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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제5회

서울을 찾는 국내 · 외 관광객이 서울여행을 추억하거나

서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3 년부터

서울시 주최 /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 육성하고 있습니다 .

In order to develope tourist souvenir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visiting Seoul, a contest was held to seek

products themed of Seoul's history, culture, and famous tourist

attrec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eign tourists,

and experts in the tourism industry, the contest entries were

judged and selected for commodification. Those commodities will

help visitors to Seoul keep their personal memorie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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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大奖赛获奖作品

乐天世界塔 SEOULSKY 部门

首尔市部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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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GRAND PRIZE
大奖

서울시 부문 / SEOUL / 首尔市部门

김아람, 김나연

KIM ARAM, KIM NAYEON

010-9269-6456, 010-9026-8501

ottottcraft@gmail.com

MATERIALS

PA+GF (polyamide+glass fiber)

PRICE

8,000원(WON)

서울로 영문 워드마크를 모티브로 만든 젓가락으

로 젓가락 끝에 귀여운 다리모양은 서울로를 걷

는 사람들을 떠오르게한다. 서울로를 걸으며 도

심속 자연을 느끼고 지나간 곳에는 발자취를 남긴

다. 서울로 젓가락을 보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웠던 서울로에서의 시간이 떠올리게 만드는 

상품이며, PA+GF(polyamide+glass fiber)로 제

작하여 가볍고 사용성이 편리하다. 

The chopsticks are motivated from Seoullo’s 

English word mark. Cute bridges at the end 

of the chopsticks make people flash into 

their heads of people walking on Seoullo. 

While walking on Seoullo there is a feel 

of nature in the city and leaves a trace. 

Glancing at Seoullo chopsticks, it evokes 

the great moments with families and friends 

together on the Seoullo. As the chopsticks 

are made with PA+GF(polyamide+glass fiber), 

they are very light and convenient to use.

这是一对把首尔路英文文字商标标志作为

主题而设计的筷子，筷子一边有可爱的桥，

让人想起走在首尔路的人们。一边走首尔

路，一边感受都市中的自然，桥上只留下

了人们的足迹。

看到首尔路筷子，人们会想起和家

人朋友度过的美好时光。本产品由

PA+GF(polyamide+glass fiber)制成，使用起

来非常轻而且方便。

서울로7017 젓가락

Seoullo7017 Chopsticks
首尔路7017筷子

서울시 부문 (Seoullo7017, 서울시 자유)

Seoul Category
首尔市部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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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배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인 간판을 상품화해 

익숙한 것을 다시 보게 하는 디자인 상품이다. 소

비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적 의미를 그와 관련해 

새로운 시선 및 취향을 제안하며 간판배지는 한

글 간판을 상품화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상품이 되기도 할 것이다.

간판 배지는 실제 간판의 미니어처 형태로 간판

의 원본이미지를 재가공하거나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고수하며 도시이미지 

아카이브의 역할도 한다. 배지의 뒷면에는 해당 

상점의 전화번호 및 개업년도와 같은 정보가 양

각되어 있으며, 한정판으로 제품 패키지 안에는 

해당 상점의 주변풍경 및 스토리텔링이 담긴 플

립북이 들어있다. 또한 주물배지라는 제작방식은 

강도와 내구성이 좋아 오래 간직될 수 있다.

As people encounter signboards daily, 

the  nove l ty  on  them wore  o f f .  Ye t , 

commercializing the accustomed signboards 

into design goods, it converts people 

to have new perspectives on them. The 

s ignboard badges are  merchandized 

signboards in Korean. They are not only the 

Korean lettered Hangul goods to foreign 

tourists but also new standpoints and tastes 

giving specific meanings on specific sites as 

well.

Signboard badges are miniatures of existing 

signboards on the streets. They either 

remanufacture or maintain the originality 

without editing as if archives. At the back 

of badges, information such as the phone 

number and the business year of the 

applicable shops are embossed. Additionally, 

in the package of limited editions, there 

is a flipbook containing the surrounding 

landscapes and storytelling on the shop. 

Furthermore, production of these cast metal 

badges ensures strong solidity and long 

durability.

日常生活中，人们对牌子徽章很熟悉，并

没有新鲜感。但是，利用牌子的本设计商

品却吸引了众人的目光。本商品使消费者

考虑特定场所的意义以及与其有关的新的

想法和喜好，并且，牌子徽章是利用韩文

牌子设计的商品，因此可以作为针对于外

国游客的韩文商品。

牌子徽章就是实际牌子的缩小版，即它可

以当作城市形象的存档。徽章的后面写着

该商店的电话号码以及开业年度等信息，

限定版套餐里面还有该商店的周边风景和

故事书。本商品利用了铸造的制作方式，

因此具有优秀的强度和耐久性，能保存较

长的时间。

서울로7017 
"간판" 배지

Seoullo7017 
“Signboard” Badge

首尔路7017
“牌子”徽章

금상 GOLD PRIZE 金賞

로드레인저

Road Rangers (Moon Sanghoon)

010-3317-9028

roadrangers.rr@gmail.com

MATERIALS

니켈 도금, 칠배지

Nickel Plating, Painting

镀镍，漆徽章

PRICE

2-1. 걷는다리배지 6000원(WON)

2-2. 간판배지 15,000원(WON)

       (미미세탁소 배지)25,000원(WON)

서울로7017의 워드마크의 포인트인 “걷는 다리”  

모양을 특징화한 배지 상품이다. 기존 디자인을 

살리면서 워드마크의 다리 모양 이미지를 확산시

켜 사람들에게 “걷는 다리”하면 “서울로7017”이 

각인되도록 돕는다.

S e o u l l o 7 0 1 7  b a d g e  h a s  a  p o i n t  o f 

characterized “footbridge” shape. It keeps 

the original design and give publicity the 

bridge shaped image of word, imprints 

people the “Seoullo7017” as indelible 

“footbridge”.

这是特色化首尔7017文字商标的特征—

“走路桥”形象的徽章商品。充分利用原设

计的基础上，扩散了文字商标的桥形象，

让人们一看到“走路桥”就联想到“首尔

路7017”.

