노 트리엔날레 재단 대표
(Former) CEO, Fondazione La Triennale di Milano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

안드레아 칸첼라토 이탈리아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는 2021년 7월 19일에 열렸다 . 먼저 2020년에 진행된 2회 어워드의
운영 결과와 홍보 성과를 운영위원들과 공유했다 . 이후 공고문 수정 ,

해외위원 / 아시아
에리코 에사카 일본
나고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 네트워크 대표
나고야시 문화관광교류국 프로그램 디렉터

해외위원 /오세아니아
투바 코자투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디킨 대학교 융합디자인&건축학과 교수
MInD(Mediated Intelligence in Design)
연구소 설립자
절롱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Overseas Experts / Oceania-Australia
Tuba Kocaturk Australia
Professor, Integral Design and Architecture,
Deakin University
Founding Director, Mediated Intelligence in Design (MInD)
Research Lab
Advisory Committee Member, Geelong
UNESCO City of Design

해외위원 / 남아메리카
페르난도 마스카로 브라질
건축가, 디자이너
FM컨설팅 지속 가능 디자인 전략 담당
생테티엔 디자인 국제 비엔날레
강연자 · 심사위원 · 큐레이터

해외위원 / 아프리카
리차드 페레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하쏘 플래트너
디자인 씽킹 대학 설립 이사
세계은행 및 유엔 재단 디자인 컨설턴트
2014 세계디자인수도 케이프타운 총감독

국내위원
이길형 한국
2021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교수

해외위원 / 아시아
마크 위 싱가포르
싱가폴디자인카운슬 대표

Overseas Experts /Asia
Eriko Esaka Japan
Program Director, Nagoya, UNESCO City of Design
Organizing Committee
Program Director, Cultural Promotion Office, Bureau of
Tourism, Culture & Exchange, City of Nagoya

Overseas Experts / South America
Fernando Mascaro Brazil
Architect / Designer, FM Sustainable
Design Strategies
Speaker, Jury and Curator, 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Etienne

어워드의 5대 가치 심사 기준 반영 , 특별상 신설 등 3회 어워드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

First Steering Committee meeting
19 July 2021 (Monday)
Venue : Seoul Design Foundation’s meeting room
The first committee meeting was held on July 19, 2021, to make key
decis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HCDA. The meeting began
with a briefing on the outcomes of the 2nd Human City Design Award
and its promotion success. Committee members then moved on
to working-level discussions on the operation of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pecial awards.

Overseas Experts /Africa
Richard Perez South Africa
Founding Director, Hasso Plattner School of
Design Thinking, University of Cape Town
Design Consultant,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Foundation
Director, Cape Town World Design Capital 2014

Ex Officio
KilHyung Rhe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Professor, Design Content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verseas Experts /Asia
Mark Wee Singapore
CEO of Design Singapor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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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운영위원회

제 3차 운영위원회

2021. 9. 6. (월)

2022. 2. 11. (금)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

2차 운영위원회는 3회 어워드 접수 공모가 시작된 직후인 9월 6일에 진행되었다 .

3차 운영위원회는 최종 심사가 종료된 후인 2022년 2월에 열렸으며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각 국가별로 디자이너 , 관련 기관

3회 어워드의 심사 결과와 사전 전시와 시민상 투표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어워드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3회 심사위원 구성 현황을

시간이었다 .

공유했다 . 11월에는 5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

Third Steering Committee meeting
11 February 2022 (Friday)
Venue : Seoul Design Foundation’s meeting room

Second Steering Committee meeting
6 September 2021 (Monday)
Venue : Seoul Design Foundation’s meeting room
The second committee meeting was held on September 6, right after
application submissions began. Committee members were asked to
support efforts to promote the HCDA to designer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each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received an introduction of
the Jury. The five members of the Jury joined committee members in
a preliminary workshop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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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committee meeting was held in February 2022 after
the third round screening. The members reviewed the final winners of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They also discussed preparations
for the exhibition and citizen polling to determine the winner of
the Citizen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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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시티

꿈의 집

어너러블멘션 + 시민상

우주로 1216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Grand Prize

HOUSE OF DREAMS

Honorable Mention + Citizens’ Award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어너러블멘션

OOZOORO 1216

Honorable Mention Prize

접근 가능한 해변

ACCESSIBLE BEACHES

시네 파세이우

CINE PASSEIO

덴파쿠 호텔

DEN - PAKU HOTEL

공중 정원

GARDENS IN THE AIR

멕시카나 공원

LA MEXICANA PARK

가능성의 장소

PLACE DES POSSIBLES

트래쉬 버스터즈

TRASH BUSTERS

유지다오 공원

YUJIDAO PARK

안전 · 안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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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택시

Safety & Security Award

GOYOHAN TAXI
67

꿈의 집

버려진 동굴 거주지와 주변 폐기물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지은 커뮤니티 센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면서 조성한 커뮤니티 센터이다 .
동굴 객실 19개 , 편의시설 , 3개 , 공유 주방과 식당 , 회의실 , 전시 공간 , 3개의 마당 ,
옹벽 , 진입로 , 입구 등을 참여형으로 디자인하고 시공을 진행했다 .
이 프로젝트는 다섯 가지 건축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 첫째 , 버려진
동굴의 재건과 새로운 동굴의 구성에 마을 주민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했다 . 그 결과
흙 동굴 , 회색 벽돌로 된 아치 동굴 , 확장 구조 동굴 , 붉은 벽돌 아치 , 원뿔형 아치 ,
캔틸레버형 아치 등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 둘째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 기술을 복원하고 집단의 기억을 회복하는 지역 사회 주도형 문화 기획으로
실행했다 . 셋째 , 재료가 순환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건설 폐기물을 사용하고
건설과 자재 사용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의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 넷째 , 동굴의
본질을 확장하고 강화하여 미래 세대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로 삼았다 . 다섯째 ,
건물 내부 1,200m 2 와 3,200m 2 에 달하는 외부 마당에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갖춰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사를 열 수 있게 했다 .
‘인시튜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꿈의 집’에
참여형 디자인과 건축 방식을 적용했다 . 건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은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건축물의 표면에 자신의 이야기와
기억을 담았다 . 주민들은 외벽에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 갓 철거된 주택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 다니며 버려진 병 , 플라스틱 , 각종 폐기물을 직접 수집했다 .
건축 자재로 재활용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었다 . 현장에서 도면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을
진행하면서 비숙련공인 주민도 건설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 결과적으로 지역
자원을 탐색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의 역량이 개발되었으며 , 건축
비용을 줄이고 폐기물도 감소시키면서 독특한 건축 단지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 .

대상

‘인시튜 프로젝트’는 설립자와 협력자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가치와

Grand Prize

지속 가능한 공간 · 건축 ·도시 개발 접근법을 확장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
‘꿈의 집’에서는 공동체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와 건축물의 전체 설계를 담당했다 .

꿈의 집

인시튜 프로젝트의 목표는 디자인 접근 방식을 통한 협업식 현장 연구가 사회적

HOUSE OF DREAMS

디자인과 실제 참여를 통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 참여형 디자인을

그룹 Group : 인시튜 프로젝트 Insitu Project (Kuo Jze Yi, Peter Hasdell), Zhoushan Community Group
(Liang Jun) and Ku Hok Bun / 실행 도시 City : 덩펑, 중국 Dengfeng, China /

활용한 학제간 접근이 디자인 에이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피터 하스델 Peter Hasdell / 국적 Nationality : 호주 Australia

어떻게 하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이 사회 혁신 , 환경 · 사회 · 경제적 혜택 , 자원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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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꿈의 집’은 중국 허난성 덩펑시 저우산 마을의 버려진 동굴 거주지에 지역 주민의

HOUSE OF DREAMS

경제 , 지역 기술 향상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 2015년부터
12개의 마을 , 22개 커뮤니티의 공동 설계 프로젝트와 5개의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진행했다 . 이 과정을 통해 80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고
3,000명 이상의 주민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 ‘인시튜 프로젝트’는 각각의

An urban cave settlement participatory revitalization project
to build a community center
with recycled household and construction waste

지역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과 건축을 실행하며 인간의 정착지에 새로운

심사평
굉장히 인상 깊은 프로젝트이다 . 참여와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 자재 연구도
신선하고 인상적이다 . 도시의 건축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
— 아냐 시로타

진정한 협력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숙련되지 않은 주민들이 참여해 모델을 만들고
발전시킨 결과물은 미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다 . 이를 통해 다양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수립이 되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 . 주민들에게 자부심이 생겼으며 ,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도 크고 지속 가능성 부분도 우수했다 . — 라쿠엘 트로이
주민 재교육과 관련된 매우 사려 깊은 프로젝트이다 . — 찰스 랜드리
많은 중국 도시와 농촌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 저렴한 재료와 현지 장인을
활용한 점 , 매우 단순하지만 독특한 미적 결과물 , 뛰어난 참여 프로세스가
커뮤니티에 유용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 — 루 샤오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전 프로젝트가 있었고 ‘꿈의 집’은 두 번째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다 .
디자이너가 지역 주민과 협업하고 공동 디자이너로서 참여한다 . 공동 디자인을
하면서 질문을 제기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다 . 그 결과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 디자인에는 다양한 참여의 수준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여형 디자인이 아닐까 . 사람들에게 창작 방식을 알려주고 직접 만들게
했다 . — 이건표 *
* 이건표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로 해당 프로젝트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상 심사평은 별도로
전달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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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Dreams is a community center created in an abandoned cave
settlement in Zhoushan village, Dengfeng, Henan Province in China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villagers. The project gave the villagers
a new perspective about design. The project involved participatory
design and construction of 19 caves as guestrooms, 3 new amenities
blocks, a community kitchen and a dining hall, a meeting room,
an exhibition space, three courtyards, retaining walls, an access ramp,
and an entrance.
This project was built on five architectural principles. First,
a wide range of experiences of local villagers was reflected in the
refurbishment of abandoned caves and the composition of new caves,
resulting in caves with diverse traits : an earth cave, an arch- shaped cave
made of gray bricks, a cave with expanded structure, a red brick arch,
a conical arch, and a cantilever- shaped arch. Second, the project was
implemented as a community- led cultural plan aiming at restoring
traditional skills and collective memor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ird,
construction waste was used to create a circular economy of recycling,
and workshops on construction and material use were provided to
increase villager skills. Fourth, the environmental principles of the original
caves were expanded and enhanced so as to serve as an example for
future generations. Fifth, various types of spaces were provided in
the 1,200m2 courtyard inside the building and the 3,200m2 courtyard
outside, allowing flexible programs and events.
Insitu Project developed a participatory design and construction
approach for the House of Dreams to enable collective participation.
Elderly villagers who had never built a building collected household waste
for recycling, thereby putting their stories and memories on the surfaces.
Villagers carved patterns on the outer walls and collected discarded
bottles, plastics, and others from various places, such as demolition sites.
The use of recycled waste as construction materials shifted community
perception of waste. Resident opinions wer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with few technical drawings ; unskilled villagers became a part
of the construction process. Consequentially,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recycling local resources increased villager skills, reduced cost and
waste, and created a unique architectural complex.
Insitu Project is an open platform that expands the long- shared
values of its founders and partners as well as its approach to sustainable
space,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It was responsible
for architecture design as well as the community participatory design
process in the House of Dreams. Insitu Project aims to explore th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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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of collaborative site research on the community through social design
and actual participation, test whether cross - disciplinary approaches using
participatory design can be the basis for design agencies, and investigate
how loc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can be a tool to enhance social
innovatio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 economy, and local skills. Since 2015, Insitu Project
has conducted joint design projects in 12 villages and 22 communities
and development planning in 5 communities, giving direct benefits
to more than 800 villagers and indirect benefits to over 3,000 villagers.
By implementing new designs and architectures tailored to each region,
it is adding new values to human settlement.

Jury Comment
A highly impressive project. It is fresh and impressive, in terms of
not only participation and education but also material research.
It provides great ideas contributing to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 Anya Sirota
The project involved the participation of unskilled villagers to create
and develop a model — based on genuine cooperation and community
spirit — and the outcome itself is also aesthetically remarkable. The project
had a ripple effect of creating various new initiatives. It instilled
a sense of pride in the villagers,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community,
and is excellent in terms of sustainability. — Rachel Troye
A very thoughtful project related to re - educating the villagers.
— Charles Landry
This is a good example that can be applied to many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The use of inexpensive materials and local craftsmen, very
simple but unique aesthetics, and excellent participatory process yielded
useful and practical outcome for the community. — Lu Xiaobo
There was a preliminary project conducted in a similar manner,
and House of Dreams was the second project. The project is small in
scale, but it effectively solves a wide variety of problems. Designers
collaborate with local villagers who participate as co - designers.
In the process of raising questions and conducting workshops,
the designers empower the people to capitalize on their creativity.
As a result, the villagers develop a sense of ownership. While there are
various levels of participation in design, the House of Dreams shows what
true participatory design is. The project taught people how to create and
encourage them to make things themselves. — Kun - Pyo Lee*

* Mr. Kun-Pyo Lee did not give any marks for this specific project due to conflict of interest,
but nevertheless delivered his comments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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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성된 동굴 입구

234

전경과 야외 마당

1

마을 주민 참여 워크숍

5

커뮤니티 홀에 모인 주민들

2345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건설 과정

6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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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의 스토리 , 100명의 메이커

1,000 Stories, 100 Makers

피터 하스델

Peter Hasdell
Designer

디자이너

‘꿈의 집’은 동굴에서 자란 마을 어르신들의 집단적인 추억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
프로젝트의 장소는 중국 허난성 저우산 마을에 버려진 동굴 거주지였고
이곳에 지역 교육 훈련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이 프로젝트에는 다섯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 첫째 ,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문화적 기획 과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전통과 가치의 회복과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
둘째 ,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동굴과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셋째 ,
가정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적인 물질 경제를 촉진하고 , 노인들의
폐자재 사용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넷째 , 원래 동굴이 지닌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다섯째 , 유연한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
먼저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19개의 동굴을 개조해서 객실로 만들고 3개의
편의시설 구역을 디자인하고 시공했으며 , 공유 주방과 다이닝홀 , 전시 공간도
디자인하고 시공했습니다 . 야외 마당 3개의 조경 작업을 하고 , 옹벽을 쌓고
에코 오솔길이라 부르는 마을 상부로 이어지는 새로운 진입로를 구축하고 , 새로운
입구에는 에코월을 만들었습니다 . 에코 정원에는 오수 정화조에서 처리한 물을
공급합니다 .
두 번째로 지역 사회에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프로젝트에는 3명의 협력자가 있습니다 . 저우산 커뮤니티
그룹은 클라이언트이자 공동 디자이너 , 메이커로 참여했습니다 . 리앙쥔이
이끄는 이 그룹은 2003년부터 지역 사회 발전에 있어 노인 , 청년 , 성평등 , 사회
환경 정의 구현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인시튜 프로젝트는
건축 디자인 계획 수립 , 전체적인 레이아웃 , 지역사회 참여 디자인 , 시공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 그리고 홍콩 이공대학교 응용사회과학부의 구학분 박사가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연대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응용방법론을 알려주었습니다 .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된 지속 가능 공동체 , 환경 , 경제 발전을 위한
순환 경제의 원칙 , 독특한 참여형 디자인과 시공 방식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
참여형 디자인 과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했는데요 . 하드웨어는
건축과 공간 개발 , 그리고 물질 경제 , 소프트웨어는 지역 사회 내 단체 , 주민 교육
훈련과 참여 역량 , 그리고 디자인과 시공 능력을 말합니다 .
이러한 참여형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일단 건설과 가정 폐기물을 사용해 공사비를 최소화했고 ,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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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House of Dreams” derives from collective memories of
villager elders who grew up in the caves. The project site is an abandoned
cave settlement in Zhoushan village, Henan Province, China. Its function
is a rural training center. The five project development aims are as
follows : First, to initiate rural revitalization so as to enable communityrun cultural planning processes involving the recovery and innovation
of traditions and values. Second, to make a diversity of caves and spaces
in many different ways as possible. Third, to start a cyclical material
economy using recycled household and construction waste so as to
foster sustainable practices, increase elderly villager skills in construction
with waste material, and minimize material costs. Fourth, to enhance
environmental principles of the original caves. Fifth, to enable flexible
program that make spaces to allow for changing needs.
The project involved refurbishment of 19 caves as guestrooms
and design and construction of 3 new amenities blocks, a community
kitchen, a dining hall, and an exhibition space. Then there was the
landscaping of 3 main courtyards, construction of retaining walls, a new
access ramp to the upper village (called eco pathway) and community
entrance wall (called eco wall). A septic tank feeds waste into an ecogarden.
The project constructed community resilience. There are three
key collaborators. Zhoushan Community Group took part in the project
as a client and co-designer / maker. Led by Lian Jun, the group has
a holistic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since 2003, including the
elderly, the young, gender equality,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situ Project was responsible for architecture design, planning,
overall layout, and the community participatory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es. Dr. Ku Hok Bun from the Department of Applied Social
Sciences at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provided knowledge
and application methodologies of solidarity economy in rural
development. The collaboration resulted in the co-development of
circular economy principles for an integrated sustainable community,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unique participatory design and construction
approach. The participatory design processes were an integration
of hardware (architecture and spatial development, material economy)
and software (community organization, training and participation skills,
and abilities in design and construction).
The participatory construction resulted in the minimization of
construction costs, increased recycling, and reduction of landfill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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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폐기물을 감소시켰습니다 . 1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시공 과정에 참여해
마을 주민의 스토리나 디테일 등이 건축물 표면에 구현되게 했습니다 .
참여형 디자인은 마을 공동체의 자부심과 결속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역량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폐기물 수집과 실험 , 도로 포장과
건설 등에 관한 교육 워크숍은 마을 주민과 건설업자가 재활용 건축 자재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워크숍을
통해 훌륭하고 독창적인 방식이 도출되었습니다 . 100여 명의 마을 주민과

construction and household waste. 100 villagers took part in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participatory design increased village pride
and cohesion, and also enhanced capability and resilience. Training
workshops were held to enable villagers and builders to work with
recycled construction materials. At first there was resistance, which later
led to a high level of inventiveness. For example, a paving workshop
involving over 100 villagers and groups for the paving of a courtyard.
Such collective participation was possible under “1,000 details, 100
makers.”