Seoullo7017 
“Footbridge” Badge

首尔路7017
“走路桥”徽章

서울로7017 
"걷는 다리"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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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 동상 BRONZE PRIZE 銅賞

“1km 서울로, 산책하며 만나는 식물과 길 이야기”

<서울로 식물산책>은 서울수목원을 컨셉으로 가

나다순으로 놓인 서울로7017의 식물 50과 225

종의 이야기를 담은 식물도감이다. 길을 따라 놓

인 원형화분, 무대와 극장, 편의시설, 17개 보행길

의 위치를 그림으로 담아 걷다 보면 어느새 자연

이 친숙해진다.

“1km Seoullo, the Story of Plants and Roads I 

Met along My Walk” <Seoullo Flora Walking> 

is an illustrated plant book in a concept 

of a botanical garden containing 50 types 

of plants and 225 stories Seoul in Korean 

alphabetical order. Walking with illustrated 

locations of the circle flower pots along 

the road, stages, theater, amenities and 17 

sidewalks, walkers become one with nature.

“1km首尔路，散步过程中遇见的植物及路的

故事”《首尔路植物散步》的概念是首尔

树木园，本植物图谱包括了首尔7017的50

科，共225种植物的故事。随着路摆的圆形

花盆，舞台和剧场，便利设施，17条步行街

都蕴藏在图片之中，一边看图谱，一边走

路，不知不觉中就和自然在一起了。

서울로 식물산책 
(이야기가 있는 식물도감)

Seoullo Flora Walking 
(Illustrated Plant Book 
with Stories)

首尔路植物散步
（有故事的植物图谱）

서울산책(이국)

SEOULWALK

02-702-5996

shadow-noh@seoulwalk.org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7,500원(WON)

서울로 패스포트 엽서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들이 재미있게 서울로를 거닐며 주요 랜드마크를 

찾을 때마다 패스포트 모양봉투에 담긴 엽서에 

스탬프를 찍어 기념할 수 있는 엽서세트이다.

Seoullo Passport Postcard Set consists of 

passport shaped envelopes with postcards. 

During the travel around Seoul, tourists can 

collect stamps from each famous landmark 

on Seoullo on postcards and have enjoyable 

time.

访问首尔路的游客可以拿着这明信片，每

次到主要地标时在上面盖章作为纪念。放

在护照形状信封里的明信片使人们更有意

思。

서울로 패스포트 엽서세트 Seoullo Passport Postcard Set 首尔路护照明信片套餐

HANADURI(이두리, 이하나)

LEE DURI, LEE HANA

010-9023-0022

hello@hanaduri.net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은상 SILVER PRIZE 銀賞

글라스메이트 (박혜림)

GLASSMATE

02-499-0995

axlvoice@gmail.com

MATERIALS

유리

Glass

玻璃

PRICE

롱유리컵 13,900원(WON)

물컵 9,900원(WON)

소주잔 6,000원(WON)

허은혜

Heo eun-hye

02-555-7101

이메일

MATERIALS

종이,나무

Paper, Wood

纸，木材

PRICE

11,000원(WON)

380ml 용량과 200ml 용량의의 적당한 크기의 

유리컵으로 쥬스잔, 커피잔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

며, 서울의 관광기념품으로서 전시목적으로도 다

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60ml 용량의 대표적인 

소주잔으로서 술잔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로’의 형상을 손잡이로 만든 부채다. 부채를 

햇빛에 비추면 숨겨져 있던 초록색 잎사귀가 드

러난다. 햇빛에 비췄을 때 서울 고가도로 형상의 

손잡이가 마치 나무의 형상처럼 보이게 된다.

380ml and 200ml glasses can be used for 

juice, coffee and other liquids, and 60ml 

glasses are for Soju and other alcoholic shots 

as well. They can be used for interior props 

and souvenirs.

The fan’s handle is created in the shape 

of “Seoullo”. Exposing to sunlight, the fan 

reveals hidden green leaves and the elevated 

highway shaped handle appears as if a tree.

本商品的容量分别是380ml，200ml，适合

当作果汁或咖啡等饮料的杯子，并且也可

以当作首尔的观光纪念品进行展示，具有

较高的使用率。60ml是标准烧酒杯，因此

可以当作酒杯使用。

本商品是把“首尔路”的形象作为把手的

扇子。阳光照在扇子的时候就会出现隐藏

的绿叶，这时，把手也像一棵树。

서울로 7017 
롱유리컵, 물컵, 소주컵

서울로7017  햇살부채

Seoullo7017 
Glass Cup, Water Cup, 
Soju Shot Glass

Seoullo7017 Sunlight Fan

首尔路7017长水杯，

水杯，烧酒杯

首尔路7017 阳光扇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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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서울로7017과 친구들 스노우글로브’는 서울로

7017을 비롯한 서울을 상징하는 건축물(광화문, 

남산타워, DDP, 서울시청)의 모습을 도자기 피규

어로 제작하여 유리구와 결합한 장식품으로써 서

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이다.

“Seoullo7017 and Friends Snow Globe” is a 

Seoul themed souvenir which has makes the 

feeling of Seoul’s atmosphere. It’s made of 

Ceramic and glass globe figures.In the globe 

it contains Seoul’s representative buildings 

such as Gwanghwamun, Seoul Tower, DDP 

and Seoul City Hall.

“首尔路7017和朋友雪花球”把首尔路7017

以及象征首尔的建筑物（光化门，南山塔，

DDP，首尔市厅）制作成了陶瓷模型，再

加上玻璃球，使人们感受到首尔的感性，

是一个首尔象征观光纪念品。

서울로7017과 친구들 
스노우글로브

Seoullo7017 and Friends 
Snow Globe

首尔路7017和朋友雪花球

크래프트 서울

CRAFTSEOUL

010-9274-9515

craftseoul@gmail.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29,000원(WON)

본제품은 서울로(seoullo)의 360도 파노라마 뷰

를 플립북(flip book)형식으로 담고 있는 메모지

이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 서울역이 보이는 

서울로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그린 애니매이션

을 볼수 있다.

This product is a flipbook memo pad that 

has a 360-degree panorama view of Seoullo.

Flipping the memos rapidly, an animation of 

Seoullo with Seoul Station can be seen.

本商品把首尔路的360度全景通过动画书

（flip	 book）的形式制作了记录纸。快速翻

记录纸的时候能看到首尔路的360度全景动

画。

서울로 플립북 메모지 Seoullo Flipbook Memo Pad 首尔路动画书记录纸

전태진

Jeon Tae Jin

010-2887-7886

 ghount@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3,500원(WON)

동상 BRONZE PRIZE 銅賞

반다나는 다양한 수목식재들이 일상에 지친 관광

객들에게 소소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서울로에

서 나들이와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

습이 어우러진 도심속 힐링공간을 표현하였으며, 

100% 순면 원단으로 땀 흡수가 빠르고 약한 피

부에 자극없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스카프 또는 헤어밴드로 연출이 가능하다.