함께 마당을 포장했는데 , ‘1,000개의 디테일 , 100명의 메이커’라는 기조 하에
이러한 집단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

	Revitalization of community and creation of new values
through participatory design

자재를 수집했습니다 . 마을 상부로 이어지는 에코 오솔길을 따라 식물을 심는

Skill and material limitations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open
and adaptable design that allowed for flexibility and evolution. Collective
decisions were taken to use construction waste and household waste.
The engagement of elderly villagers with no construction experience
as builders required training workshops, resulting in a unique
participatory construction process to occur. In using recycled
construction and household waste material in the walls and surfaces,
participatory construction encouraged local solutions rather than
technological architectural innovation. Few technical drawings were
provided ; only basic plans and design processes were discussed
on site. Technical decisions were initiated to influence social integration
into the project, fostering a bottom-up, self-built approach to architecture
The exploration of local waste resources led to new collective values
and united the community. Using recycled waste shifted the community
perception as landfill to understanding its positive reuse value. This has
changed the material economy to a circular economy of recycling,
which resulted in increased community pride, stronger villager skills in
construction, and a reduction of waste. The resulting architecture is
comprised of a thousand details and stories made through creative
innovations by its builders. The estimated amount of waste material use
to new material is 40% ; 60% new material. The ongoing work will
evaluate this against villagers work contribution (human capital) and skill
acquisition. Construction with waste materials is more labor intensive
and takes longer to construct but has the potential to engage the
community. A variety of spaces were constructed through this process.
The Eco wall showcases the construction and household waste
techniques, with many specially donated items by villagers. A map of
where the construction wastes were gathered from is incorporated
in to the adjoining wall. The villagers gathered materials from
construction and demolition sites and also from outside the village.
As for the Eco Pathway, or the ramp to the upper village, planting is done
along the pathwa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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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디자인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
세 번째 , 기술과 재료의 한계가 있었지만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개방적 참여형
디자인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 또한 건설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의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은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건설 경험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 그 결과 저희만의 고유한
참여형 시공 과정이 탄생했습니다 . 벽면과 표면을 건설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드는 과에서 건축 기술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내놓은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 현장에서는 기본 계획만 제시하고 기술적인 도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디자인은 논의를 통해 상향식으로 모든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
그리고 지역 내 폐기물 자원 탐구를 통해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를 결속시켰습니다 . 기존에 폐기물을 매립지에 묻기만 했던 지역 주민들의
폐기물 재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물질 경제를 재활용의 순환 경제로
변환시킨 결과 지역 사회 내 자부심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건설 기술력이
강화되고 폐기물이 감소되었습니다 . 이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의 창의적인 혁신 ,
즉 , ‘1,000개의 디테일과 스토리’로 건축물이 구성될 수 있게 했습니다 .
폐자재 사용량은 약 40 % 였으며 나머지 60 % 는 새 자재였습니다 . 마을 주민의
작업 기여도 , 즉 , 인적 자본과 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폐자재 사용은 노동집약적이고 시공 기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지역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센터에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 마을의 입구인 에코월은 건설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을
활용한 시공 기법의 상징물입니다 . 상당수의 재료를 마을 주민이 특별
기증했습니다 . 건설 폐기물의 수거 장소를 표시한 지도가 바로 옆 담벼락에
있습니다 . 주민들은 건설 현장과 철거 현장에서 자재를 수집하고 마을 밖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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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 변화 촉진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03년에서
2018년까지는 노인층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습니다 .
리앙쥔이 이니셔티브를 이끌었고요 . 2018 –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통합하여 ‘꿈의 집’을 구현했습니다 . 현재는 세 번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 2022년부터 그 이후에는 종합적인 문화 기획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저우산 마을의 교육과 문화 정체성을 수립해 친환경 건축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진행해 외부 마을과의 협업과 학습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이니셔티브에서 지역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참여형 과정이었는데요 .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과 건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
‘꿈의 집’은 디자이너의 추진력 ,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지역 사회의 창의성을 활성화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오브제적 접근보다는 하나의 과정이자 관계 기반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Designers had roles to play in facilitating change. To elaborate
how the project has evolved : From 2003 to 2018, small scale
community initiatives with the elderly community were conducted,
led by Lian Jun. From 2018 to 2021, we integrated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ment resulting in the House of Dreams. Stage three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From 2022, the plan is to promote a holistic cultural
planning to foster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wider
village of Zhoushan, planning an open eco-construction research facility
and series of initiatives that can allow inter-village and external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learning. The project evolved from
a small initiative to local institution and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o a regionally well-known project. As for the design challenge, it was
that participatory involvement, sustainability and the circular economy
required new ways to practice design and architecture.
House of Dreams showcases how designers’ skills of facilitation,
enabling, development of flexible frameworks, and the need for new
thinking can activate community creativity, foster capacity, and instill
new values. These are process and relation-based approaches rather
than design object approaches. The process is being developed
into a methodology, which will be tested and published as a book in two
years’ time. Finall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is is a complex
project involving many different contributors. It is a co-design project, so
it is not the work of a sole designer. Thank you.

이 프로젝트의 과정은 현재 하나의 방법론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2년 안에
테스트가 진행되고 관련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꿈의 집’은 다양한
기여자가 참여한 복합적인 프로젝트로 단 1명의 디자이너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공동으로 디자인한 프로젝트입니다 . 감사합니다 .

인시튜 프로젝트는 홍콩 이공대 디자인 대학에 기반을 둔 학제간 디자인 연구 플랫폼으로 건축가
피터 하스델과 궈쯔이( 郭子怡 )가 2015년 설립했다 . 참여형 디자인과 건설(하드웨어), 소셜 엔터프라이즈
창립(소프트웨어) 과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을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회복력을 높인다 .
‘꿈의 집’에는 인시튜 프로젝터를 비롯해 리앙쥔(梁軍 ), 저우산 커뮤니티 그룹, 구학분(古學斌 )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
Insitu Project is a cross-disciplinary design-based research platform based in the School
of Design i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Founded in 2015 by architects Peter Hasdell
and Kuo Jze Yi, Insitu Project engages communities in rural contexts, involving participatory
design and construction (hardware) and social enterprise creation (software) to activate
local conditions and increase community resilience. Lian Jun, Zhoushan Community Group,
and Dr. Ku Hok Bun took part in the project together with Institu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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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ARTNERS
Architecture : Kuo Jze Yi, Peter Hasdell, Insitu Project
Community : Liang Jun, Zhoushan Community Group
Economy : Dr Ku Hok Bun, APSS

PROJECT TEAM
Community Organization and Client : Liang Jun, Ou Yang Xiu Zhen, Dong Lin, Jin Dou Dou
Architectural Design : Insitu Project : Kuo Jze Yi, Peter Hasdell with Zhou Zi Hau,
An Tian Jian, Tan Ming, Lee Chung Bun,Liu Min Hau
Solidarity Economy : Ku Hok Bun (APSS)
Zhoushan Building Team : Yi Rong Liang, Zhou Hai Shan, Chen Guo Bin,
Zhou Bao Liang, Wang Zhen Shan,
Wang Zhong Shuan, Wang Jin Ping, Zhou Yin Mu,
Wang Dong Biao, Sun Huan Ling
Building Management : Feng Rui Fen, Wu Huai Zhen, Jing Qiu Feng,
Hao Yu Zhi
Community Association : Zhou Xi Chuan, Jing Xiu Fang, Zhou Xi En
Material Donation Representative : Yi Fang, Zhou Zi Yun
Interior Decoration : Evelyna Liang Yi Hu
Volunteers : Wu Jun Ping, Keita Tajima, Tan Min, Li Dong Min,
Aubrey Au, Chelsea Chan

PROJECT FUNDERS
Stage 1: The Li & Fung China Social Policy Research Fund
Stage 2 : Chan Cheung Mun Chung Charitable Fund

UNIVERSITY PARTNERS
School of Design (SD)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SAUP) Shenzhen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Social Sciences (APSS)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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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1216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12 –16세 트윈 세대를 위한
참여형 공간 디자인

제 3의 공간으로 전주시립도서관 3층에 위치해 있다 . 이유에스플러스건축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씨아트(SEEART ), 벤처 기부 펀드 씨 프로그램(C program),
전주시와 협력해서 조성한 국내 첫 트윈 세대 전용 공간이다 .
‘우주’는 한국어 ‘우주’와 영어 ‘Would you’의 동음이의어이다 .
트윈 세대들이 우주와 같이 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비고 탐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 ‘우주로 1216’은 역사가 깊은 전주시의 성곽과 산책로에서
영감을 얻어 , 공간을 방이 아닌 영역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 탐험을 하듯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소통을 위한 ‘톡톡존’,
놀이 활동을 위한 ‘쿵쿵존’, 창작을 위한 ‘슥슥존’, 휴식과 사색을 위한 ‘곰곰존’을
만날 수 있다 . 각각의 존에는 다양한 책과 함께 사용자들이 만든 창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구조물 , 놀이 기구 , 무대 ,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다 .
차세대를 위한 공간을 추구하는 건축 그룹 이유에스플러스건축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간 많은 전문가와 협업하며 실사용자인 트윈 세대를
대상으로 참여형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공간을 설계했다 . 공간 디자인은 크게
사용자 그룹과의 사전 워크숍 , 1 :1 스케일 디자인 워크숍 , 설계와 시공 , 시공 후
워크숍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 사전 워크숍에서는 전주시에 사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사는 도시 전주와 그 안에서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담은 일기장 ‘트윈노트’를 작성하게 했다 . 1 :1 스케일 디자인 워크숍은
도서관 건물 3층의 빈 공간에서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할 공간을 직접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했다 . 워크숍에 참여했던 트윈 세대는 개관 후 도서관의 관리자가
되어 직접 공간을 소개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도 했다 .
트윈 세대들은 ‘우주로 1216’을 탐색하며 도시에서 더 나은 환경을
상상하고 서로를 보고 배우며 세대 간의 소통을 경험한다 . 트윈 세대를 위한

어너러블멘션 + 시민상

공공 공간이 더 많이 조성된다면 , 트윈 세대들이 상업 공간 대신 공공 공간을 자주

Honorable Mention + Citizens’ Award

방문하고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

우주로 1216

OOZOORO 1216
그룹 Group : 이유에스플러스건축 EUS+ Architects / 실행 도시 City : 전주, 대한민국 Jeonju, Republic of Kore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서민우 Min W. Suh, 지정우 Jungwoo Ji / 국적 Nationality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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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로 1216’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트윈(tween) 세대를 위한 집과 학교가 아닌

OOZOORO 1216

Republic of Korea

A participatory space design project
to create an alternative exploratory space for Tweens
between the ages of 12 to 16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the Jeonju City Library, OOZOORO 1216
offers a place where the tween generation between the ages of 12 and 16
can go when they are not at home or school. Built by EUS + Architects in
collaboration with the Book Culture Foundation, SEEART, a venture
philanthropy fund named C Program, and Jeonju City, OOZOORO 1216 is
the first space built exclusively for the tween generation in Korea.
In Korean, the word “OOZOO” stands for “outer space.”
It is homonymous with the English phrase, “would you.” The name
“OOZOORO 1216” reflects hope for the tween generation to fully
experience and explore a world as wide and new as outer space. Taking
inspiration from the historic city walls and walking trails of Jeonju,
the space is divided into sections, not rooms, which are connected by
a single passageway. Walking along this passageway as if on an
adventure, users come across four different zones : “Talk Talk Zone,”
an area for communication ; “Kung Kung Zone,” an area for play ; “Seuk
Seuk Zone,” an area for creative activities ; and “Gom Gom Zone,”
where users can lay back and take some time to think. Each zone is
furnished with books, structures for the exhibition of work created
by users, recreational equipment, stages, and various furniture that users
can modify to meet their specific needs.
Focusing on building spaces for the next generation,
+
EUS Architects has held several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s with
the tween generation for the past year since March 2019 and designed
OOZOORO 1216 in collaboration with numerous field experts. The process
consisted of four steps : pre -workshops with users, one -to - one scale
design workshops, design and construction, and post-workshops after
construction. At the pre -workshop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ju were asked to keep journals, referred to as the “Tween
Note,” which contain questions about the city and their everyday lives.
The one -to - one scale design workshops took place in the empty space
on the third floor of the Jeonju City Library, where OOZOROO1216 was to
be built. During the workshops, participants were able to get a feel of
the actual space that will be used and had a chance to express what they
imagined it to be. The tween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hops
were appointed to manage the space after it opened. They introduced
it to visitors and created a users’ guide.
OOZOORO 1216 enables the tween generation to envision
a better urban environment as they explore and learn from one another
and experience inter- generational communication. When more public
spaces dedicated to the tween generation become available, tweens may

2021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88

어너러블멘션 +시민상 / HONORABLE MENTION + CITIZENS’ AWARD

89

opt for these places instead of commercial establishments and experience
a new level of different activities.

심사평
친절하고 품격 있는 공공 서비스 공간 디자인이라는 좋은 솔루션을 보여 주었다 .
— 루 샤오보

그동안 배제되었던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멋진 공동 창작 과정을 보여준 흥미로운
프로젝트이다 . — 찰스 랜드리

Jury Comment
A wonderful example of a public service space design that is both friendly
and classy. — Lu Xiaobo
An exciting project involving an amazing co - creation process that focuses
on an often - neglected age group. — Charles Landry

이유에스플러스건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반적인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조사, 연구,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축설계사무소이다 . 사용자와 함께하는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소망을
포착하고 공간에 반영한다 .
EUS + Architects is an architectural design firm that engages with children in various
explorations, research, and workshops alongside general architectural design tasks for the next
generation. Through a process called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with users, EUS + Architects
focuses on identifying the thoughts and aspirations of users and incorporating them into
its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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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존’의 통로

12

공사 전 전주시립도서관 3층 공간과 시공 과정

1

34

트윈 세대 대상 참여형 디자인 워크숍

2

‘곰곰존’에 비치된 가구

5

전주에서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담은 트윈노트

34

‘쿵쿵존’의 가구와 놀이 기구

6

1:1 스케일 디자인 워크숍

56

개관 후 공간을 이용하는 트윈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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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Comment

시민 심사평

This ingenious and innovative project offers a special
place for teens, the in - between generation who do not have
as many places to go to as young children or adults.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장소는 많지만 끼인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많지 않다 . 오로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창조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이다 .
공간에서 직접 주체(트윈 세대)가 체험하고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공한 공간이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의 취지에
적합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

The space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target group
(tween generation) to experience, communicate, an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fulfilling the objective of
the Human City Design Award. It brings a sense of awe to
whoever witnesses it.
It is outstanding that the space is divided into sections so
that users can experience the joy of exploration.

공간을 구역으로 나누어 탐험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트윈 세대라는 청소년 공간에 주목하고 ,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했다 .

The project focuses on teenagers, or the “tween generation,”
designing a special space for this specific user group.
A space that offers a good mix of entertainment, utility, and
design, to which children are drawn.

아이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흥미 유발 , 실용성 , 디자인의 세가지가
잘 버무려진 공간

A space that offers both user convenience and aesthetic
aspects.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리함과 심미적인 부분을 동시에 잡았다 .
가장 갈 곳 없는 ,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은 트윈 세대들이
만든 공간 .