어디서나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새로운 풍경 그림

을 종이컵에 표현한,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종

이컵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컵에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재활용 화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The bandana expresses healing harmonious 

spaces for people on picnic and smelling 

roses on Seoullo, the road providing small 

comforts and impressions with trees and 

plans to exhausted tourists from the same 

daily routines. 100% Cotton fabric absorbs 

sweats quickly and no harms to sensitive 

skin. Bandana can be a scarf and also it can 

turn into a stylish headband.

As people love and miss beautiful scenery of 

Seoul, this convenient paper cup with newly 

illustrated scenery of Seoul is created. Not 

only people can appreciate the scenery on 

the cup from anywhere anytime, but also it 

can be used as a cup and a flowerpot.

本商品通过头巾记录了在首尔路享受悠

闲，美好时光的人们。强调了首尔路是一

个都市中的疗养空间，在首尔路，丰富的

植物向疲倦的游客提供小小的安慰和感

动。本商品由100%纯棉原单制成，吸汗很

快，因此敏感性皮肤也可以放心使用。另

外，本商品也可以当作围巾或发带使用。

无论在哪里，总有人想要首尔的美丽风景，

因此，本商品在纸杯上记录了首尔的美好

风景。本商品使用起来非常方便，有两种

使用方法：一，杯子；二，环保花盆。

서울로7017 반다나

서울로7017 종이컵

Seoullo7017 Bandana

Seoullo7017 Paper Cup

首尔路7017头巾

首尔路7017纸杯

빗살무늬(정혁식, 장지유)

BITSALMOONI(Jeong hyeak-sik, Jang ji-yu)

053-424-0882

batman35@daum.net

MATERIALS

면 100%

100% Cotton

面100%

PRICE

11,000원(WON)

김홍

hong Kim

010-8856-8738

-

MATERIALS

펄프

Paper Pulp

纸浆

PRICE

3,5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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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80선 / HONOURABLE MENTION / 创意奖	

팔찌

서울로 7017 야경 폰케이스

보 ; 황동자 + 책갈피

서울 여행의 시작 , Seoullo7017 모노폴리

전통매듭팔찌 DIY 키트

Seoullo7017 나전 자

Seoullo7017 마블게임

서울을 걷다 책 따라 글 따라 책갈피

별이 빛나는 서울로

우리서로 세트

서울로 수저받침 목 , 금 , 토

서울로 캐릭터 로로와 페페 봉제인형

플로팅 가든 램프

서울로 사뿐사뿐 가방고리

서울로 7017 스마트폰 홀더 머그컵

서울로 함께 걷자 종이방향제

2018 년 서울로 컬러링 스케치 달력 , 엽서

서울로 다리다리 에코백 키트

서울 이어폰 홀더

서울로 7017 라인북

나전시크릿 카드

소지품과 함께 들고 걸을 수 있는 Takeout 용 일회용 컵홀더

서울을 걷다 맛따라 멋따라 옻칠 젓가락

서울로 책갈피 / 자수팔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서울 블로 ( 책상위의 서울로 )

두들 서울로 7017

스케치라이트 스탠드 조명

Seoullo 7017 큐브

서울로 컬러링스케치 엽서세트

걷자 , 같이 걷자

서울로 다믄 손수건

서울로 7017 네임택

서울 이야기 달력

걸으며 들기 편안한 서울로 형태의 손잡이가 있는 머그컵

서울로 7017 추억담기 구리함

나뭇잎 마우스패드

서울로 70-17

서울로 모양 컵받침

서울로 구조를 한 손잡이가 달린 커플 머그컵

월드프렌즈 조선 궁궐 캐릭터 자석

서울 . 건강 . 허니 B

페이퍼애 광화문 봄의 향기 , N 서울타워

서울 스카이라인 북마크

광화문 편지 , 명함꽂이

크리스탈 시계 ( 입상형 )

길위의 향기

서울 . 건강 . 허니 C

서울풍경 입체자석

남산 , 광화문 , 서울역 수브니 링

한양 도성의 사계

궁 엽서 14 종

폰 & 마그넷홀더

윤희철의 서울건축풍경 2018 탁상용 캘린더

광화문 꽃팔찌

해태 각인비누

엔서울타워 초콜릿바

서울 고궁 , 종묘 나전카드

서울로 자석시트 세트

자음한글 종이접기 서울 & 자음

서울자석지도

N 서울타워 야경펜

남산타워카드 USB

아이서울유 마그넷 , 전통의상 마그넷 , 전통탈 마그넷

s- 서울 매듭브로치 A 와 B 

서울에서 온 편지

서울트럼프카드

100 月

단청 카드동전지갑

서울에 담기다 서울명함 / 펜꽂이

서울랜드마크 마그넷

리멤버 서울 텀블러 서울을 기억하다 ! 서울을 담다 ! 

건축가의 어반스케치 서울드로잉산책

서울노리

색으로 기억되는 서울 조각보손수건

아름다운 한국 광화문 수문장 아크릴스탠드

자개나비노리개 귀걸이

나전명함집

단청파레트

Bracelet

Seoullo7017 Nightscape Phone Case

Cloth;Brass+Bookmark

The Beiginning of Seoul Travel, Seoullo7017 Monopoly

Traditional Knot Bracelet DIY Kit

Seoullo7017 Inlaid Mother of Pearl Ruler 

Seoullo7017 Marble Game

Walking in Seoul Along Books and Along Writings Bookmark

Starry Seoullo

Wuri Seolo(We, Each Other) Set

Seoullo Spoon Coasters Mok(tree), Geum(gold), To(soil)

Plush Toy of Seoullo Characters, Lolo and Pepe

Floating Garden Light

Seoullo Ring for Bags

Seoullo 7017 Smartphone Cradle Mug

Let’ s Walk with Seoullo Air Freshener Paper

2018 Seoullo Coloring Sketch Calendar and Postcard

Seoullo Brigdge Bridge Ecobag Kit

Seoul Earphone Holde

Seoullo7017 Line Book

Mother of Pearl Secret Card (Secrete Bridge)

Convenient Disposable Cup Holder with a Handle While Walking

Walking in Seoul, Along the Food and Fashion, Lacquered Chopsticks

Seoullo Bookmark / Embroidery Bracelets

The Giving Tree

Seoul Blocks (Seoullo on the Desk)

Doodle Seoullo 7017

Sketch Light Stand

Seoullo7017 Cube

Seoullo Coloring Sketch Postcards

Let’ s Walk, Let’ s Walk Together

Seoullo Handkerchief

Seoullo 7017 Name Tag

Calendar with Seoul Story

Easy Holding Mug with Conveient Handle in Seoullo Shape While Walking

Seoullo7017 Memory Copper Box

Leaf Shaped Mouse Pad

Seoullo 70-17

Seoullo Shaped Coaster

Couple Mugs with Seoullo Structured Handle

World Friends Joseon Palace Character Magnets

Seoul.Health.Honey B

Love for Papers, the Scent of Gwanghuamun in Spring, N Seoul Tower

Seoul Skyline Bookmark

Gwanghuamun Letter, Business Card Holder

Crystal Clock

Scents on the Streets

Seoul.Health.Honey C

Seoul Scenery Pop-up Magnets

Mt.Namsan, Gwanghuamun Gate, Seoul Station Souvenir Ring

Four Seasons of Hanyang City

14 Palace Post Cards

Phone & Magnet Holder

Heecheol Yun’ s 2018 Table Calendar withScenery of Architectures in Seoul

Gwanghwamun Gate Flowr Bracelet

Haetae Shaped Soap

N Seoul Tower Chocolate Bar

Ancient Palaces in Seoul, Jongmyo Shrine Mother-of-Pearl Cards

Seoullo Magnet Sheet Set

Korean Consonants Origami Seoul & Consonants 

Seoul Map Magnet

N Seoul Tower Pen for Night View

Namsan Tower USB Card

I Seoul U Magnet, Traditional Clothing Magnet, Traditional Mask Magnet

s-Seoul Knot Brooch A and B

A Letter from Seoul

Seoul Trump Card

100th Month of Year

Dancheong Coin Pocket

Seoul Business Card / Pencil Holder

Seoul Landmark Magnet

Remember Seoul Tumbler Reminiscing Seoul! Treasuring Seoul!

Urban Sketch of an Architect, Seoul Drawing Walks

Seoul Nori

Remembering Seoul with Colors, Korean Quilt Handkerchief 

The beautiful Gwanghwamun Gatekeeper in Korea Acrylic Desk Lamp

Mother of Pearl Butterfly Noriage Shaped Earrings

Mother-of-Peal Business Card Holder

Dancheong Palette

手链

首尔路 7017 夜景手机壳

布；黄铜尺子 +书签

首尔旅游的开始，Seoullo7017 大富翁

传统打结手链DIY 套餐

Seoullo7017 螺钿

Seoullo7017 漫威游戏

走在首尔，随书随字书签

星光灿烂的首尔路

我们互相套餐

首尔路勺筷架木，金，土

首尔路卡通形象 LOLO和 PEPE 缝制娃娃

漂浮庭园灯	

首尔路轻轻包环

首尔路 7017 智能手机支架水杯

和首尔路一起走路纸制芳香片

2018 年首尔路彩色素描日历，明信片

首尔路桥桥环保购物袋套餐

首尔耳机支架

首尔路 7017 路线小册

螺钿秘密卡片	( 秘密桥 )

走路时方便拿的把手式一次性杯子支架

走在首尔随味道随风味上漆筷子

首尔路书签 /刺绣手链

毫不吝啬给予的树

首尔积木（桌上的首尔路）

首尔路 7017	

素描灯立式照明

Seoullo	7017 魔方

首尔路彩色素描明信片	

走吧，一起走

首尔路手帕	

首尔路 7017 名签牌

首尔故事日历

走路时携带方便的把手式水杯

首尔路 7017 蕴藏回忆的铜盒子

树叶鼠标垫	

树叶鼠标垫	

首尔路杯子垫

首尔路结构的把手式情侣杯

世界朋友朝鲜宫廷卡通形象磁铁

首尔 . 健康 . 蜂蜜 B

纸之爱光化门之春香，N首尔塔

SEOUL	SKYLINE	BOOKMARK

光化门信，名片夹

水晶表

路上的香味	

首尔 . 健康 . 蜂蜜	C

首尔风景立体磁铁

南山，光化门，首尔站纪念戒指

汉阳都市之四季

宫明信片 14 种

手机，磁铁支架

윤희철的首尔建筑风景 2018 台式日历

光化门花手链

獬豸刻印肥皂

N	seoul	tower 巧克力棒

首尔故宫，宗庙磁铁卡

首尔路磁铁片套餐

韩文子音叠纸	首尔 &子音

首尔磁铁地图

N首尔塔夜景笔

南山塔卡片 USB

I	SEOUL	U磁铁，传统服装磁铁，传统面具磁铁

s-Seoul 打结胸针 A和 B

来自首尔的信

首尔扑克牌	

100 月

丹青卡片硬币钱包

首尔名片 /笔架

首尔名片 /笔架

记住首尔保温杯	记住首尔！蕴藏首尔！

建筑家的都市风素描	首尔素描散步

首尔NORI

用颜色记住的首尔碎布手帕

美丽的韩国光化门守门将亚克力台灯

螺钿蝴蝶饰品耳钉

螺钿名片夹	

丹青调色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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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보;황동자+책갈피는 책갈피에 자의 기능을 추가

하여 책, 노트 등과 함께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게다가 금속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해지고 또한 책이나 

노트에 끼워 책꽂이에 쪽으면 다양한 색의 장식

이 위로 올라와 아름다우면서도 다른 책들과 서

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Seoullo7017 모노폴리는 정형화된 여행 안내 

책자에서 벗어나, 재미를 더한 여행 안내 보드

게임이다. 기존의 모노폴리 게임 형식을 빌어, 

Seoullo7017을 중심으로 서울의 명소들을 코스

별로 소개한다. 게임의 기본 규칙은 게임말을 움

직여, 명소를 구매하고 임대료를 받아 재산을 모

으는 것이며, 국적,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Cloth;Brass+Bookmark is a bookmark 

that has a ruler function and it can be 

used every day with books, notes, etc. As 

it’s manufactured with metal, the older 

it gets, the firmer it becomes and more 

valuable. Also, after putting the book marks 

in books or notes and setting them on a 

shelf, the various colors appear and books 

with different bookmark colors become 

distinguishable at a glance.