A space built by the tween generation, who typically do not
have many places to go to and little opportunity to gather
together.
An outstanding design that helps reinforce the creativity of
the tween generation.

트윈 세대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우수한 디자인 .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준다는 점이
인상 깊다 .

It is impressive that the project supports children’s dreams
that cannot be taught in schools or after- school classes.
Thoughtful insights and ideas on the needs of the in - between
generation stand out the most.

끼어있는 세대의 필요에 대한 섬세한 통찰과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
혼자만의 ,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진 아이들을 위한 공간 .
청소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 3의 공간 .

A space for children who need a place to spend on their own
or with one another.
The ideal alternative go -to place for teenagers.
It is impressive that teenag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 process and that their
opinions were incorporated throughout the way.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

It is meaningful that the users imagined the space and
participated in the design process.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
자료를 찾는 곳으로만 인식되는 도서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The project offers a new perspective on libraries, commonly
viewed as a place you’d visit to find reading materials.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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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 Charge :
Construction :
Client and Collaborator :
Contents Consultant :
Market Analysis Consultant :
Operator :
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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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 Ji, Min W. Suh
Mat.E Architects
C Program , Book Culture Foundation, SEEART
Ginger T project
the IDEA group
Jeonju Municipal Library
Youngchae Park, Hyeondong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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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해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인이
쉽게 해변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

긴 해안선을 보유한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다 . 물라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8 % 가 장애인이다 .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해변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물라시 장애인 단체 ‘다트카 장애인 협회(Datca Engelim Olmayın
Derneği)’와 ‘접근 가능한 물라 플랫폼(21개 장애인 NGO가 속해 있는 플랫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 물라시 사회복지부는 비정부 조직 , 장애인 , 건축가 . 디자인
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6년부터 7개 구의 19개 해변의 모래사장과 바다에
특별히 고안한 재료로 만든 물에 뜨는 데크를 설치해 휠체어를 타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 해변뿐 아니라 주변 도로 , 화장실 , 샤워실 , 탈의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로 디자인했다 . 휠체어를
탄 채 수영하고 싶지 않거나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물에 뜨는 일광욕 의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변에 배치했다 .
데크는 설치와 철거가 쉽고 별도의 세척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터키 연안법 상 해안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일반적으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해변에 데크를 설치한다 . 설치에는
2명이 작업했을 때 5시간 정도 , 해체에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수영은 장애인의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자 치료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이 프로젝트 덕분에 수 천명의 장애인이 난생 처음 바다를 방문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물라시에서는 차로 장애인을 픽업해 해변에 데려다 주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제 화창하고 더운 날에도 집에서 혼자
지내던 물라의 장애인들은 해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데크는 해변의
외딴 구석이 아닌 정가운데 인명 구조 요원용 타워 근처에 설치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바다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어너러블멘션

물라시는 2020년 터키 문화부로부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시로

Honorable Mention

선정되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 이 프로젝트는 보즈자다 , 안탈리아 , 이즈미르 , 트라브존 ,

접근 가능한 해변

ACCESSIBLE BEACHES

부르사와 같은 터키의 다른 도시에 확산되었다 .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가능한 해변’의 관점은 터키를 넘어 전 세계에 적용되고 공유될

그룹 Group : 노 배리어 No Barrier / 실행 도시 City : 물라, 터키 Mugla, Turkey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에르탄 외즈튀르크 Ertan Öztürk / 국적 Nationality : 터키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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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터키의 남서부에 위치한 물라는 터키에서 가장

ACCESSIBLE BEACHES

Turkey

A disability service project to ensure accessible beaches
for the disabled and elderly in wheelchairs
Mugla is located in the southwest corner of Turkey where the Aegean
Sea meets the Mediterranean. It is a beautiful tourist destination with the
longest coastline in Turkey. Among its one million plus population, about
8 % is disabled. The project was initiated upon the request from Datca
Engelim Olmayın Derneği, an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in Mugla, and
Accessible Mugla Platform, which is comprised of 21 NGOs for the
disabled, to enable the disabled to access the beach with a wheelchair.
With the help of NGOs, members of the disabled community, architects,
design companies, and more, the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the
Mugla Metropolitan Municipality (MMM) in 2016 installed floating decks
made of specially designed materials on sand and in waters of 19 beaches
in seven districts to allow wheelchairs to enter the waters. In addition,
all surrounding facilities including roads, toilets, shower booths, and
changing rooms were designed barrier-free to bring convenience to the
disabled. A sufficient number of floating sun loungers made of stainless
materials were placed on each beach for those who do not wish to
swim in the sea with their wheelchairs or those using electric wheelchairs.
The advantages of these decks are that they are easy to assemble
and disassemble —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Turkish coastal
law forbids the building of fixed structures on the coastlines — and do not
cause environmental issues as they can be washed and reused. In general,
decks are installed from the end of May to the end of September, which
is the best time to enjoy the waters. With two people at work, installation
takes around five hours and dismantlement around three hours.
Swimming is one of the best sports and therapy for the disabled.
This project has allowed thousands those with disabilities to visit the
beach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and enjoy swimming. Upon request,
the MMM provides vehicle service to transport those in need to
the accessible beach. Now, the disabled population in Mugla who had to
spend time alone at home on hot, sunny days are going out to meet
people at the beach. The decks are set up close to the lifeguard tower,
which is the busiest place on the beach, thereby bringing the disabled and
the non - disabled together.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the elderly with
mobility problem can now access the waters in wheelchair.
In 2020, the city of Mugla was selected as the most accessible
city by the 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project prevented
social inequality between disabled people and non - disabled people,
and helped improve the health of disabled people. It has been
disseminated to other cities in Turkey, such as Bozcaada, Antalya, Izmir,
Trabzon and Bursa. Global sharing and application of Accessible Beaches,
which resolves social issues through design, is highly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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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단순하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활동 중 하나인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준 매우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다 . 그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은
경사로 또는 특수 승강기 설계뿐이었다 . 포용성을 위해 경제적이며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 — 아냐 시로타
매우 간단하지만 감동적이다 . 하물며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하다 .
— 루 샤오보

Jury Comment
A simple yet highly impactful design that allows swimming for users of
wheelchairs, which is one of their most desired activities. Until now,
existing designs for wheelchair users have only been ramps and special
elevators. This project provides economical, universal, and practical
solution that promotes inclusion. — Anya Sirota
Very simple but touching. Even the cost of materials is low. — Lu Xiaobo

노 배리어는 물라시 사회복지부의 기술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르탄 외즈튀르크, 무라트 외누르,
하산 베르켐 예니제, 옛킨 캄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며 프로젝트 스태프를 관리하고 있다 .
No Barrier consists of technical staff of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Mugla Metropolitan
Municipality. Ertan Öztürk, Murat Önür, Hasan Berkem Yenice and Yetkin Camli are
the main conductors and the implementers of the project ; they conduct the staff working in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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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크가 설치된 해변

123

해변에 데크를 설치하는 과정

3

장애인을 해변에 데려다 주는 차량

45

진입로와 바다 안까지 설치된 데크

456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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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 Architecture : Ertan Öztürk
Designer : Ertan Öztürk
Project Owner & Economy : Mugla Metropolitan Municipality
(Health and Social Services Department)
Community, Partners & Cooperators : People of Mugla, Accessible Mugla Platform,
Bodrum Municipality, Fethiye Municipality,
Datça Municipality, Marmaris Municipality,
Dalaman Municipality, Milas Municipality,
Ula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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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 파세이우

옛 영화관의 추억을 살려 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시가에 활력을 불어넣은 프로젝트

리아추엘로 거리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
이 프로젝트는 공공 공간을 유동 인구로 채우고 주변 상업 시설을 부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시네 파세이우는 브라질 군대를 위해 1934년 지어진 군용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에 맞춰 재단장해 2019년 3월 27일 개관했다 .
도심의 옛 건물을 재활용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양성하고 보급하는 앵커 시설로
설계해 사람들이 만나고 배우고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다 .
시네 파세이우는 도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옛 영화관
‘시네 루스’와 ‘시네 리츠’를 기리는 2개의 영화 상영관과 교육실 ,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의 파사드(외벽)는 복원했고 ,
기존 건물의 내벽은 그대로 살리고 바닥과 천장의 손상된 목조 구조물은
콘크리트로 교체했다 . 주 출입구가 있는 지하와 건물 1층에서 2층까지 뚫려 있는
메자닌(중간층)에서는 영화 상영 전이나 수업 시작 전에 사람들이 머무르며
교류할 수 있게 했다 .
시네 파세이우는 1886년 개장한 도시 최초의 공원 파세이우 푸블리코
(Passeio Público)에 있는 코레토 디지털(Coreto Digital)을 활용해 영화를 비롯한
공연 콘텐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코레토 디지털은 1915년에 만들어진
낡은 구조물에 360도 곡면의 대형 LED 스크린과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해서 만든
상영 시설을 말한다 . 공원 앞에 위치한 시네 파세이우에서 이 코레토 디지털에
영화 , 콘서트 , 무용 , 오페라 등의 영상을 전송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한다 .
시민들은 대형 화면 주변에 놓인 벤치에 앉아 영상을 감상하며 옛 길거리 영화
상영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영화사와 영화 제작
등에 관한 무료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
시네 파세이우는 시민들이 공공 공간에 자주 방문하고 머물게 함으로써

어너러블멘션

도시의 치안을 개선하고 인근 상업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시의 분위기는

Honorable Mention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 경관과의 상호작용은 시민들의 관계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시네 파세이우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 못지 않게

시네 파세이우

건물을 채우는 콘텐츠와 내외부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CINE PASSEIO

보여주는 사례이다 . 디자인과 예술 , 문화와 기술의 통합은 사회적 포용을 이루며

그룹 Group :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 Institute for Research and Urban Planning of Curitiba (IPPUC) /
실행 도시 City : 쿠리치바, 브라질 Curitiba, Brazil /

오래된 도심 속 공공 공간의 회복을 이끌었다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마우로 마그나보스코 Mauro Magnabosco / 국적 Nationality : 브라질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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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시네 파세이우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쿠리치바 도심의 유서 깊은 역사 지구인

CINE PASSEIO

Brazil

An urban recovery project to remodel a former military building
into a cultural complex
with movie theaters reminiscent of old cinemas
Cine Passeio is a project designed to complement the plan to revitalize
Riachuelo Street, a historic district in downtown Curitiba,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Brazil. The project aimed to fill public spaces with
floating populations and revitalize the surrounding commercial facilities.
Opened on March 27, 2019, Cine Passeio repurposed a building
constructed in 1934 for the Brazilian military, with maximum preservation
of the building’s original state. It was designed as an anchor facility for
training and disseminating art and culture, i.e., a complex cultural space
where people can meet, learn, discuss, and enjoy.
Cine Passeio consists of two movie rooms that revere Cine Luz
and Cine Ritz — traditional cinemas that were an integral part of the city’s
history — classrooms, and multi- purpose spaces. The building’s façade,
which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restored. Original
internal walls were preserved and damaged wooden structures of floors
and ceilings were replaced by concrete. An open mezzanine area that
integrates all floors — from the ground floor where the main access is to
the second floor — make a pleasant space for people to stay and socialize
before classes or film exhibitions.
Integrated with Cine Passeio is Passeio Publico, the first park of
the city that opened in 1886. The park implemented Coreto Digital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njoy films, concerts, and more. Coreto Digital
occupies an old structure built in 1915, where a large, 360 - degree curve
LED screen is installed with a sound system. This installation allows
free transmission of films, concerts, dances, operas, etc. Citizens would
enjoy these contents while sitting on benches placed around the screen,
which restores the ambience of old street cinemas. It also provides
offers free online and offline courses on film history and production for
the lower income population.
Cine Passeio promoted the circulation and permanence of people
in public space, which led to enhanced vitality in nearby commercial
areas and security in the city. The urban ambience transforms people,
and the interaction with the urban landscape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and identity of the inhabitant with the city. Cine Passeio illustrates
that while remodeling an old building itself is important, it is also equally
important to focus on the contents that it offers as well as programs
that make use of its facil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integration
of design, art, culture and technology is highlighted as an instru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as inducer of recovering urban public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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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이 프로젝트는 영화 그 이상을 보여준다 . 낡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공 장소를 같이 활용하고 , 콘텐츠 , 교육과 결합시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 — 찰스 랜드리
영화와 비디오 아트를 통해 공공 공원이 활성화되었다 .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프로그램 운영이 통합되었다 . — 아냐 시로타

Jury Comment
The project shows more than just films. It was able to deliver
an important message by making use of not only an old building but also
the surrounding public spaces and combining them with contents and
education. — Charles Landry
Public park was revitalized through films and video arts. Program
operation was integrated into the remodeling project. — Anya Sirota

‘시네 파세이우’ 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한 마우로 마그나보스코, 도리스 테이셰이라, 카를라 코마 프랭클은
건축과 도시 계획 분야에 3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다 . 보행자와 접근성에 중점을 둔 거리 재개발 프로젝트,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감상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 보건 ·교육 · 문화 분야의 공공 시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
Mauro Magnabosco, Dóris Teixeira, and Carla Choma Frankl who led Cine Passeio have more
than thirty years of practice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Together they present proposals
that aim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with the preservation and appreciation of historical
heritage, including street redevelopment projects, with focus on pedestrians and full accessibility.
Their proposals also focus on the creation of public facilities for health, education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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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외관

12

리모델링 전 방치된 군용 건물

2

사람들이 모이는 중간층

34

기술자, 설계자, 영화 관계자의 협업 과정

34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로비와 실내 공간

56

실내 및 옥상 공사

56

영화 상영관 ‘시네 루스’와 ‘시네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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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 Institute for Research and Urban Planning
of Curitiba (IPPUC)
Designers : Mauro José Magnabosco (coordinator),
Dóris Teixeira, Carla Choma Frankl
Cine Passeio Management : Curitiba Cultural Foundation
Cine Passeio Operation : Curitiba Institute of Art and Culture Passeio Público
Management : Municipal Secreta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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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파쿠 호텔

유서 깊은 가옥에서의 숙박과 마을의 전통문화 체험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등재되어 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이다 . 15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아 온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 마을마다 각기 다른 방언 , 노래 , 춤 , 음식 ,
직조 문양 등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덴파쿠’는 문자 그대로 ‘전통 건축물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아마미시 북부 가사리초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숙박 시설을 통칭한다 . 2016년 해변에 위치한 버려진 빈 집 2채를
전통적인 아마미 스타일의 숙박 시설로 탈바꿈시킨 것에서 시작해 가사리 지역
활성화 계획으로 발전하면서 , 현재는 전통 가옥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객실 44개를
포함해 30여 개의 주택과 건물을 숙박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
덴파쿠 숙박 시설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통 아마미 가옥을 개조한 빌라형이 대표적이다 . 호텔형은 마군 플라자
2층과 인근 건물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 마군 플라자는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어 마을 주민이 애용하던 슈퍼마켓을 개조해 2018년 문을 연 이후 덴파쿠 호텔의
앵커 시설로 사용되며 마을 복지 시설과 관광 안내소 역할을 겸하고 있다 .
식당 , 상점 등이 있는 1층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며 교류하는 공간으로 ,
식당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점심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층에는 호텔 객실
외에 도서관이 있어 이 또한 지역 주민과 손님이 공유한다 . ‘덴파쿠 프렌들리’라
불리는 덴파쿠 호텔 별관은 마군 플라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저렴한
도미토리형이다 . 기존의 가라오케 시설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코인 세탁실을 겸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급 리조트인 덴파쿠 비치프론트
미조라( The Beachfront MIJORA)는 빌라형 객실과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어
아마미시와 주민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한다 .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의 농업과
어업을 돕기 위해 지역에서 난 채소와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다 .
덴파쿠 호텔은 단순히 빈집을 활용한 숙박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과 관광객이 소통하면서

어너러블멘션

지역 주민이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이 지켜 온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Honorable Mention

것을 목표로 한다 . 주민들은 직접 강사로 활동하며 일상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덴파쿠 호텔

운영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관광객들은 현지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현지인들과

DEN-PAKU HOTEL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 강사뿐 아니라 덴파쿠 숙박 시설 직원의 70 % 이상은

그룹 Group : 사단법인 시마 히토 타카라 Shima Hito Takara / 실행 도시 City : 아마미, 일본 Amami, Japan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야마시타 야스히로 Yasuhiro Yamashita / 국적 Nationality : 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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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민으로 채용했다 .
사단법인 시마 히토 다카라는 지역 주민 , 숙박 시설 , 마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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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최남단인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아마미오섬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가고시마현 , 아마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건축가는 유서 깊은 건축물과
전통문화와 같은 지역 속에서 잊힌 가치를 탐구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듬고 이를 다음 세대와 지역 밖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