Seoullo7017 Monopoly is changed version 

of standardized travel guide and also an 

amusing board game. Taking the original 

form of Monopoly game, it introduces 

attractions by courses in Seoul pivot on 

Seoullo7017. The basic rule of this game 

is moving game pieces, buy lands and 

properties and collect paid rent. Regardless 

of nationals and ages, anyone can easily 

have fun.

“布；黄铜尺子+书签”在书签上增加了尺子

的功能，使人们方便与书，本子一起使用。

本商品由金属制成，因此非常坚固，时间

越长，价值更高。使用起来又漂亮又方便。

Seoullo7017大富翁不只是固定的旅游小册

子，在大富翁的游戏基础上增加了趣味，

按照每个路线介绍了以Seoullo7017为中心

的首尔景点。游戏的基本规则就是移动自

己的马购买景点，通过收费累计财产，男

女老少均可以享受游戏。

보;황동자+책갈피 

서울 여행의 시작, 
Seoullo7017 모노폴리

Cloth;Brass+Bookmark

The Beiginning of Seoul 
Travel, Seoullo7017 Monopoly 

布；黄铜尺子+书签

首尔旅游的开始，Seoullo7017
大富翁

보(조영아)

fabric wraps. Boh(Cho Young-ah)

010-6229-4403

이메일

MATERIALS

황동,견사

Cloth;Brass, Silk Thread

黄铜，绢纱

PRICE

9,000원(WON)

권세정, 최미애

GYUN SEA JUNG, CHOI MI AE

010-4814-0554, 010-3929-8328

이메일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0,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소방관을 일상에서 다시 

기억하고 만나 볼 수 있다. 우리가 오늘의 멋을 위

한 소비가 누군가의 일상 그리고 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돌아온다.

서울로7017을 걷다가 주,야간에 지도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서울로7017의 야경을 야광으

로 제품화하였으며, 가방속과 어두운 곳에서 핸

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손의 물, 땀 등의 

미끄러움으로부터 핸드폰을 보호한다.

The bracelet reminds of the firefighters who 

protect us every day. The consumption for 

today’s fashion comes back to someone’s 

daily life and also a part of our daily routine.

The beautiful nightscape of Seoullo7017 was 

manufactured with a luminous paint and 

it makes easy to find mobiles in the bags 

and dark. All this, as well as, it protects the 

mobile being slipped due to sweats and wet 

hands.

通过本商品，我们可以再次回忆保护我们

日常生活的消防队员。我们为了打扮购买

的一条手链也许是某人的日常生活，同时

是我们日常生活的一部分。

走在首尔路7017的时候本商品可以当作地

图来使用。本商品把美丽的首尔路7017夜

景做成夜光手机壳，在包里或黑暗之中也

容易找到。并且，有助于从手上的水，汗

保护手机。

팔찌

서울로7017 야경 폰케이스

Bracelet

Seoullo7017 Nightscape 
Phone Case

手链

首尔路7017夜景手机壳

레오(이승우)

REO(Lee seungwoo)

010-6756-7788

charmer365@naver.com

MATERIALS

방화복

Turnout Gear

防火服

PRICE

17,000원(WON)

라프랑(김시은)

La FRANC(Kim si eun)

02-6049-4333

cocobay@naver.com

MATERIALS

폴리카보네이토

Polycarbonate

聚碳酸酯

PRICE

23,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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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서울로7017 마블게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서

울로를 바탕으로,  즐거운 게임을 통해 서울로의 

역사와 시설의 대한 설명 등의 정보를 누구나 쉽

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서울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글방을 따라 여행하

는 ‘책 따라 글 따라 책갈피’는 서울의 글방지도와 

함께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서울글방지도를 

따라 책을 테마로 서울을 만나볼 수 있으며, 책갈

피는 걷는 모습의 여러 다리모습을 형상화하여 

책 위를 걸어가는 느낌을 준다.

“Seoullo7017 Marble Game” is not simply a 

game. Through this joyful game targeting 

people of any age, information and history 

on Seoullo can be learned and obtained 

easily.

This bookmark comes with a map locating 

village schools in Seoul, and tourists can 

travel along the schools with Seoul as the 

center. Following the map, tourists can 

explore book themed Seoul. The bookmark 

is the figuration of walking legs and gives a 

sense of walking on a book. 

“Seoullo7017漫威游戏”不只是单纯的游戏，

本游戏在首尔路的基础上通过有趣的游戏

介绍首尔路的历史和设施，使人们更容易

得到有关的说明和信息。

“随书随字书签”是一个介绍首尔学堂的地

图。随着地图可以以书为主题的首尔，书

签像走路的腿，给人一种走在书中的感觉。

Seoullo7017 마블게임

서울을 걷다 책 따라 글 따라 
책갈피

Seoullo7017 Marble Game

Walking in Seoul Along Books 
and Along Writings Bookmark 

Seoullo7017漫威游戏

走在首尔，随书随字书签

김수연

Kim su yeon

010-2455-0926

 suyeono_o@hanmail.net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5,000원(WON)

페르소나프로젝트

Persona Project

010-6276-7241

이메일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9,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인 나전 칠 기법을 서울로

7017에 적용시킨 제품이다.

This ruler is a product in a style of Korean 

traditional crafts, Na - Jeon - Chil – Ki.

韩国传统工艺的螺钿漆工技法结合首尔路

7017的商品。

전통매듭팔찌 DIY 키트

Seoullo7017 나전 자

Traditional Knot Bracelet 
DIY Kit

Seoullo7017 Inlaid Mother of 
Pearl Ruler

传统打结手链DIY套餐

Seoullo7017螺钿

또봄공작소

Ddobom Studio

010-2393-1390, 010-4476-2223

pommelee@hanmail.net

MATERIALS

실크 인견

Silk, Artificial Silk

丝绸

PRICE

8,000원(WON)

두레공예

dooreart

02-797-5730

dooreart@hanmail.net

MATERIALS

천연자개, 아크릴

Natural Mother of Pearl, Acrylic

天然螺钿，丙烯

PRICE

60,000원(WON)

한국의 전통매듭 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

한 전통매듭팔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키트이다. 서울로의 상징을 더하기 위해 서울로

의 로고가 들어간 참을 달아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표면부에 난이도와 디자인, 사이즈, 컬러

를 표시하여 고를 수 있게 하여 초심자도 쉽고 예

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With this DIY kit, traditional knot bracelets 

with tinged modern design can be made 

up learning Korean traditional knotting. To 

symbolize Seoullo, a charm with logo of 

Seoullo is added. As levels, designs, sizes and 

colors marked on the exterior, the novices 

also can choose and make pretty bracelets 

without difficulty.

这是自己可以制作韩国传统打结方式加上

现代设计的传统打结手链DIY套餐。为了强

调首尔路的象征，增加了首尔路标志的挂

坠。制作人可以参考图案和视频去制作手

链。套餐外壳上标记了难度，设计，大小，

颜色，使人们方便挑选，初学者也可以简

单制作手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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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서울로 수저받침 '목금토'는 전통공예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해석한 칠기, 황동, 백자 제품이다. 자

연의 재료를 드러내기 위하여 형태는 모던하게 

제작되었고 패키지에는 동양의 오행사상과 서울

의 사계절이 표현되어 있다.

서울로7017의 모티브로 걷기라는 개념을 캐릭터

화한 로로와 페페라는 쌍둥이를 창작하였고, 발 

또는 부츠 모양을 가진 가상의 동물 캐릭터이다.

The spoon coasters made of lacquered wood, 

brass and ceramic with modern design are 

reinterpreted works of Korean traditional 

crafts. To emphasis natural materials, all of 

series are manufactured as modernistic as 

possible and on the package, four seasons of 

Seoul and the doctrine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are represented.

The notion of Seoullo’s motive, walking, is 

characterized into twins called Lolo and 

Pepe. They are imaginary animals in shapes 

of a foot and a boot.

首尔路勺筷托“木金土”是通过现代设计

重新解释传统工艺的漆器，黄铜，白瓷商

品。为了体现自然之美，商品设计增加了

现代感，套装表现了东方的五行思想和首

尔的四季。

本商品根据首尔路7017创造了走路感念的双

胞胎卡通形象─LOLO和PEPE，这些卡通

形象是假设的动物，他们体现脚，靴子等

模样。

서울로 수저받침 목, 금, 토

서울로 캐릭터 로로와 페페
봉제인형

Seoullo Spoon Coasters 
Mok, Geum, To

Plush Toy of Seoullo 
Characters, Lolo and Pepe

首尔路勺筷架木，金，土

首尔路卡通形象LOLO和PEPE
缝制娃娃

펜지데이지

Pansydaisy Corporation

02-334-6967

marketing@pansydaisy.com

MATERIALS

극세사

Superfine fibers

超细纤维

PRICE

20,000원(WON)

고요컴퍼니(최유진)

GOYO COMPANY(CHOI YU JIN)

010-8522-0270

xbirdx@naver.com

MATERIALS

나무(옻칠), 황동, 도자기

Lacquered Wood, Brass, Ceramic

木材(漆),	黄铜,	陶瓷

PRICE

28,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별이 빛나는 서울로의 야경이 정교하게 부조로 

조각된 도자기 캔들 홀더이다. 티라이트를 켰을 

때 환상적인 서울로의 전경이 아름답게 빛이 난

다.

서울로7017 캐릭터 ‘서로’와 ‘우리’를 개발하여, <

우리 서로>라는 타이틀로 상품을 제작하였다. <

우리 서로> 컬러링 엽서, <우리 서로> 파우치, <

우리 서로> 뱃지로 구성된 세트 상품이다.

This is a ceramic candle holder with exquisite 

relief sculpture of nightscape of Seoul. When 

the tea light is on, the entrancing scenery of 

Seoul shines.

The characters of Seoullo7017: Seolo(each 

other) and Wuri(We) are created and the 

products were produced under the name of 

Wuri Seolo. The set is composed of coloring 

postcards, a pouch and badges.

这是把星光灿烂的首尔路夜景做成陶瓷的

蜡烛架子。点燃蜡烛可以看到梦幻般灿烂

的首尔路全景。

本商品开发了首尔路7017的卡通形象‘互

相’和‘我们’，商品主题为《我们互

相》。《我们互相》套餐包括明信片，化

妆包和徽章。

별이 빛나는 서울로

우리서로 세트

Starry Seoullo

Wuri Seolo
(We, Each Other) Set 

星光灿烂的首尔路

我们互相套餐

하우스오브세라믹 (박선영)

House of ceramic

010-5797-7238

alravu@naver.com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9,000원(WON)

송혁

Song Hyeok

010-4464-6201

songkingko@gmail.com

MATERIALS

종이, 금속, 폴리

Paper, Metal, Poly

纸，金属，涤纶

PRICE

10,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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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S.H Mug는 머그컵 손잡이를 스마트폰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디자인 제품이다. 현대인의 필

수생활 문화가 된 스마트폰과 커피를 연결해주는 

생활 아이템으로, 미관상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테

리어 소품 역할도 하며 데스크 위에 놓고 차를 마

시고 스마트폰을 볼 때 유용하게 쓰여 질 기념품

으로 항상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은은하고 프레쉬한 향기의 종이 방향제로 탈취와 

힐링 효과가 있다.  가볍고 부피가 적으며 남녀노

소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

다. 또 자동차, 옷장, 신발장, 욕실, 지갑, 가방이나 

운동화 안 등 여러 곳에 사용 가능하여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이다.                                         

The handle of S.H Mug is designed to 

be used as a smart phone cradle. For 

contemporary people, it connects two of 

daily essential living items, coffee and smart 

phones. Aesthetically, it is a unique interior 

prop, and also a friend like souvenir which is 

very handy for tea time as it can be used as 

a mug and smart phones cradle on the table.

This air freshener has a scent of delicate and 

fresh and also it has an effect of deodorizing 

and healing. It is super light and small sized 

goods and presents for people of all ages. It 

is a very practical good which can be used as 

an interior prop in the car, closet, shoe rack, 

bathroom, wallet, bag, shoe and more places 

to be listed.