심사평

역사적인 섬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종합 프로젝트로 지역 문화와 활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 지역 사람들과 긴말하게 협업하고 , 호텔을
일상 생활에 통합시키고 지역 사회의 유산과 전통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 . 디자인의 수준도 높고 전문적이다 . 현지 주택을 개조해 호텔을
만드는 것은 흔하지만 덴파쿠 호텔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제대로 결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이건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했으며 ,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사회 서비스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다 . — 아냐 시로타

프로젝트 리더 야마시타 야스히로는 디자인, 숙박,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오래된 가옥을 ‘덴파쿠’로 개조하고 전통문화와 섬을 보존 및 계승하고 마을 전체를 활성화했다 .
Project leader Yasuhiro Yamashita put together a team of experts in design, hotel management,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social welfare to renovate old traditional houses and turn them
into “Den-paku.” The project helped preserve and pass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a Japanese
island and revitalize one of its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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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PAKU HOTEL

Japan

A local revitalization project to offer
both accommodation at historic renovated houses
and traditional village culture experiences
Amami Oshima is an island located between Kyushu and Okinawa,
the two southernmost islands of Japan. It is a small and beautiful island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Due to its history of colonization
by outside forces, each village in Amami Oshima today has its own unique
culture, with differing dialects, music, dance, cuisine, and textile patterns.
“Den - paku” literally means “to stay in a traditional structure.” The term
refers to a group of renovated accommodation facilities that used to be
old traditional houses in and around Kasari, a village in northern Amami
City. It all started in 2016 when two abandoned houses on the beach
were renovated into traditional Amami- style hotel facilities. This later
developed into a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Kasari region, and today
44 guestrooms of various types are available in 30 houses and buildings,
including traditional houses.
Den - paku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most
standard type is the villa that used to be traditional Amami houses.
These can be found all over the island. Meanwhile, hotel-type guestrooms
are offer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Ma - gun Plaza and at a nearby
building. The Ma- gun Plaza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ity. Once
a popular supermarket for local residents, it has been the central facility
of the Den - paku Hotel since its renovation and opening in 2018. It now
functions as a community welfare and tourist center. There are restaurants
and shops on the first floor, where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mingle.
Lunch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are offered at the restaurants.
Hotel guestrooms are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Ma- gun Plaza,
along with a library, which residents and tourists also share. The annex
of the Den - paku Hotel, referred to as “Den - paku Friendly,” is located
a five - minute walking distance away from the Ma - gun Plaza and offers
affordable dormitory-type guestrooms. Also serving as a coin laundry
room for local residents, the annex was renovated from an old karaoke
facility. Last but not least, the Den - paku Beachfront MIJORA is a luxury
resort featuring villa - style guestrooms and restaurants. It brings in
the bulk of the income for Amami City and its residents. The restaurants
use locally grown vegetables and seafood to support local farmers
and fishers.
Den - paku is not just a hotel made out of empty houses.
It also offers various activity programs that are run by local residents.
By encouraging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and tourists, these
programs bring in income and help pass on the village’s traditional culture
to the next generation. Local residents earn money by working as
instructors for everyday activity programs and interacting with tourists

2021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122

as they get a first- hand experience of the local traditional culture.
Not only do residents run activity programs, but they account for more
than 70 % of all Den - paku employees.
The Shima Hito Takara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works
closely with local residents, hotel facilities, town businesses, Kagoshima
Prefecture, and Amami City. The architect’s job is to explore hidden
values within the village’s historic buildings and traditional culture,
give them new roles and refine them. Together, they are developing the
local region and turning it into an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 thereby
passing on the local culture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world.

Jury Comment
The outcome of this far- reaching revitalization project of a historic
island demonstrates the possibilities of developing local cultures and
activities. It displays a high level of integrity that comes from working
closely with local residents, integrating the hotel experience with
everyday life, and combining the heritage and tradi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e design itself is professional with a high level of
quality. Renovating local houses and transforming them into hotels is
common business, but Den - paku is different because it truly blends
into the daily lives of local residents. — Kun - Pyo Lee
The project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mpty houses in
declining regions and offered a prototype of economically sustainable
tourism and social service. — Anya Sir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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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된 전통 아마미 가옥

12

빈집을 개조한 빌라형 덴파쿠 호텔

2

방치되어 있던 가라오케 건물 입구

3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리조트 ‘덴파쿠 비치프론트 미조라’

34

해변에 조성된 리조트 공사 현장

4

관광객을 안내하는 지역 주민

5

마군 플라자에 위치한 리셉션

5

코인 세탁실을 겸하는 도미토리형 ‘덴파쿠 프렌들리’

6

덴파쿠 호텔이 된 전통 가옥

6

마을 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는 마군 플라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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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 Yasuhiro Yamashita
Community : Kasari District
Economy : Amami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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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정원

에어컨 실외기의 물을 활용해 도시 생태를 복원하는 야외 수직 정원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세비야는 여름철 매우 건조하고 대낮의 기온이 45 °C 까지
에어컨 30만 대가 가동된다 . 각각의 에어컨에서 1시간에 1 – 2리터 가량 생산되는
물을 재사용하는 공중 정원은 세비야에서도 노인과 이민자가 많이 모여 사는
트레스 바리오스 – 아마테 지역의 1950년대 지어진 건물 외벽에 설치되었다 .
이슬람의 전통 건축 요소인 마시라비야를 활용해 외벽에 돌출되는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 화분에서 잘 자라고 세비야의 기후와 에어컨 응축수의 화학 성분을
견딜 수 있는 품종의 식물을 선별해 식재했다 .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
토양의 습도에 따라 물이 제공되게 하고 ,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센서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했다 .
에어컨 실외기의 물은 건기에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새를 위한 샘물 역할도 한다 . 공중 정원에 식물과 새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한 이유는 건물 인근 아마떼 공원이 지역 내 조류 홍보
협회의 활동 중심지로 70여 종의 새가 서식하고 있고 새를 키우는 이웃도 많기
때문이다 . 공중 정원은 건물에 녹색의 막을 만들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
건물의 실내 온도를 낮춰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실제로 공중 정원 설치 후 여름철 도시의 기온이 0.78 °C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
공중 정원은 예술가 , 과학자 , 건축가 , 디자이너 , 트레스 바리오스 – 아마테
시민과 지역 협회인 ‘A .E.S. 칸델라리아’소속 청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 생태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도시와 자연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세비야 시의회와 ‘에코시스테마
41’ 문화예술 연구소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 1년 이상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 회의 , 야외 콘서트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 공중 정원 외에도 거리에
빽빽하게 들어선 5만여 그루의 감귤나무와 같은 지역의 식물을 활용해 한정판
향수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 도심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수집해 증유할 수

어너러블멘션

Honorable Mention

있도록 수직 정원에도 로즈마리와 같은 향이 있는 식물을 심었다 . 수개월 동안

공중 정원

만드는 활동도 병행했다 . 이를 바탕으로 세비야 출신 젊은 작곡가인 마르틴이

GARDENS IN THE AIR

사람 , 기계 , 식물 , 조류를 위한 다성 음악을 작곡했으며 , 이 음악은 공중 정원

지역 내의 인간 거주자과 비인간 거주자가 내는 다양한 소리를 채집해 다성 음악을

앞에서 개최한 야외 음악회에서 연주되었다 . 공중 정원은 앞으로 세비야와 비슷한

그룹 Group : 노마드 가든 Nomad Garden S.L. / 실행 도시 City : 세비야, 스페인 Seville, Spain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노마드 가든 Nomad Garden S.L. / 국적 Nationality : 스페인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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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이웃 도시 , 유럽과 전 세계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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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오르는 도시이다 .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보급률이 82.6 % 에 달하고 , 여름이면

GARDENS IN THE AIR

Spain

An urban circular renaturalisation project
to create an open vertical garden using recycled water
from outdoor air conditioner units
Located in southern Spain, the city of Seville is very dry during summer.
Daytime temperature rises as high as 45°C. Due to the heat, the city’s
penetration rate for air conditioning is 82.6 % . In summer, 300,000 units of
AC are in operation, and each machine generates 1 – 2 liters of water per
hour. Gardens in the Air project recycles this water. The garden is installed
on the exterior walls of a building built in the 1950s in the Tres Barrios Amate neighborhood, a part of Seville where many of the inhabitants are
the elderly and immigrants. The garden projects from the outer wall
using mashrabiyas, an architectural element which is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the Islamic world. Plants that can grow well
in pots and can wizthstand Seville's climate and the chemical components
inside the condensed water from air conditioning systems were selected.
Other various designs and technologies were applied as well : through
experimentation, water was provided based on soil moisture, and sensors
that control the intensity of lighting during nighttime were installed.
Other various designs and technologies were also applied, such as
providing water according to the humidity of the soil through experiments
and installing sensors that adjust the brightness of lighting at night.
The water from AC units not only provides water for the plants
during dry season but also serves as fountains for local birds in the area.
The reason why Gardens in the Air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plants and birds can coexist is because near the building is Amate Park,
which is home to around 70 bird species and the central places for the
activities of a local bird association. Plus, many people in the
neighborhood have pet birds. Gardens in the Air not only provides visual
aesthetics by creating a green curtain outside the building, but also
lowers the indoor temperature of the building and therefore minimizes
the use of air conditioning and reduces urban heat island effect.
Measurement showed that the city’s summer temperature was reduced
by 0.78°C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arden.
Gardens in the Air was part of an urban ecological restoration
plan that builds on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scientists, architects,
designers, Tres Barrios - Amate residents, and the youths of a local
association called A.E.S. Candelaria. The project was pursued by the City
Council of Seville and Ecosistema 41, a culture and art research institute.
For a period of over a year, workshops, meetings, and outdoor concerts
that involved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held.
In addition, the 50,000 bitter orange trees in the streets of Seville
were used to make limited - edition perfumes. The vertical garden also
included plants selected for the perfume, especially rosemary,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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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모든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디자인
방식을 채택해 , 디자인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에게 소속감을
갖게 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 — 이건표
거주자들이 도시 형태의 생태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디자인한
설치물과 퍼포먼스가 포함된 프로젝트로 과학 , 디자인 , 예술 간의 협업 모델을
제시한다 . — 아냐 시로타

Jury Comment
Every design project contains various values, and this one has emotional
and symbolic value. It is a meaningful project that adopted a joint
design scheme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created
an ecosystem through design, and gave residents a sense of belonging.
— Kun - Pyo Lee
It includes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designed to make residents
sensitive to the urban ecological realities, and presents a collaborative
model between science, design, and art. — Anya Sirota

be harvested for future distillations. And for months, sounds of the human
and non - human inhabitants of the neighborhood were collected and
converted into a polyphony. Desirée Martín, a young composer from
Seville, used these sound recordings to compose the polyphony, which
was performed at an outdoor concert held in front of the garden. Gardens
in the Air can be applied to not only neighboring cities with a climate
condition similar to that of Seville but also across Europe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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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 가든은 사회와 자연이 소통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잠재력을 연결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소이다 .
노마드 가든은 프로젝트와 도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omad Garden studies ways for society and nature to communicate, and for humans and
non-humans to coexist by linking their potentials. It is working to reinforce these alliances by
developing projects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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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정원 제작과 설치 과정

12

공중 정원 제작 과정에서 진행된 워크숍

3

공중 정원 모형

3456

지역 식물을 활용한 향수 제조 과정

45

공중 정원 앞에서 진행된 야외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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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tion and Direction :
Production :
Media :
Fablab :
Graphic Design :
Carpentry :
Arduino :
Sensors Coding :
Structures :
Vertical Works :

Nomad Garden
El Mandaíto
Surnames
Collateral Studio
Estudio pätē
Iván Vega
Pablo Pujol
t / ejido
Nacho Quijano
Dalí

Perfume :
Perfume Workshop Coordinator :
Perfume Manufacturing :
Essential oils Workshop :

Barnabé Fillion
Thibault Pradet
Mane and Faisa
Bosque Anxanar

Sound Workshops :
Ornithology Workshops :
Parque Amate Music Composition :
Musical Performance :
Video :

Antropoloops and Vibra-tó
SEO / BirdLife and Amigos
Desirée Martín
Projecto eLe
Javier Vila, Juanma Carmona, Francisco Ruiz,
Javier Álvarez, Jesús Martos
Sound : Manu Meñaca

Partners : ICAS (Seville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
City Council of Seville,
Ecosistema 41,
Banco Sabadell Foundation,
AES Candelaria (Educational and Social Association),
ThermoFisher Scientific,
Cátedra EMVISESA-ETSAS,
Parroquia Nuestra Señora de La Candelaria,
UNIA,
SAFA Blanca Paloma,
Platform ‘3 Barrios-Amate’,
AEDI and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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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 공원

도심 속 채석장을 시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생 프로젝트

자연은 거의 없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이다 . 도시의 서쪽 언덕에 위치한 산타페는
1985년 대지진 이후 개발되었으며 ,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공존하는 복잡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 이곳에는 50년 동안 채석장으로 활용되던
부지가 있었는데 , 여기에는 원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
모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대한 절벽에 , 바닥에는 건설 폐기물이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하고 지질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부지였다 . 시의 계획과 달리
지역의 공동체는 이 거대한 도심 속의 폐허를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변모시키기를 원했다 . 지역의 ‘산타페정착민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 시 당국 ,
민간 개발자와 협상해 아파트의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2013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수 차례의 토론과 회의 끝에
부지의 70 % 인 28헥타르를 공공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 인 12헥타르만을 민간
아파트 부지로 지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
협회와 디자이너가 함께 콘셉트의 설정 ,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행 전반에
관여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녹색 공원을
만들었다 . 그 결과 시민들의 거주 지역과 공원을 연결하는 중앙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정원 , 비밀의 정원 , 빗물 정원 , 어린이 놀이터 , 전망대 정원 , 호수 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 공원에서 빗물을 받아 호수 아래 유수지에 모아
두었다가 1년 중 약 3개월인 건기에 공원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 공원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앙 광장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한 ‘고메 테라스’가
들어서 있으며 , 호수 위의 야외 원형 극장에서는 영화 , 콘서트 , 공연 등이 끊임없이
열린다 .
멕시카나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찾아와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한다 .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어너러블멘션

가족 단위로 방문해 산책을 하거나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

Honorable Mention

밤에도 운동을 하거나 모임을 하기 위한 직장인과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
주말이면 도시 전역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거나 스케이트 보드를 타러 오고

멕시카나 공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어울려 논다 .

LA MEXICANA PARK

멕시카나 공원은 지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그룹 Group : 마리오 슈예트난 Mario Schjetnan / 실행 도시 City : 멕시코시티, 멕시코 Mexico City, Mexico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마리오 슈예트난, 빅토르 마르케스 Mario Schjetnan and Víctor Márquez /
국적 Nationality : 멕시코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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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 담이 없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 개장 이후 지난 3년 동안 범죄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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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시티는 약 2,1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탁 트인 공간에

지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편의 시설 임대료 , 식음료 판매 수익 등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
비인간적인 도시의 측면을 보여주던 얼굴 없던 공간은 활짝 열린
공공 공원으로 변신해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의 명소로 자리 잡으며 ,
도시 개발에도 인간적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솔루션을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심사평
멕시코라는 배경을 생각했을 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다 .
시민 사회의 참여로 만들어졌고 , 유지와 관리도 잘 되고 있으며 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 종합적으로 잘 실행된 이니셔티브이다 . — 찰스 랜드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규모 공간을 위한 좋은 디자인의 사례를
보여준다 . — 루 샤오보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에 민관과 공공이 훌륭하게 협업했으며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했다 . — 라쿠엘 트로이

마리오 슈예트난의 어반 디자인 그룹은 도시 디자인, 조경, 건축 전문 학제간 디자인 사무소이며,
빅토르 마르케스 건축사사무소는 공항 디자인과 건축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무실이다 . 트론 건축사사무소는
건축과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회사이다 .
Mario Schjetnan’s Urban Design Group is an interdisciplinary design firm that specializes
in urban design, landscaping, and architecture. Victor Márquez Arquitectos is an architecture
firm recognized for its airport design and construction work. Tron Arquitectos is a young
company specializing in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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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EXICANA PARK

Mexico

An integral urban rehabilitation project
to transform an old open air quarry into the safest park in the city
Mexico City is a metropolis with a population of 21 million. It is made up
of wide - open spaces filled with motorways and very few natural spots.
Santa Fe is located on a hill in west Mexico City. Developed after the great
earthquake of 1985, it is home to a complex mix of residents ranging
from those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to those of meager means.
There is a piece of land in Santa Fe that used to be a quarry for 50 years.
The original plan was to construct a large apartment complex on this land.
There were several geological and safety problems with this land, such
as the huge precipice formed throughout many years of sand extraction
and massive amounts of construction waste at the bottom. The local
community wanted to transform this enormous ruin in the middle of
the city into a world - class park instead of the apartment complex that the
city was planning. The “Santa Fe Neighborhood Association” took
the matter in hand, and after discussions with city authorities and private sector developers, it was able to set a deal to reduce the number
of apartments and build a public park in the remaining space. In 2013,
full- scale negotiations began. After a series of discussions and meetings,
a final decision was made to use 70 % of the site, or 28 hectares,
to create a public park and the other 30 % , or 12 hectares, to build private
apartment buildings.
The Association worked with the designers to determine the
project concept. They were also involved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master plan to create an eco -friendly park that is open
to everyone and every community. Together, they established a park
with a central walkway that connects the park to the residential area,
with several different gardens lined up on each side of the walkway.
These include a pet garden, a hidden garden, a rain garden, a children’s
garden, a lookout garden, and a lake garden. Rainwater is stored under
the lake to be used during the dry season, which lasts for about three
months each year. A “Gourmet Terrace” is located in the central plaza
at the heart of the park, lined with various restaurants and cafes.
Visitors may also enjoy movies, concerts, and performances at the
amphitheater built on the pond.
From the earning morning, La Mexicana Park is full of energy
with joggers. At lunchtime, office workers stop by to enjoy a meal and lay
back. During the afternoons and evenings, families visit the park for
a stroll, and the cafes and restaurants are full of people. Even late at night,
the park bustles with local residents and office workers who come for
group work- outs. On weekends, people from all over the city visit the park
to spend time with their dogs or skateboard, and children play together
in th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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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exicana Park is mak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Although the park is open to anyone from 5 AM to 10 PM with
no walls surrounding it, there has not been a single criminal incident in
the past three years since it opened. The park is managed by the regional
authorities, and operation costs are covered by the rent from service
facilities and food and beverage sales. Therefore, not a single dime is
spent on the city budget.
What was once a grim space reflecting inhumane aspects of
the city is now a wide - open public park and city landmark that welcomes
2 million visitors each year. It is living evidence of a solution to urban
development that is both humane and eco -friendly.