S.H	 Mug是一个水杯，它的把手可用为智

能手机支架。智能手机已经成为现代人生

活的一部分，本商品把手机和咖啡连接在一

起，不但外观漂亮，而且有装饰效果。放

在桌子上面一边喝茶一边看手机时非常方

便，本商品将会成为生活中的朋友。

本商品是一个具有淡淡的新鲜香味的纸制

芳香片,	有除臭,	疗养效果。商品又小又

轻，男女老少都方便购买送人。本商品可

用在车，衣柜，鞋柜，浴室，包，鞋等，

作为装饰物也很合适。

서울로7017 스마트폰 홀더 머그컵

서울로 함께 걷자 종이방향제

Seoullo 7017 Smartphone 
Cradle Mug

Let’s Walk with Seoullo Air 
Freshener Paper

首尔路7017智能手机支架水杯

和首尔路一起走路纸制芳香片

실버피쉬(유효상)

Silverfish(Hyo-Sang, Yu)

010-6292-4717

ppyame@naver.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10,000원(WON)

마이어스

MAIUS

0507-1454-5667

이메일

MATERIALS

친환경 종이

Eco-friendly Paper

环保纸

PRICE

9,5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이 제품은 인테리어 무드등으로 다양한 프리저브

드 플라워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항상 느

낄수 있다. 

한국의 전통매듭기법을 활용한 전통매듭에 도자

기를 달아 가방에 단 노리개 같은 느낌을 주는 가

방고리로, 심플한 가방이나 의상에 간편하게 달

아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전통매듭작가와 도자기 

핸드페인팅 작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제품은, 

한국 전통 노리개를 모티프로 하여 작업하였다. 

도자기의 앞면에는 서울로를 걷는 버선신은 아이

의 발걸음을 표현하였고, 뒷면에는 서울로의 로

고를 두어 양면으로 서울로의 상징을 더하였다. 

This is an interior mood light decorated with 

various preserved flowers giving beauty of 

nature all the time.

The ring is made in a Korean traditional 

knotting way and to a knotted ring, a 

ceramic is attached. It gives a sense of 

Norigae, a Korean ornament and it stands 

out with simple bags and clothing. This 

product’s motive is Norigae and created 

by a cooperation of Korean traditional knot 

artist and hand painting artist. The heads of 

ceramic has a drawing of a step of child with 

Beoseon, Korean socks, and on the tails, the 

logo of Seoullo stressing its symbol is carved.  

本产品是室内装饰小夜灯，丰富的保鲜花

使人们随时感受美丽的自然。

这是韩国传统打结技法加上陶瓷的包环，

可以用在简单的包或衣服。本商品通过传

统打结作家和陶瓷手绘画作家的合作诞生，

主题是韩国传统的饰物。陶瓷的正面变现

了走在首尔路的孩子的脚步，后面表现了首

尔路的标牌，正反面同时增加了首尔路的

象征。

플로팅 가든 램프

서울로 사뿐사뿐 가방고리

Floating Garden Light

Seoullo Ring for Bags

漂浮庭园灯

首尔路轻轻包环

우드락공작소(유은정)

Woodrock Workshop(Yoo EunJeong)

02-2663-7020

anidream76@naver.com

MATERIALS

나무

Wood

木材

PRICE

30,000원(WON)

또봄공작소(윤선미, 이영교)

Ddobom Studio(Yoon Sunmi, Lee Youngkyo)

010-2393-1390, 010-4476-2223

pommelee@hanmail.net

MATERIALS

도자기 인견

Ceramic, Rayon

陶瓷，人造丝

PRICE

35,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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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고급스러운 나무에 서울 랜드마크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은 이어폰 홀더이다.

서울로7017을 포함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

역을 선정, 구성하였다. 서울의 미니맵을 통해 서

울 상징물인 서울로7017과 서울역의 위치 및 주

변의 관광지가 어디인지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으

며, 미니맵의 번호를 따라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This is an earphone holder with pictures of 

Seoul landmarks on luxurious wood. 

Including Seoullo7017, Seoul’s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s are selected and listed. 

On the mini map, locations of the symbols of 

Seoul, Seoullo7017 and Seoul Station, can be 

recognized at a look and tourists can relish 

travel along the numbers on the mini map.

这是一个耳机支架，在高级木头上收藏了

美丽的首尔地标。

本商品收藏了首尔路7017以及代表首尔的

旅游地点。通过首尔的迷你地图可以一眼

看懂首尔路7017，首尔站，还有周围的旅游

地，并且可以随着地图上的序号享受旅游。

서울 이어폰 홀더

서울로7017 라인북

Seoul Earphone Holder

Seoullo7017 Line Book

首尔耳机支架

首尔路7017路线小册

차스워스하우스

 Chatsworth House

1544-9386

 chatsworth_h@naver.com

MATERIALS

나무

Wood

木材

PRICE

5,000원(WON)

뺨이스튜디오

PPYAME Studio

070 8227 0313

ppyame_k@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9,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2018년도 서울11길 컬러링 캘린더와 엽서는 이

번에 새롭게 재탄생한 서울로7017을 대표로 서

울의 개성이 담긴 길 11곳을 사진이 아닌 스케치

의 형태로 소개한다. 그 스케치에는 캘린더의 주

제인 서울11길만 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그 

주변 풍경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색을 

입힐 수 있도록 비워져 있다.

에코백에 서울로를 방문한 캐릭터 브로치를 추가

하여 꾸밀 수 있는 제품이다. 기본으로 에코백 하

나와 브로치 하나가 세트이고, 추가로 캐릭터 브

로치를 구매하여 에코백에 달면 서울로를 방문했

던 자신만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꾸밀 수 있

으며, 주제가 다른 4종의 키트가 있다.

As a representative of reborn Seoullo7017, 

these No.11 Seoul Street coloring calendar 

and postcard introduce 11 characteristics 

sites in Seoul not with photos, but with 

sketches. Only the topic of No.11 Seoul 

Street has colored in grey and tourists can 

color the rests of postcard in their own way. 

On the ecobag, other brooches of characters 

can be put additionally. Althought the set is 

consisted of one ecobang and one brooch, 

additional brooches will make abundant 

memories and stories of own on Seoullo. 

There are four different themed kits.