Jury Comment
Considering that this is Mexico, it is astounding that the park has been
free of criminal activity. Built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the park is
effectively maintained and managed, solidifying its role as a city icon.
Overall, it is a very well- implemented initiative. — Charles Landry
The project is an excellent example of design for large spaces that need to
meet different needs. — Lu Xiaobo
A fine example of a public - private partnership in a large - scale project that
generates value for local citizens. — Rachel Tr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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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1

과거 산테페 지역 전경

2

어린이 놀이터

2

기초 공사 현장

3

호수 정원

3

공사 현장 뒤로 보이는 절벽

45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45

설계 회의와 바닥 공사 현장

6

고메 테라스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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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
Design and Construction Promoters : Santa Fe Neighborhood Association, Itziar de Luisa
Plazas, Luis Javier Aguilar Montier (Grupo Danhos)
Jorge Gamboa de Buen, Salvador Daniel Kabbaz
Zaga, Brenda Murueta(Mexico City Major, 2012 – 2018)
Miguel Ángel Mancera Espinosa (Secretary of the
Environment, 2012 – 2018)
Tanya Müller García (Secretary of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2012 – 2018)
Felipe de Jesús Gutiérrez Ernesto Betancourt (Agency
of Public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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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장소

지역의 낡은 공장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조한
참여형 건축 프로젝트

단계별로 개조한 참여형 건축 프로젝트를 말한다 . 위기에 처한 가족과 청년을
지원하는 레 트락콜(Les Tracols)협회가 소유하고 운영해 온 이 공장은
2,500m 2 규모로 생태 , 공예 , 재활용 소재와 의류 , 정보격차 해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의 협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 최종 사용자가 될
협회 회원들 , 지역 주민 , 건축학도 , 교사 , 건축가 등이 직접 참여해 낡은 공장
건물을 함께 디자인하고 개조해 새로운 공유지로 만들었다 .
많은 비용을 투입해 한번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협력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모든 주체들이 전 과정에 참여해 저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모든 주체들은 배워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현장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공유지가 개선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 수 차례의 회의와 토론 ,
워크숍이 열렸고 , 설계 도면에서 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공유되었다 .
건축 과정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기존의 부지에서 회수한 자재를 최대한
활용했다 . 오래된 금속 환기 덕트로 가구를 만들고 환풍기로는 조각품을 만들어
건물 앞에 설치했으며 , 낡은 금속 패널로는 새로운 건물의 표지판을 제작했다 .
기존의 재료를 재사용하려면 구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
‘가능성의 장소’는 지역의 건축학교 학생 , 지역의 공간 개선 프로젝트 ,
액티비스트 건축가 집단을 연결하는 ‘스쿨 오브 커먼스( The School of
Common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유럽 파트너 8곳과 함께 ‘스쿨 오브 커먼스’를
만든 ‘콜렉티프’는 ‘프랑스 마르세유를 기반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2011년
창립 이래 도시의 공유지 문제에 집중하며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지원하는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 예술 , 사진 , 비디오 ,
사운드 녹음과 같은 포괄적인 크레이티브 도구를 사용하는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글로벌 건축 프로젝트 전략에서부터 재사용 재료를 활용한 가구 디자인에

어너러블멘션

Honorable Mention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집중 워크숍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 , 실직자 , 정보 격차에서

가능성의 장소

이민자 가족 등에게 열려 있다 .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게 점심 모임이나 토론 ,

소외될 수 있는 노령 인구 ,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PLACE DES POSSIBLES

강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 행사에는 예술가 , 장인 ,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그룹 Group : 콜렉티프 Collectif Etc / 실행 도시 City : 생 로랑 앙호얀, 프랑스 Saint Laurent en Royans, France /

전문가를 초대한다 . 이는 건축과 도시 계획 , 각종 도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막상스 본 Maxence Bohn / 국적 Nationality : 프랑스 France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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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능성의 장소’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허름한 직물 공장을 3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는 ‘가능성의 장소’와 같은 실험적이고
제도화된 다수의 공유지가 출현하고 있다 . 모든 행위자 간의 시너지에 기반을 두고
집단 건축하는 새로운 방식은 건축 , 도시 , 지역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심사평
콜렉티프는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반응을 이끌어왔다 . 차세대 디자이너 ,
활동가들이 노동자 집단과 협업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 아냐 시로타
매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 — 라쿠엘 트로이

콜렉티프는 건축,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6인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사회적 및 생태학적
솔루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실험하고 만든다 . 디자인과 시공,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제작 기술’을 실천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적인 과정을 주요한
가치로 여긴다 .
Collectif Etc is a group of six partners specializing in architecture, urbanism, and design.
It experiments alternative ways of producing spaces for people working on social and
ecological solutions. Collectif Etc play the role of both a designer and builder,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production skills.” The main value in its work is sharing the creative
processes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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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DES POSSIBLES

France

A phased participatory collective architecture project
to renovate an old local factory
into a community facility
Place des Possibles is a participatory construction project that involved
renovating an old textile factory in a small French village over the period
of three years. The factory is owned and operated by Les Tracols,
an association that supports families and youth in crisis. Covering an area
of 2,500 square meters, the factory is used jointly by local associations
activ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cology, crafts, recyclable materials,
clothing, an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These associations, who are now
end - users, worked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future architects,
teachers, and builders to design and renovate the outdated factory
building and turn it into a new public venue.
The project did not require a huge up -front investment to cover
the construction cost. It was a low- budget project in which all users
worked together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based on a gradual
and cooperative design. By participating in on - site workshops where they
could learn and do some of the actual work, users witnessed firsthand
the renovation process of their new local public space. From blueprint to
construction, details of the entire process were shared through various
meetings, discussions, and workshops. Renewable resources and
existing materials retrieved from the original factory site wer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For example,
old metal ventilation ducts were reused to build furniture, and ventilators
were transformed into sculptures that now decorate the front of
the building. Decrepit metal panels were used to make new signage.
Although reusing old materials is time - consuming, the project was much
more eco -friendly.
Place des Possibles is part of a larger project named the
“School of Commons,” which connects local architecture students, space
improvement projects, and a generation of activist architects in Europe.
Collectif Etc, along with eight other founding partners of the School
of Commons, is a non - profit organization based in Marseill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1, Collectif Etc has focused on public spaces in cities
and has developed and applied technologies and tools that support new
approaches to architecture. Utilizing a comprehensive set of creative
tools including art, photography, video, and sound recording, Collectif
engages in projects across various topics, from global construction
strategies to furniture design using reused material. Intensive workshops
are offered to young people in need, the unemployed, the elderly
marginalized from the digital divide, and immigrant families seeking to
learn new skills and adapt to society. Lunch meetings, debates, and
lectures are frequently held to encourage people to meet. Expert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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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rtists, artisans, and social worker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events related to their field of expertise. This helps lower entry barriers
for the general public that do not specialize in architecture, urban
planning, or equipment use.
Several experimental and systematic public spaces such as Place
des Possibles have emerged over the past decade. This new approach
of collective architecture grounded on the synergetic collaboration
of different actors offers an innovative solution to architecture, cities, and
regions.

Jury Comment
Collectif Etc has led innovative responses through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with groups of laborers, next- generation designers and
activists created a space overflowing with new ideas and significantly
impacted the local region. — Anya Sirota
This is a very collaborative and sustainable project. It gives careful
attention to social demands that call for new approaches in architecture.
— Rachel Tr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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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거 직물 공장으로 운영되던 모습

34

협회 회원, 주민, 학생과 진행한 디자인 워크숍

56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건축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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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외 공간에서 진행된 다양한 회의, 워크숍, 행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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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Aurélien Bouvard Architecte, Rigassi architectes
Designer : Collectif Etc
Community : Les Tracols, Le Bruit du Plac’art,
La Tool Tek, Garavélo, La Ressourc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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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쉬 버스터즈

일회용품을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 자원 순환 솔루션
코로나 19 이전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약 1만 5,000개의 축제가 열렸고 ,
매년 약 2억 개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했다 . 이에 ‘트래쉬 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의 대안으로 ‘대여, 사용 , 수거 , 세척 , 대여’가 반복되는 재사용 식기 대여
시스템을 내놓았다 . 사용한 용기를 수거해 고온과 고압으로 세척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 후 자외선으로 살균하고 검수한 후 다시 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처럼 사용한 컵이나 용기를 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 이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법과 다를 바가 없어 매우 간편하다 .
‘트래쉬 버스터즈’라는 이름과 BI는 1980년대 히트했던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를 오마주한 것으로 ‘유령 대신 쓰레기를 잡는다’를 콘셉트로 했다 .
‘편리함’과 ‘친절함’을 디자인 철학으로 삼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다회용 용기
렌탈’이라는 개념을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디자인했다 .
친환경을 상징하는 녹색이 아닌 식욕을 돋우는 강렬한 주황색을 중심 색으로 한
브랜드 디자인으로 재사용 용기 이용을 하나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만들고자
했다 . 예쁜 신상품을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 ,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감각적이고 눈에 띄게 디자인했다 . 다회용기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PP)는 BPA가 나오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며 ,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면서 쉽게 오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재활용도
가능해 사용 연한이 끝났거나 손상된 식기는 알갱이로 부순 후 식탁 , 의자와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
2020년 서울시 성동구에서 열린 ‘서울숲재즈페스티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결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전년 대비 98 %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자 대기업에서도 사내 카페와 탕비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축제뿐
아니라 대기업 , 국내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 , 관공서에도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너러블멘션

시작했으며 ,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카페 , 배달 음식점 , 스포츠 경기장 ,

Honorable Mention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 중이다 .
트래쉬 버스터즈는 디자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도시 문화를

트래쉬 버스터즈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 강렬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TRASH BUSTERS

환경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일회용품 문제 해결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그룹 Group : 트래쉬 버스터즈 Trash Busters /
실행 도시 City :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최안나 Anna Choi /
국적 Nationality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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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 트레쉬 버스터즈의 활동은 대도시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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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제에서는 1인당 평균 3.5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이 사용되었다 . 이로 인해

TRASH BUSTERS

Republic of Korea

A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 project
to replace disposables
with recyclable multiple-use products
Before COVID -19, an average of about 15,000 festivals were held every
year in Korea. In these festivals, a single person uses an average of
3.5 disposable plastic items, resulting in around 200 million plastic wastes
annually. To solve this problem, Trash Busters (TB) came up with
a solution involving a cyclical process of “rental – use – pickup – washing –
rental.” To be more specific, the used items are collected, wash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dried with hot air, sterilized with UV
light, inspected, and rented again. Consumers only have to put the used
cups and bowls in the bin, just as they do when using disposables.
It is a simple that is no different from throwing garbage in the trash can.
The name and the brand identity of TB pays homage to the movie
Ghost Busters, which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films in the 1980s.
The difference is that TB busts trash instead of ghosts. Under the
philosophy of "convenience" and "kindness," the design aimed to allow
consumers to easily accept and the unfamiliar concept of renting multiuse containers and become interested in them. The use of color orange
which stimulates appetite, instead of the eco -friendly color green, reflects
the intention to establish multi- use containers as a trend and culture.
The design is trendy and eye - catching, evoking consumer psychology
that prefers new things. The containers are made of polypropylene (PP),
which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as it is BPA-free, can contain
both hot and cold food, and is resistant to contamination. Over- aged or
damaged containers can be crushed into granular pieces and recycled into
new products like tables and chairs.
In 2020, TB’s solution was adopted at the Seoul Forest Jazz
Festival held in Seoul. As a result, 98 % of waste was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ith heightene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 aftermath of COVID -19, large conglomerates are replacing disposable
cups used in in - house coffee shops and pantry rooms with TB’s reusable
cups. TB's solution is also being serviced to not only festivals and
conglomerates, but also Korea's largest movie theater franchise and
government offices. It is now expanding into other sectors that generally
use a lot of disposable items, like coffee shops, restaurants that specialize
in delivery service, stadiums, and funeral halls.
TB believes that design can help solve social problems
and create a healthy urban culture. Its powerful and interesting design
enables people to easily approach environmental problems and
spontaneously take part in solving the issue of disposables, contributing
to creating convenient and sustainable system and culture that reduce
the use of disposables in larg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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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일회용품은 정말 심각한 도시의 문제이다 . 주황색의 톡톡 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그 영향력에 감탄했다 .
— 라쿠엘 트로이
재사용과 대여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 , 사용자 , 상점주 , 팀 구성원이라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잘 디자인된 생태계를 보여준다 . 이 시스템은 다른 일상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 이건표

Jury Comment
Disposable items are a serious urban issue. I was fascinated by
the eye - catching, orange BI design, captivated by the project’s energy,
and impressed by its impact. — Rachel Troye
This project illustrates a well- designed ecosystem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reusable products that can be rented, users, store
owners, and team members. This system has strong potential to
expand into other everyday experiences. — Kun - Pyo Lee

트래쉬 버스터즈는 도시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결성되었다 .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축제, 행사장, 영화관 등에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대여하고 직접 수거해 세척한 후 다시 대여하는
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설계했다 .
Trash Busters was organized in 2019 to address disposable waste issue in urban areas.
It designed a circular system through which it lends multi-use containers to festival sites,
event venues, and movie theaters where disposable products are widely used ; collects them ;
cleans them ; and lends them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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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후 보관중인 다회용기

2

다회용기 수거함

3

트래쉬 버스터즈 굿즈

123

제품 디자인 회의

4

줄인 일회용품 수를 표시하는 버스팅 스코어

456

설치 준비 과정

56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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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Designer : Anna Choi
Project Designer : Jaewon Kwak, Dongyeal Kwak, Anna Choi
Project Partner : Nineware, KT, CGV, LG electronics,
Yeongdeungpo-gu Office, Gangbuk-gu Office,
Nowon-gu Office, Lotte Chilsung Beverage,
AhnLab, Inc., Hyundai Green Food Co., Lt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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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다오 공원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기반의 대규모 공원 디자인
중국 난부현의 난충시는 쓰촨성의 청두와 충칭을 잇는 제 2의 도시이자 중국의
쓰촨성 지역의 생명줄이던 자링(Jialing)강의 물을 끌어와 도시를 곡선의 물로
연결하고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서 만들었다 . 도시와 자연의 경계였던 하천이
도시로 흡수되면서 형성된 파란 색의 물길은 구시가지와 강 건너에 새로 건설된
신시가지를 시각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여기에 중국 정원의 미학을
살려 다채로운 식물로 녹색의 숲을 직조하면서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
유지다오 공원은 설계 과정에서 물이 풍부한 도시의 휴양 공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간에 보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했다 . 강변 지대와 도시 수변 공원의 조합을 고려해 강변 , 갯벌 ,
습지 , 인공정원 , 원시림에 이르기까지 도시 경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깊은
숲 선을 구축해 자연과 도시를 통합하고 자생 경관에서 인공 경관으로의 전환을
구현했다 .
조경 디자인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연림을 희생하지 않고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을 줄이고 보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 지형에 따라 엄선한
식물을 식재하고 , 가슴 높이에 직경 10cm 미만인 나무를 적절하게 배치했다 .
숲 아래 조성한 산책 데크는 넓은 지역의 경우 자연스럽게 작은 공원을 형성하고 ,
좁은 지역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숲으로 이어지게 디자인했다 . 이에 따라
방문객은 공원을 자연스럽게 거닐면서 산과 강의 웅장함을 느끼는 동시에 공원의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주는 여운도 즐기는 등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
시립 공원으로서 방문객의 경험을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 , 시민들이
다양한 계절에 걸쳐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패턴을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했다 . 완공 후 공원은 양질의 생물학적 서식지가 되었으며 , 내륙과 강변 사이에
형성된 완충 지대는 수해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유지다오 공원은

어너러블멘션

전시 , 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이 산책 , 휴식 , 운동을

Honorable Mention

즐기는 도심 속 휴양지이자 관광지의 역할을 하며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

유지다오 공원

YUJIDAO PARK
그룹 Group : BLVD 인터내셔널 BLVD International / 실행 도시 City : 난충, 중국 Nanchong, Chin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윤두 Yun Du / 국적 Nationality : 중국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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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도시 종합계획 시범도시이다 . 난충시에 위치한 유지다오 공원은 수천 년 동안

YUJIDAO PARK

China

A large scale ecological park design project
to bring the city and nature together in harmony
Nanchong is the second most populated city in the Sichuan Province of
China. It connects the cities of Chengdu and Chongqing and is a pilot city
for the comprehensive planning of small-to - medium - sized cities in China.
Yujidao Park is located in Nanchong. It was built by creating substantial
green spaces and drawing water from the Jialing River to incorporate
the smooth flow of water in the city. The Jialing River has served as
a lifeline of Sichuan for thousands of years. Once a boundary dividing city
and nature, it is now an integral part of the city. Its blue streams offer
a visual connection between the old and new towns. The park embodies
aesthetical elements of Chinese gardens and together with a green forest
interlaced with colorful plants, offers a sight resembling a piece of
beautiful landscape painting.
Yujidao Park was designed as a public park with abundant water
features where people in the city can come and relax, and at the same
time a venue that enables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nature. Keeping in mind the incorporation of riverside
features in the waterfront city park, a deep forest line was built from
the inside of the city boundary to the outside, encompassing the riverside,
tidal flats, wetlands, artificial gardens, and primeval forests. By doing so,
the design merged the city with nature and made the transition from
a natural landscape to an artificial one.
The landscape design focused on preserving the natural forest as
much as possible and maximizing its ecological value by limiting movement
and retaining what was already there. New plants were added through
a careful selection process considering the terrain, and trees that come up
to the chest with diameters less than ten centimeters were thoughtfully
planted. Walking decks that have been built around the forest naturally
undertake the role of small parks in open areas, while in narrow areas they
become winding trails that lead to the forest. While walking through
Yujidao park, visitors get to enjoy a rich and diverse visual experience as
they witness the magnificence of mountains and the river while also
enjoying the pleasant feelings that come from the little details of the park.
Visitor patterns were analyzed, and routes were identified to
reflect visitor experiences in the design of the city park. Since its
completion, Yujidao Park has become a high- quality biological habitat and
has helped prevent water disasters by providing a buffer between
the inland and riverside. Yujidao Park is a public space where various
events such as exhibitions and festivals are held and, at the same time,
a getaway place for citizens to take a walk, lay back, or work out. It has also
become a tourist attraction that has helped raise the status and reputation
of Nanch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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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전반적으로 자연과 강변의 흐름이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다 . 조경이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 — 라쿠엘 트로이
중국의 도시 디자인의 좋은 예로 , 저렴한 비용으로 견고한 솔루션을 보여 주었다 .
— 루 샤오보

Jury Comment
Overall, a beautiful design incorporating nature and the flow of the river.
What stands out the most is the landscaping, which leaves a calm and
peaceful impression. — Rachel Troye
An excellent example of city design in China that offers an affordable and
robust solution. — Lu Xiaobo

BLVD는 지난 20년 동안 풍경, 감정, 예술적 개념이 결합된 일련의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창의성과 학문의
정신을 수용하며 건축, 조경, 인테리어 디자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다 .
For the past twenty years, BLVD International has produced a series of works that combine
the conceptions of scenery, emotion, and art. BLVD incorporates a spirit of creativity and learning
into its work in the three main areas of architecture, landscape, and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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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 전 모습과 사전 조사

3

프로젝트 킥 - 오프 회의

5

조경 디자인을 위한 현장 조사

1356

강변, 인공정원, 원시림이 조화를 이룬 공원

46

공사 현장

24

공원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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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designer : Chulin Hu, Weiyi Li, Lemsic Arnel Manga,
Gang Huang, Li Zhang, Jin Li, Weishui Lin,
Yingru Hou, Songhong Cai
Architecture Designer : Deliang Liu, Yinghong Tan, Dela Liu, Zhe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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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택시

청각 장애 택시 기사의 안전한 운행과 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 디자인
한국에는 약 32만 명의 청각 장애인이 있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취업률은
청각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다 . 청각 장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 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만 있으면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청각 장애인이 택시 기사로 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 코액터스와 SK텔레콤은 청각 장애 택시 기사와 승객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 이 서비스를
적용해 운행하는 택시가 바로 ‘고요한 택시’이다 .
‘고요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와 이용하는 승객은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운전 보조 솔루션’은 청각
장애인의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 승객은 택시 안에서
태블릿의 터치 패드와 음성 인식 키보드 , 기사는 사전 설정 버튼을 사용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는 청각 장애 택시
기사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 승객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 기사는
알림 소리 대신 깜박이 표시로 호출을 확인하고 앱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해 승객과
소통한다 . 기사들이 착용하는 스마트 워치에는 진동으로 청각 장애 기사에게
경고와 신호를 보내는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 Advanced Driving Assist
System)을 장착했다 . 즉각적인 의사 표현의 어려움으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청각 장애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SOS 버튼’도
스마트 워치에 설치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사는 운전에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의사소통하고 승객은 목적지까지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었다 .

안전 · 안심상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청각 장애인은 물론 많은 승객과 이해관계자들과

Safety & Security Award

면담을 진행하면서 택시에 필요한 표준 의사소통 방식을 고안했다 . 서울 지역의
택시 회사와 기사들이 택시에서 사용하는 통신법과 승객을 대하는 방법을

고요한 택시

조언해주었으며 , 한국청각장애인협회 , 경기도장애인협회와 같은 장애인 단체와

GOYOHAN TAXI

일반 승객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을 지원했다 . 코액터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룹 Group : 코액터스, SK텔레콤 CO : ACTUS, SK Telecom /
실행 도시 City :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송민표 Min - Pyo Song /
국적 Nationality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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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맞춤훈련센터는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 5주간 청각
장애인을 교육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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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1.8 % 에 불과했다 .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고요한 택시는 2018년 6월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 코액터스와
SK텔레콤이 안전 운전 기능과 승객과 기사간 통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2020년 6월 기준 93명이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다 . 기사들은 한국의
청각 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2배 이상인 약 255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 . 고요한 택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
승객들은 2020년 8월부터 ‘고요한M’ 앱을 통해 편리하게 고요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고요한 택시는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 등 타 도시로 확산중이다 .
한국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의 운전이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의 택시 회사와
차량 호출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는
모바일 ICT기술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도운
대표적인 사례로 , 인간 중심 기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휴먼 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심사평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가 있다 .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청각 장애인들이 택시 운전사라는 일자리를 갖게 해 주었다 . IT, 디스플레이
시스템 , 앱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 — 이건표
청각 장애인 택시 운전사를 위한 앱을 개발해 확장된 노동력과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 — 아냐 시로타

코액터스는 청각 장애인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며, 청각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다 .
CO :ACTUS is a startup company that operates the “Goyohan Taxi,” a ride-hailing service
designed for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 thus helping create jobs for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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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OHAN TAXI

Republic of Korea

Universal design ensuring the safety and communication of
taxi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number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in Korea is estimated
at 320,000, but as of 2019, only 31.8 % of them were employe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have limited job options, and taxi driving is one
of their preferred choices. According to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 person with a hearing impairment may
obtain a Class II driver’s license and take a taxi license exam after one full
year of driving experience, not different from those without hearing
disabilities. However,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for these people to drive
taxis due to safety concerns. To address the issue, CO :ACTUS and
SK Telecom jointly developed a mobile service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drivers and customers and to ensure vehicle safety. “Goyohan
Taxi” is a ride - hailing service that applies this technology.
A Goyohan Taxi is fitted with tablet devices on both the front
and back seats, which the driver and customers use to communicate.
The “driver support solution” was create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to deliver convenience and information access to drivers
while not causing any inconvenience to customers. Customers
communicate with drivers using the backseat tablet’s touch screen or
voice recognition keyboard, and drivers communicate with preset
buttons on the front seat tablet. The ride - hailing mobile application comes
with additional features for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s. When
a customer requests a ride through the app, a flash alert appears on the
driver’s device instead of a sound alert, and the driver communicates
with customers using the app’s messaging function. Drivers wear smart
watches equipped with the Advanced Driving Assist System (ADAS),
which gives warnings and signals through vibration. To protect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s who are more vulnerable to dangerous
situations due to difficulties in instantaneous communication, the watch
also features an “SOS” button that they can use during emergencies.
These various functions enable drivers to interact with customers
without being distracted, and customers may use the taxi service to get to
their destinations without feeling uneasy. This, in turn, allows social trust
to build around the safety of taxis operated by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s.
Throughout the solution development process, design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taxi us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develop a standard communication
mechanism for the Goyohan Taxi. Taxi companies and taxi drivers in
Seoul offered advice on communication methods and suggestions on
customer interactions. Disability advocacy groups such as the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and the Gyeonggi- d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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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eneral taxi users
supported the universal design process. CO :ACTUS and the Seoul
Personalized Training Center at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offered a five -week training course for taxi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s.
Goyohan Taxi first started running in June 2018. Since then,
CO :ACTUS and SK TELECOM have continuously upgraded its safety
features and communication system. As of June 2020, the number of
drivers grew to 93. Goyohan Taxi drivers make a steady income of about
KRW 2.55 million per month, more than double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in Korea. Goyohan Taxi has
created quality jobs for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widened their
career options and raised income levels.
The “Goyohan M” app was launched in August 2020, which
customers use to hail Goyohan taxis. Goyohan Taxi, which started
in Seoul, is now expanding to other cities in Korea, such as Daejeon.
The concept can also be applied to taxi companies and ride - hailing
platforms in other countries that legalize driving by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Goyohan Taxi is an exemplary case of leveraging mobile
ICT technology and universal design to help the disabled become an
active part of society. It raises awareness of human - centered technolog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emonstrates the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and harmonious human cities.

Jury Comment
This project contains a value unlike any other. It offers a unique business
model that allows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to work as taxi
drivers. It is an excellent example of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display systems, and apps to help the disabled become active members
of everyday society. — Kun - Pyo Lee
The development of an app for taxi drivers with hearing impairment offers
a solution for greater labor and service availability. — Anya Sir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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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전 보조 솔루션이 적용된 고요한 택시
3 비상시 사용하는 스마트 워치
123

45 고요한 택시와 일하는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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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Designer : Min-Pyo, Song
Project Designer : Jeong-Bin, Noh / Jun-Ho, Lee / Choon-Soo, Kim /
Yu-Su, Park
Project Partner : SK Telecom, MYSC, Wadiz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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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FROM THE JURY

찰스 랜드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장
코메디아 설립자
유럽수도혁신 어워드 심사위원
베를린 로베르트 보쉬 아카데미 협회 연구원

2021년 전세계에서 접수된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심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 심사는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
심사위원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에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창조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and oranges. The judges were all aware of the need for projects to
meet our criteria to create a better human life in cities in line with nature.
Scale was an issue - the inspiring large projects had public
resources and so can be more impressive whereas with the smaller
projects often entered by NGOs we had to focus on the their originality
and ability to be scaled up. The final 10 shortlisted were so diverse
and represented a beautiful spread of countries.
Just their titles give you an idea : Trash Busters from South
Korea, Yujidao Park from China, Cine Passeio from Brazil, La Mexicana
Park, House of Dreams village revitalization from Australia / China,
OOZOORO 1216 library project from South Korea, Den-paku hotel and
region revitalization project from Japan, Accessible beaches From
Turkey, Gardens in the air from Spain , Place des Possibles from France.
Each focused on a differing aspect of design and this reminds us of
the multiple faceted power and potential of design to contribute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규모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 영감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공 자원이
투입되어서 더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 반면 주로 NGO에서 제출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그들의 독창성과 규모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서
봐야 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최종 10개의 어너러블멘션은 매우 다채로웠으며 ,

이건표

국가들의 아름다운 확산을 보여주었습니다 .
제목만 봐도 대략 짐작이 갈 겁니다 : 한국의 트래쉬 버스터즈 ,

홍콩 이공대 디자인 대학 학장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학장

중국의 유지다오 공원 , 브라질의 시네 파세이우 , 멕시코의 멕시카나 공원 , 호주 /

LG 전자 CDO

중국의 ’꿈의 집’ 재생 프로젝트 , 한국의 ‘우주로 1216’ 도서관 프로젝트 ,
덴파쿠 호텔 및 일본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 터키의 접근 가능한 해변 , 스페인의

올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출품된 모든 작업들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공중 정원 , 프랑스의 가능성의 장소 .

모든 참가자들은 팬데믹과 심각한 지속 가능 문제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양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선정된 모든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각기 다른 디자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는 디자인의 잠재력과 다면적인 영향력을 떠오르게

작품들은 디자인이 디자이너에 의해 한 방향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니다 .

이해 관계자와 공동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
디자이너는 ‘독립형 싱글 디자이너’를 넘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콘텍스트에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자’역할을 합니다 . 상을 받은
몇몇의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모든 오래된 재료와

Charles Landry

오브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면서 사용자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Head of the Selecting
CEO of Comedia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 jury
Fellow of The Robert Bosch Academy in Berlin ‘The Creative City’ author

심사위원을 하면서 미래 디자이너의 역할과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 앞으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철학이 전 세계에
널리 전달되어 더 많은 출품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When we were judging the just over 100 projects in 2021 from across the
continents it was difficult to make decisions. It was like comparing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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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un Pyo

Anya Sirota

Dean, School of Desig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Professor & Head of Industrial Design, KAIST
Executive Vice President, CDO, LG Electronics

Architectural designer and Founder of Akoaki, an architecture and design studio
Professor, A. Alfred Taubm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Michigan

I was very impressed by all the entry works submitted for Human City
Design Award. All participants address various critical issues that
we are now facing amid pandemic and ever getting serious sustainable
problems and social issues. All selected works demonstrate well
that design is not just served one way by designers but co-created with
all stakeholders.
Designers role is far more than the stand-alone single designer
but facilitator who enables users to create solutions in their own context.
Some winning designers also tried to encourage users to develop
their own stories and to use all old material and objects, which will make
users to have long lasting emphatic experience.
I had a very exciting pleasure to learn the future designer’s role
and new design methods through the judge of works.I truly wish that
the philosophy behind Human City Design Award can be well
communicated around the world in the future so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entries around the word.

This year’s Human Cities Design Award elevates the breadth of activities
and inquiries conceived to yield positive change in cities across the
design disciplines. It is a particularly exciting round of submissions given
the diversity of entries across scales and geographies. As a collection,
the projects illustrate how socially minded design continues to gain
traction despite, or more precisely because of, the enormous political,
ecological, and social challenges we face around the globe. It was a great
pleasure and privilege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jury and to engage in
dialogue around ways designers meaningfully intervene.

루 샤오보
칭화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 학장, 교수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어워드에 참여하는 모든 디자인 팀의 핵심 요소인 공익 ,
참여 프로세스와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중요시합니다 . 오늘날 이러한 가치

아냐 시로타

지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매년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 , 민족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의 디자인 팀들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건축 · 디자인 스튜디오 Akoaki 설립자

매우 기쁩니다 . 지혜와 다양성으로 가득찬 프로젝트들은 '인간과 도시의

건축 디자이너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미시간대학교 터브먼 건축도시대학 교수

올해 심사위원단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단순하며 감성적인 솔루션을 선정했습니다 .
2021년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학계 전반에 걸쳐 도시에 긍정적인

이는 팬데믹의 맥락에서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가 커뮤니티 관계와 인본주의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활동과 탐구의 폭을 격상시켰습니다 . 규모와 지역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 물론 좋은 물리적 솔루션과

면에서 매우 다양한 출품작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 하나의 컬렉션으로서

훌륭한 커뮤니티 결속을 모두 제공한 사회 혁신 디자인 프로젝트가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계속 주목 받고 있는지를

찬사를 받은 것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 이는 국가간 , 학제간 , 문화간 디자인

보여줍니다 . 정확히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 생태적 , 사회적 도전에

협력도 윈 - 윈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 디자이너가

철학은 복잡한 오늘날의 세상에도 모든 인류에게 공유되는 상호 연결된 가치가

의미 있게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대화를 함께 나눈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특권이었습니다 .

2021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 2021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190

심사위원 총평 / COMMENT FROM THE JURY

191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미있고 창의적이고 가치있는 많은

Lu Xiaobo

프로젝트에서 통찰력을 얻었고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사무국과 국제적으로 존경
받는 심사위원단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

Dean, Academy of Arts and Design, Tsinghua University

HCDA values public interests, participatory process, and sustainable
future visions as the core elements to all design teams participated in this
award. This value orientation is essential nowadays. I am very happy to
see that design teams from different regions, ethnic cultures and social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HCDA every
year. Projects that are full of wisdom and diversity have made the
abstract concept of “a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 and city”
vividly and concretely. More sustainable, simple, and emotional solutions
have been nominated by the judges this year. This shows that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more and more designers begin to focus on
community relations and humanistic feelings. Of course, I am also
pleased to see that social innovation design project that provides both
good physical solution and great community bonding has received
unanimous praise. This shows that international, cross-disciplinary, and
cross-cultural design cooperation can also bring win-win results.
The philosophy of HCDA shows us, that in today’s complex world, there
are still some interconnected values that are shared by all humankind.

라쿠엘 트로이

Rachel Troye
Professor, The 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The Human City Design Awards is more relevant today than ever,
as the breadth and complexity of issues our planet is facing demands
sustainable, collaborative and inclusive solutions.
The vast variety of projects, we have had the pleasure of
screening in the competition, demonstrate how transdisciplinary design
teams through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can contribute to
reaching the goals of the HCDA.
The grand prize winners and honorable mentions truly demonstrate that collaboration across disciplines as well as real participation
by citizens contribute to solutions that are sustainable, with a future
oriented vision in which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in harmony. We hope all these projects inspire and create ripple effects to
be shared across the globe. By showcasing these projects, the HCDA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this. It was a pleasure
to take part in the jury, getting insight into so many meaningful, creative
and valuable projects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HCDA secretariat
and the other internationally esteemed jury members.

오슬로 건축 & 디자인 대학 교수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지구가 직면해 있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솔루션을 요구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심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 간 디자인 팀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입증해주었습니다 .
대상과 어너러블멘션 수상자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시민의 진정한 참여가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모든 프로젝트가 영감을 주고 전 세계로
공유되는 파급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 이러한 프로젝트를 선보임으로써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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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출품작들은 디자인이 사회 ,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역할에 대한 증거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들은 도전 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인간 중심 디자인이
사고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 리차드 페레즈

Entries this year are a testament to the incredible impact and role
that design has on society, specifically in the cities we live.
They highlight that whatever the challenge, human-centered design should
always be at the center of the thought process.
— Richard Perez

196

197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유형의 제품이라는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의
디자이너의 영향력과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옹호합니다 .
— 투바 코자투르크

The Human City Design Award advocates the expansion of
designers’ ability to influence as well as the scope of design by
enlarg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design as an activity for
creating tangible outcomes to a mechanism for coordinating interaction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beings,
which create new experiences.
— Tuba Koca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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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도시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도시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도시 정체성과 장소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
디자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 마크 위

The Human City Design Award embodies greater meaning as
cities are growing in size and as the role of design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determining ways in which
cities serve people and also shape urban identities and sense of place.
— Mark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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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시민상 투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는 지난해와 달리 시민상 투표를 위한 사전 전시로
2월 15일 시작해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와
10개의 어너러블멘션 수상작을 소개하는 DID 11대를 DDP살림터 1층 D - 숲에
설치해 전시했으며 .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프로젝트별 대표 사진과 설명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10개의 어너러블멘션 수상작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상 투표에는 총 1,24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어너러블멘션 수상작들을 모두 둘러 본 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투표 화면에 접속하여 한 표를 행사했다 .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상 투표 기간 중에 전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10개의 프로젝트를 유심히 살펴보며 어떤 작품을 뽑을지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았지만 아이와 엄마가 각기 다른 프로젝트에
투표하기도 했다 .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2회 어워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든 동전 지갑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 투표 기간 내에
전시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서울디자인재단 SNS,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접속해 어너러블멘션 수상작에 대한 설명과 대표 사진을 보고
1개의 수상작을 결정해 투표할 수 있었다 .

Exhibition &
Citizens’ Award Voting

This year, the exhibition for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 opened
ahead of time on February 15 to accommodate the polling schedule
for the Citizens’ Award, and lasted until April 29. Eleven DID monitors
were set up in the D-Forest lounge on the first floor of the DDP
Design Lab to share information on the HCDA and the ten Honorable
Mention winners. For viewer convenience, each monitor display
was designed as a single page containing a representative photograph
and overview of one of the projects.
The vote for the Citizens’ Award was held from February 15 to March 10,
during which a total of 1,241 citizens voted on one of the ten Honorable
Mentions to choose the winner. After taking a look at the project
information shared in the exhibition hall, citizens cast their votes by
scanning a QR code with their phones that took them to the voting
webpage. Although COVID-19 cases were surging at the time,
citizens who came to the exhibition took time to carefully examine
all ten projects before making a decision. Children who visited with their
parents also cast their votes, which were sometimes different from
that of their parents. own votes. Coin wallets made out of recycled
banners from the 2nd HCDA were given to voters as a keepsake
on a first-come, first-serve basis. Citizens who were unable to co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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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많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영예의 시민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우주로1216’였다 . 1위 ’우주로 1216’의 최종 득표수는 2위를 차지한 프로젝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 시민들은 낀 세대인 트윈 세대들이 직접 참여해
공간을 디자인했다는 점이 의미 있고 , 미래 지향적이고 어워드의 가치와
부합한다는 등의 추천평을 남겼다 . ‘우주로 1216’ 외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프로젝트는 ‘트래쉬 버스터즈’, ‘공중 정원’, ‘접근 가능한 해변’ 등이었다 .
’우주로1216’의 수상은 3회를 맞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첫 번째 시민상이자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는 시민 투표가 종료된 이후까지도
계속되면서 시민들에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가치를 담은 사례를 더 많이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

the exhibition during the voting period could vote online through Seoul
Design Foundation’s social media page or the HCDA website, which
offered photographs and overviews of all Honorable Mention projects.
The Citizens’ Award was honored to OOZOORO 1216, which received
the highest vote, although the final tally for the project was not
much greater than the second-place project. Citizens commented that
OOZOORO 1216 carried significant meaning for inviting the tween
generation to take part in the design process. They also indicated that
it was very future-oriented and aligned to HCDA values. Some other
projects that received good feedback included Trash Busters,
Gardens in the Air, and Accessible Beaches. The Citizens’ Award that
OOZOORO 1216 received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was
the first Citizens’ Award presented in the three-year history of HCDA,
and the winner was chosen by a direct citizen vote.
The exhibition for the 3rd HCDA continued even after the voting period
to further share and spread design cases that embody the Award’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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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시상식은 DDP 개관 8주년인 2022년 3월 21일

시상식

오후 6시에 진행되었다 . 시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어너러블멘션과
안전 · 안심상 수상자 , 5명의 심사위원 , 운영위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해
시상식을 빛내주었다 . 주한 브라질 , 중국 , 프랑스 , 일본 , 멕시코 , 스페인 , 터키 등
모든 수상자와 프로젝트 실행 국가의 대사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각국의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 시상식은 유튜브를 통해 영어와 한글 2개 언어로
생중계 되었으며 , DDP 살림터 서울 - 온 스튜디오 중계 현장에는 이경돈 대표 ,
이순종 운영위원장 , 이충기 부위원장 , 이길형 운영위원이 자리했다 .
시상식은 참석자 소개와 인사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동영상 상영 , 어너러블멘션
소개와 수상 소감 , 안전 · 안심상과 시민상 발표와 시상 , 마지막 영예의
대상 발표와 시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 어너러블멘션 상패는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의 상징과 같은 회색과 푸른색의 대한민국 전통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포장해 각 수상자들에게 미리 발송했다 . 사전에 상패 ‘언팩킹 영상’촬영을 부탁해 ,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보내온 영상을 보며 상패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순간을
나눌 수 있었다 .

Ceremony

The 3rd Human City Design Awards ceremony was held at 6 pm KST
on March 21, 2022, which marked the eigh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DDP. Despite being in different time zones, Honorable Mention
and Safety & Security Award winners, five Jury members,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s graced the event with their virtual presence.
Representatives from embassies of countries representing the winners
and / or places in which the projects were executed — including Brazil,
China, France, Japan, Mexico, Spain, and Turkey— were also present
virtually to congratulate the winning projects. The awards ceremony was
live streamed on Youtube in English and Korean. Present at the Seoul
ON studio at Design Lab of DDP, where the event was physically held,
were KyungDon Rhee, CEO of Seoul Design Foundation ; SoonJong Lee,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 ChungKee Lee, Vice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 and KilHyung Rhee,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awards ceremony kicked off with an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followed by messages of greetings, an introductory video clip,
the announcement of Honorable Mention winners and the acceptance
speech, the announcement of the Safety & Security Award winner
and the award presentation, and the announcement of the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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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시민상은 시상식 당일 발표되어 끝까지 긴장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
호명되는 순간 수상자들은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안전 · 안심상을
수상한 코엑터스와 SK텔레콤은 협업을 한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 계속 노력해서
배리어 프리 사회를 향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민상을 수상한 ‘우주로 1216’의 지정우 건축가는 “시민상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여기고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대상을 받은 ‘인시튜 프로젝트’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집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자인을 통해 스스로 환경을 돌보고
재료를 되돌아보고 참여를 독려하는 저희 프로젝트가 다른 분들께도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차분하게 소감을 말했다 . 더불어 대상 상금은 마을을 발전시키고
이니셔티브를 계승하는 데 쓰겠다고 전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에 영상을 통해 “오늘은 DDP가
문을 연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 처음 DDP를 기획했을 때 전 세계 디자이너와 도시가
디자인 사례를 공유하면서 미래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
머지않은 미래에 DDP에 함께 모여 디자인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

winner and the award presentation. The Honorable Mention plaques
were sent to the winners in advance. They were carefully wrapped
in traditional Korean wrapping cloth bojagi in gray and blue, colors that
symbolize the HCDA. The winning teams were asked to take an “unboxing
video” in advance so that the audience would be able to see the delight
they felt at the very moment when they saw the plaque in person.
Winners of the Grand Prize and the Citizens’ Award were announced
on the very day of the ceremony, raising tension and curiosity until
the last minute. The moment their names were called, the winning teams
could not hide their surprise and joy. Winners of the Safety & Security
Award CO : ACTUS and SK Telecom gave credit to each other and
expressed their ambition to bring society one step closer to becoming
barrier-free. Jungwoo Ji, architect of OOZOORO 1216 that won the
Citizens’ Award, commented that he considers the award as validation
for him to continue steadfast on his works. Peter Hasdell of Institu
Project, the Grand Prize winner, remarked that such an outcome was
made possible as many people worked together instead of alone.
“Through a design of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people took
care of the environment, shifted their perception on materials,
and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 hope that this project will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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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간대에 맞는 음료를 준비해 건배를 나누고 , 온라인 화면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시상식은 마무리되었다 . 시상식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 앞으로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가 DDP와 함께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전 세계에 디자인의
가치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

as an inspiration to other people,” he said. “Most of the prize money
will go towards future developments within the village itself to further
the initiative.”
To close the event, Seoul Mayor Oh Se-hoon delivered his remarks
through a video. “This very day marks the eigh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DDP. When I was part of the DDP planning committee,
I envisioned it to become a space for cities and designers around
the world to share design cases and pave the path for tomorrow together.
I hope that, in the near future, we will all come together at DDP to share
our ideas on the new everyday life and the future.”
The ceremony concluded by participants’ virtually clinking their glasses
filled with time-specific drinks and taking commemorative photographs.
Overall, the awards ceremony was highly significant as it not only
enabled the winners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each other
and share outstanding designs but also conveyed a message of hope
and encouragement for the HCDA, together with DDP, to advance further
and evolve into a platform that promotes the value of design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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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d’ORIGIN

트로피
휴먼시티디자인 로고를 활짝 열린 창으로 형상화 한
트로피의 상단은 도시 속의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상징한다 .
트로피 하단은 우리나라만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한옥의 추녀마루에 얹은 잡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다 .

시상식 / CEREMONY

Trophy
The top portion of the trophy consists of a figure representing
the Human City Design logo in the form of an open window,
which symbolizes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n cities.
The design for the bottom portion takes the motif from figurines
found on hip ridges of roof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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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앙 프랑
부운영위원장 해외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의성의 열풍을 보여줍니다 .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 디자인 , 제품 및 시스템 디자인 , 디지털 , 도시 계획 , 사회 혁신 , 인클루시브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디자인의 실천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 변화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와 농촌의 삶의 방식을
재창조한다고 확신합니다 .

Josyane Franc
Vice-chair (Oversea)

Remark from
the Steering Committee

The Human City Design Award organiz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reveals the effervescence of creativity in different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various scales of projects , it's a great opportunity to
discover the value of new design practices : service design, product
and system design, digital, urban planning, social innovation, inclusive
design ; and the richness of cultural diversity. I am convinced that Human
Cities is about reinventing the way of living in cities and rural areas
for the people with the people,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complex issues in the near future.

이충기
부운영위원장 국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의 수상작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세계 여러 도시의 디자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 유래 없는 펜데믹과 급격한 스마트 시대로의 전환은 사람들에게 미칠
디자인의 역할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 그것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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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목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시간과 지역의 차이가 사라진
글로벌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기대합니다 .

Andrea Cancellato
Overseas Experts / Europe

ChungKee Lee
Vice-chair (Domestic)

The HCDA is becoming well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award. This
year's winning projects will expand into various areas and deliver positive
impacts for designs of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In light of the
unprecedented pandemic and the rapid transition to a smarter world,
people are expecting design to play a greater role. This is precisely one of
the aims of the HCDA. In a globalized era where time differences and
regional distinctions no longer hold significant meanings, I expect to see
a multitude of projects that allow a greater number of people to enjoy the
benefits of design taking place.

One hundred words to tell the path of an Award dedicated to how
design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and social living
spaces of our cities is both difficult and fascinating at the same time.
Some of these words cannot, perhaps should not, be missing : rethinking,
restoring, responsability, redevelopment, renovation and regeneration of
spaces, common good, tactical urban planning strategy, social housing,
ecosystem, soft and green mobility, cultural spaces, new lifestyle,
comfort, affordability, psycho-social research, digital platform, innovation
technology, health and sanitation of common spaces, virus reduction,
elderly, participatory design, social innovation, community, children and
teenagers, collaboration, change, expanding borders, human and livable
city, society.

에리코 에사카
해외위원 / 아시아

안드레아 칸첼라토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휴먼시티디자인
어워드가 디자인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해외위원 / 유럽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 저는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휴먼 시티 프로젝트의 위대한
디자인이 도시와 생활 공간의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집중하는 어워드의

시도가 아시아에서도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방향을 말해주는 100개의 단어는 어려우면서 매력적입니다 . 다음의 단어를

이런 활동에 공감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향상시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재고 , 복원 , 책임 , 재개발 , 공간의 혁신과 재생 ,

생각합니다 . 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디자인 도시 , 디자인을 통해

공동선 , 전술적인(택티컬) 도시 계획 전략 , 사회 주택 , 생태계 , 부드럽고 친환경적인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의 개인 및 조직 , 일본의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 ,

모빌리티 , 문화 공간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 편안함 , 적절한 비용 , 심리사회적

단체에 이 어워드의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 많은 크리에이티브 분야 동료들이

연구 , 디지털 플랫폼 , 혁신 기술 , 공용 공간의 보건 및 위생 , 바이러스 감소 ,

이 멋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었습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멋진

노인 , 참여 디자인 , 사회 혁신 , 커뮤니티 , 어린이 및 청소년 , 협업 , 변화 , 국가간

프로젝트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계 확장 , 인간과 살기 좋은 도시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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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변경하고 디자이너의 작업이 다양성 , 평등 , 포용성 , 커뮤니티 및 환경에

Eriko Esaka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고려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 우리는 더 많은 작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권고하는 가치를 탐색하고 홍보해야

Overseas Experts / Asia

하며 ,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I am very pleased that the third Human City Design Award (HCDA) was
held. I believe that HCDA will be an opportunity to create society of
the future with the power of design and create a new sense of values.
I was hoping that a great attempt at the Human City Project, which
started in the EU, would be held in Asia as well. I am grateful that the City
of Seoul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have sympathized of this
activity and raised it as a big project. I have shared the information of this
project to the design cities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that we
have built through design, and the creators / designers and organizations
of Japan. Many colleagues of creative field were interested in and
sympathized with this wonderful project. And thank you to everyone
who applied splendid projects for HCDA. Eriko Esaka, a member of HCDA
Steering Committee

투바 코자투르크
해외위원 / 오세아니아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와 복잡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변화에 대한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논의가 임박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유형의 제품이라는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의
디자이너의 영향력과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옹호합니다 . 수상 프로젝트는 사회

Tuba Kocaturk
Overseas Experts / Oceania-Australia

Human City Design Awards plays a critical role at a time when the
global design community is on the verge of new discussions about why
we design and the changing role of designers in presenting new
visions to tackle complex global challenges. Human City Design Awards
advocates the widening domain of design and influence of designers
by moving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a tangible product through
to orchestration of new interactions among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while creating new experiences. The winning projects are
a testament to this changing position of design, by actively engaging
social innovation, facilitated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ve change to
build sustainable urban ecosystems. It’s really encouraging to see the
increasing levels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designers to the HCDA
across the globe. Similarly, we are also witnessing the underpinning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HCDA being adopted by similar design
award programs by various countries at national scale. The inaugural
Designers Australia 2021 Awards, for example, is one of these initiatives
which changed its focus this year to the process of design as much as
the outcome and considered how designer’s work responded to diversity,
equality, inclusivity,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However we
need more avenues to explore and promote the values advocated by the
Human City Design awards, through more works, and projects, and we
all play a role and have a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디자인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심과 참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 우리는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국가 규모의 유사한 디자인 어워드 프로그램에서 채택하고 있는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제1회
디자이너 호주 2020 어워드’는 올해 , 결과보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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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c, emblematic places for meetings, conversations, games, rest,
observation. Walking, singing and following the songs of different cities,
different peoples, countries, different contexts... the more diverse
the scenarios, the more we have to concentrate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and, for this, we have to interact strongly with the inhabitants to
better understand their feelings and needs. That's what HCDA brings us
as an innovation!

페르난도 마스카로
해외위원 / 남아메리카

삶은 다양한 형태의 감정에 의해 이끌려 가기에 , 우리는 감각을 날카롭게
확장하고 주변 세계와 상호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 도시는 우리가 사는 세계이므로 거주민 간에 최상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 우리는 물리적 개입을 통해 도시
경관을 항상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리차드 페레즈

거리 , 이웃 , 도시 전체 , 국가의 거주민에게 끊임없는 공감과 감성적인 순간을
제공하고 , 도시에서의 거주 적합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해외위원 / 아프리카

있습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도시 환경을 재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회의 , 대화 , 게임 , 휴식 , 관찰을 위한 공감할 수 있고 상징적인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신청한 다양각색의 출품작을 보며 다시 한번

공공 장소로의 탈바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 프로젝트를 지구 전역에서

놀랐습니다 .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올해의 출품작들은 디자인이 사회 ,

구현하고 만듭니다 . 걷고 , 노래하고 , 다른 도시 , 민족 , 국가 , 맥락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역할에 대한

따라가고 … 시나리오가 다양할수록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집중해야

증거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들은 도전 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인간 중심

하고, 주민들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더욱 밀도 있게

디자인이 사고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디자인이 세상에

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혁신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올해의 많은 출품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 디자인과
디자인 주도적 사고는 복잡하고 모호한 미래 세상을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 디자이너는 불확실하지만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집단적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Fernando Alckmin Mascaro
Overseas Experts / South America

Our lives are guided by different types of emotions and, for that, we need
to live in scenarios that sharpen and expand our senses and make us
alert to better interact with the universe around us. Cities are our
universe, hence the importance of projects that provide the best possible
integration between their inhabitants... it is always necessary to resignify
urban landscapes through physical interventions so that we can have
new perspectives... we have to provide constant moments of empathy
and emotion between the inhabitants of a street, a neighborhood,
an entire city, a country. We increasingly need to guarantee the livability
of cities and the Human City Design Award, promoted by the Seoul
Design Foundation, focuses on the resignification of urban environments,
bringing and making public projects implemented around the planet
that address all the transforming requirements of public spaces in

It is once again wonderful to see the rich and diverse entries that the
Human City Design Awards has attracted. Attracting a global audience,
this year’s entries are a testament to the incredible impact and role
that design is having on our society and more specifically the city’s we
live in. The projects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how human centered
design needs to be at the core of our thinking no matter what the
challenge is. If design is to truly make a real impact in our world it needs
to start playing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the complex and syst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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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Perez
Overseas Experts /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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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which are evident in many of this year’s Human City Design
entries. Design and Design Led Thinking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helping us deal with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world’s future
and designers have a critical role in facilitating our collective thinking to
help us navigate our way into our uncertain yet exciting future.

마크 위
해외위원 / 아시아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50년까지 지구에는 100억 명의 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메가 시티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 아시아에 살 것입니다 . 사람과 도시 환경의 관계를 잘 디자인하는 일은 점점

이길형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팬데믹 상황 또한 회복력 있는 도시의 중요성과 거주자의
웰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국내위원

디자인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개선하는 디자인을 기념하는
이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인간과 도시를 결합한 사회 환경적 위기 혁신 ,

것이 목표인 독특하고 훌륭한 상입니다 . 이는 도시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도시가

공동체 구축 ,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건축에 기초를 둔 프로젝트에서 나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도시 정체성과 장소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 , 즉 제품과

있어 디자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휴먼 시티’에

시스템 설계 , 서비스 설계 , 디지털 플랫폼 설계 등 위기 해결과 안심적 코드를

대한 서울의 옹호는 글로벌 도시간의 경쟁과 거대 도시의 경관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기술) +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의 문화와 실천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Mark Wee
KilHyung Rhee

Overseas Experts / Asia

Ex Officio

Before, the Human City Design Award was about bringing innovations to
socio-environmental crises, building communities, and promoting
sustainable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which united humans and
cities. Now, it needs to deal with a more diverse range of fields for crisis
resolution and safety codes of today for a better life and a sustainable
future. In other words, it is now time for creative ideas based on
the culture and practice of design to be realiz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design, such as product and system design,
service design, digital platform design,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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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world’s population growing at a rapid rate, it has been projected
that by 2050, there will be 10 billion people on the planet, where many
will live in megacities, which will mostly be in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urban environment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to design well for. The pandemic has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silient cities, and the well-being of its residents.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Human City Design Awards is a unique
and admirable one that puts people at the centre of design and aims to
celebrate design that improv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city. This is precious as cities continue to grow in siz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a city serves its people, and design’s role in shaping
a city’s identity and sense of place will be ever more important. Seoul’s
championing of the human city is both an inspiration and reminder
of what great cities need to be amidst the global competition of cities and
increasing landscape of meg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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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Grand Prize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

DUNOON LEARNING AND INNOVATION PROJECT
그룹 Group : 케이프타운 도시 지속가능성 연구팀 Cape Town’s Urban Sustainability Unit /

2019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실행 도시 City :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Cape Town, South Afric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리즐 크루거 파운틴, 애슐리 헤브라지 Liezel Kruger- Fountain, Ashley Hemraj /
국적 Nationality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두눈 스포츠 시설과 연결된 도서관(통합된 다용도, 다중 소유 ‘학습 및 혁신 센터’)은
공공 시설 디자인의 시민 참여에 있어 진입점 역할을 했다 . 유아 개발 센터 ,
지역 기업가 정신 , 도시 농업과 기타 서비스는 다음 단계에 포함될 정보 허브 ,
NGO공간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Creative and innovative design, bringing positive effect to the local region
The project took off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on the Dunoon sports
center and the connected library(integrated multi-use, multi-ownership
‘Learning and Innovation Cente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local entrepreneurship, urban agriculture and other services will be
provided by an information hub, or NGO Space,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nex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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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 빌드 인큐베이터

THE BETTER LIVING CHALLENGE DESIGN + BUILD INCUBATOR
그룹 Group : 크래프트&디자인 기관 The Craft and Design Institute (CDI) /
실행 도시 City : 웨스턴케이프주, 남아프리카공화국 Western Cape, South Afric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에리카 엘크 Erica Elk / 국적 Nationality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빅 셸프
플로팅 살라와쿠

BIG SHELF

FLOATING SALAWAKU

대상 도시 City : 뉴욕, 미국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차논 왕카촌카이트, 정재홍 Chanon Wangkachonkait, Jaehong Chung /

그룹 Group : 에프엘 건축사무소 FL Architects / 실행 도시 City : 암본, 인도네시아 Ambon, Indonesia /

국적 Nationality : 태국, 대한민국 Thailand, South Korea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패리스 라자크 코타하투하하 Faris Rajak Kotahatuhaha / 국적 Nationality : 인도네시아 Indonesia

서비스로서의 학교

공간을 깨우다 , ECO 발코니

SCHOOL AS A SERVICE

WAKE SPACES UP, ECO BALCONY

그룹 Group : 알토대학교 Aalto University / 실행 도시 City : 에스푸, 핀란드 Espoo, Finland /

실행 도시 City : 하노이, 베트남 Hanoi, Vietnam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안티 알라바, 페르난도 니에토, 야르모 수오민엔, 나탈리아 블라디키나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안 비엣 덩 An Viet Dung / 국적 Nationality : 베트남 Vietnam

Antti Ahlava, Fernando Nieto, Jarmo Suominen, Natalia Vladykina / 국적 Nationality : 핀란드 Finland

웰니스 캄풍

URB 인클루전

WELLNESS KAMPUNG

URB INCLUSION

그룹 Group : 이슈운 복지 Yishun Health / 대상 도시 City : 싱가포르 Singapore /
그룹 Group : 시티 오브 토리노 City of Torino / 실행 도시 City : 토리노, 이탈리아 Torino, Italy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웡 스윗 펀, 에번 추아, 탄 리렌 Wong Sweet Fun, Evon Chua, Tan Liren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파브리지오 바비에로 Fabrizio Barbiero / 국적 Nationality : 이탈리아 Italy

국적 Nationality : 싱가포르 Singapore

에어로 센 강

적정 가격의 공공주택 설립을 위한 공동체 스타트업 과정 모델

AERO-SEINE

A COMMUNITY START UP PROCESS MODEL FOR SOCIAL AND AFF ORDABLE HOUSING

그룹 Group : 스튜디오 이데 Studio Idae / 실행 도시 City : 파리, 프랑스 Paris, France /

그룹 Group : 공공주택재단 Fondazione Housing Sociale / 실행 도시 City : 이탈리아 전역 Italy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이자벨 대론 Isabelle Daeron / 국적 Nationality : 프랑스 France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지오다나 페리 Giordana Ferri / 국적 Nationality : 이탈리아 Italy

노점 재정비

예술통 프로젝트

HAWKER RELOAD

YESULTONG PROJECT

그룹 Group : 그라운드워크 건축 및 협회 Groundwork Architects & Associates Ltd. /

그룹 Group : 핸즈비티엘미디어그룹 Hands BTL Media Group /

실행 도시 City : 홍콩 Hong Kong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만프레드 위옌 Manfred Yuen /

실행 도시 City :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

국적 Nationality :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박동훈 Dong Hoon Park / 국적 Nationality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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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Grand Prize
카운트리스 시티즈

COUNTLESS CITIES
그룹 Group : 팜 컬처럴 파크 Farm Cultural Park / 실행 도시 City : 파바라, 이탈리아 Favara, Italy /

2020
Human City Design Award
Winners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안드레아 바르톨리 Andrea Bartoli / 국적 Nationality : 이탈리아 Italy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버려진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다

이태리 시칠리아 섬의 황폐한 시골마을 파바라를 커뮤니티 및 미술품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비엔날레 개최 프로젝트 . 지역민 , 예술가 , 건축가 및 세계
도시의 참여로 버려진 농촌 도시 전체를 활성화 시켜 도시 , 국경과 언어 ,
문화의 경계를 넓혔다 .

Changing Abandoned Houses Into Spaces
for Exhibitions Through Dynamic Design
Countless Cities is a biennial exhibition project that transformed
the dilapidated, abandoned houses in the center of Favara, a rural village
of Sicily, into spaces for community interaction and exhibitions.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artists, architects, and cities across
the world revitalized the entire village and expanded the boundaries of
cities, borders, languages and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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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st

메데인 리버 파크

MEDELLIN RIVER PARK
실행 도시 City : 메데인, 콜롬비아 Medellin, Columbi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세바스챤 몬살베 고메즈, 후안 데이비드 호요스 토보르다
Sebastian Monsalve Gomez, Juan David Hoyos / 국적 Nationality : 콜롬비아 Columbia

에어본 닷 반둥

AIRBORNE.BDG

세카이 호텔

SEKAI HOTEL

그룹 Group : 반둥창의도시포럼 Bandung Creative City Forum /
실행 도시 City : 반둥, 인도네시아 Bandung, Indonesi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티타 라라사티 Tita Larasati / 국적 Nationality : 인도네시아 Indonesia

실행 도시 City : 히가시오사카, 일본 Higashiosaka, Japan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코이치 야노 Koichi Yano / 국적 Nationality : 일본 Japan

디자인 밋츠 더 코히 , 파 .벨라
스루루 다 문다우

DESIGN MEETS THE CORRE, FA.VELA

SURURU DA MUNDAÚ

그룹 Group : 그레코 디자인과 파벨라 Greco Design and Favela /
실행 도시 City : 벨로오리존치, 브라질 Belo Horizonte, Brazil /

실행 도시 City : 마세이오, 브라질 Maceio, Brazil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구스타보 그레코 Gustavo Greco Lisita / 국적 Nationality : 브라질 Brazil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마르셀로 로센바움, 로드리고 엠브로시오, 아드리아나 벤구엘라
Marcelo Rosenbaum, Rodrigo Ambrosio, Adriana Benguela / 국적 Nationality : 브라질 Brazil

에덴 낙원 메모리얼
워터 파운텐 가든

EDEN PARADISE MEMORIAL

WATER FOUNTAIN GARDEN

실행 도시 City : 이천, 한국 Icheon, Republic of Kore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최시영 (김광준 기여) Si Young CHOI / 국적 Nationality : 한국 Republic of Korea

실행 도시 City : 다카르, 세네갈 Dakar, Senegal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임마누엘 루이그랑, 케르 티 오산 Emmanuel Louisgrand and Ker Thiossane /
국적 Nationality : 프랑스, 세네갈 France, Senegal

엘리펀트 월드

ELEPHANT WORLD
그룹 Group : 스튜디오 이데 Studio Idae / 실행 도시 City : 수린, 태국 Surin, Thailand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분섬 프렘타다(방콕 프로젝트 스튜디오 기여) Boonserm Premthada /
국적 Nationality : 태국 Thailand

푸저우 어반 커넥터

FUZHOU-URBAN CONNECTOR
그룹 Group : 룩 건축사무소, 룩분지, 응 쇼르 히앙 LOOK Architects Look Boon Gee and Ns Sor Hiang /
실행 도시 City : 푸저우, 중국 Fuzhou, China / 대표 디자이너 Representative Designer : 룩분지 Look Boon Gee /

* 1회, 2회 수상작의 세부 내용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 Nationality : 싱가포르 Singapore

* More information of the winners the 1st and 2nd HCDA can be found in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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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 변화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의 삶의 방식을 재창조합니다 .
— 조시앙 프랑

The Human City Design Award recreates the concept of urban life in
which people come together with other people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other complexities in the near future.
— Josyane Fr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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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은
하나의 지구라는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것이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
창조라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
— 찰스 랜드리

Innovations that come from design continue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promoting the idea of One Earth.
We know that this is a great challenge,
but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pursuing
our mission of creation.
— Charles Landry

디자인이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
디자인은 복잡하고 모호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
디자이너는 불확실하지만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집단적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리차드 페레즈

For design to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 world,
it needs to take on a leading role in
solving complex and systematic problems.
Design plays a crucial role in preparing for a complicated and unclear future,
and designers take on the vital role of facilitating collective thinking
that guides us to an uncertain but exciting future.
— Richard Pe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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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가치는
디자이너들이 보여준 노력과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구축과 ,
바람직한 인류 문명의 창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경연과 지식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이순종

The purpose of the Human City Design Award becomes complete
only when designers’ efforts and their positive influence are spread.
I hope to see it becoming a platform of knowledge
and a world-class design competition,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urban environments in
which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and to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human civilization.
— SoonJ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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