2018年首尔11路日历和明信片作为新首尔路

7017的代表，通过素描的方式介绍了具有首

尔个性的11条路。在这些素描中，只有首尔

11路是深灰色，周围的风景可以根据自己的

个性涂上颜色。

本商品由一个基本环保购物袋和一个徽章

构成，可以根据自己的喜好购买其他徽章

装饰购物袋。通过这种方式可以让自己访

问首尔路的故事更加丰富。商品共有4种套

餐。

2018년 서울로 컬러링 스케치 
달력, 엽서

서울로 다리다리 에코백 키트

2018 Seoullo Coloring Sketch 
Calendar and Postcard

Seoullo Brigdge Bridge 
Ecobag Kit

2018年首尔路彩色素描日历，
明信片

首尔路桥桥环保购物袋套餐

이철규

Lee chul kyu

010-4192-5776 cklee375@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2,900~14,900원(WON)

곽예진, 김가희

YE JIN KWAK, GA HEE KIM

010.9857.5040 / 010.8543.8397 

yejin_gh@naver.com,

hiyacintha@naver.com 

MATERIALS

(에코백)면, (브로치)아크릴, 금속

(Ecobag)Cotton, (Brooch)Acrylic, Metal

(环保购物袋)棉材,	腈纶(胸针),	金属

PRICE

9,5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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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서울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맛집을 따라 여행하는 

‘맛 따라 멋 따라 옻칠 젓가락’은 서울맛집지도와 

함께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맛 따라 멋 따라는 전통기법 ‘옻칠’을 이용한 젓가

락으로 전통의 멋이 특징이며 방수,방충,방향의 

효과로 기능 역시 뛰어나다.

자수로 표현한 섬유공예 상품으로 손목이나 발목

에 두르는 악세사리, 책갈피로 사용 가능한 관광

기념품이다.

The chopsticks come with the lists of 

gourmet restaurants in Seoul and tourists 

can travel along the preferred restaurants.

The lacquered chopsticks have a beauty of 

traditional lacquering and it has remarkable 

effects of waterproof, mothproof and smell 

proof.

It is an embroidery souvenir which can be 

used as accessory such as a bracelet and 

an ankle bracelet. Also it can be used as a 

bookmark.

“随味道随风味上漆筷子”还包括随着首尔

路中心旅游首尔美食店的首尔美食店地图。

本商品利用了传统的“上漆”筷子，具有

防水，防虫，芳香功能。

这是通过刺绣表现的纤维工业商品，可以

用在手腕和脚腕，或用为书签。

서울을 걷다 맛따라 멋따라 
옻칠 젓가락

서울로 책갈피 / 자수팔찌

Walking in Seoul, Along the 
Food and Fashion, Lacquered 
Chopsticks

Seoullo Bookmark / 
Embroidery Bracelets

走在首尔随味道随风味上漆筷子

首尔路书签 / 刺绣手链

페르소나프로젝트

Persona Project

010 6276 7241

personaproject17@gmail.com

MATERIALS

원목, 옻칠

Hardwood, Lacquering

原木, 漆

PRICE

18,000원(WON)

온프로젝트

onproject

010 2012 6404

joongja9@naver.com

MATERIALS

섬유

Textile

纤维

PRICE

10,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숨겨져 있는 서울로의 아름다움을 자개빛으로 표

현하여 자개 위에 스크래치(scratch)기법을 활용

한 제품이다.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컵홀더로 스마트 폰, 가방 

등 소지품과 커피, 음료를 함께 들 수 있어서 걸

을 때 편리함을 제공하고. 걷고 싶은 길 서울로를 

관광하며 기념품으로 저렴하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이다.

Hidden beauty of Seoullo is expressed 

with lights of mother-of-pearl. The scratch 

technique is used.

Convenient cup holder with a handle can 

carry smart phone, bags, belongings, coffee 

and drinks together. At a low price without 

second thoughts, it can be purchased while 

walking on the most desirable road for 

walking, Seoullo.

本商品通过贝壳光表现了隐藏的首尔路之

美，是一个背壳上利用刮画技法的商品。

这是一个有把手的一次性杯子支架，和手

机，包等物品一起拿的时候非常方便。由

于价格便宜，可以当作首尔路纪念品购买。

나전시크릿카드 (시크릿 브릿지)

소지품과 함께 들고 걸을 수 있는 
Takeout용 일회용 컵홀더

Mother of Pearl Secret Card 
(Secrete Bridge)

Convenient Disposable Cup 
Holder with a Handle While 
Walking

螺钿秘密卡片 (秘密桥)

走路时方便拿的把手式一次性杯
子支架

(주)성협공예

(주)SungHyup Craft

02 2265 0781

kji3285@chol.com

MATERIALS

천연자개

Mother of Pearl

天然贝壳

PRICE

10,000원(WON)

디자인팡

Designpang 

070 8161 8143

paihoo@hanmail.net

MATERIALS

재생종이

Recycled Paper

再生纸

PRICE

2,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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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두들 서울로 7017’는 ‘썼다 지웠다 낙서하며 즐기

는 놀이카드’ 이다. 보드마카로 자유롭게 낙서하

며 서울로에 대해 알아갈수 있으며, 서울로를 산

책하고 서울로 시설들을 이용하며 두들카드를 즐

길 수 있다.

카드 앞면에는 서울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미

션이 있고, 카드 뒷면을 보면 앞면에 있는 미션카

드를 수행할 수 있는 스팟이 표시되어 있다.

스케치 필름에 인쇄된 부분을 긁어내면 투명한PP

필름이 노출되며, LED조명 액자에 끼워 넣으면 

긁어낸 부분에서 빛이 세어 나오는 인테리어 조

명으로, 같이 들어있는 메시지 스케치 판을 사용

하여 나만의 메시지 액자조명도 만들 수 있다.

Doodle Seoullo is a reusable doodling game 

cards by writing down and wiping off. With 

the white-board marker, you can freely 

scribble, walk, use facilities and get to know 

about Seoullo. In the front of cards, there 

are mission you can do on Seoullo and on 

the back, there is a spot you can do the 

mission.

S c ra t c h i n g  t h e  o n  t h e  s k e t c h  f i l m , 

transparent PP films get exposure. Putting 

it in the LED light frame, it becomes the 

interior lightning with the lights coming from 

the scratched parts. With the contained 

message sketch panel, a frame lightning with 

messages is also possible to be made.

“首尔7017卡片”是可以边写边擦的玩具卡

片。通过用白板笔乱写的过程可以认识首

尔路，散步首尔路的过程中也同样玩卡片。

卡片的正面提供了在首尔路进行的丰富的

任务，反面表示了进行任务的地点。

刮下本商品的表面就出现了透明的PP膜，

因此，放在LED照明框架里就从挂开的部分

流出了光线，完成了一个美丽的装饰照明。

利用另外一张信息素描板还可以做自己的

框架照明。

두들 서울로 7017

스케치라이트 스탠드 조명 

Doodle Seoullo 7017

Sketch Light Stand

首尔路7017

素描灯立式照明

짐볼리쉬

Gymballlish

010-4721-0519

 hesu519@naver.com, haru-s@hanmail.net

MATERIALS

종이, 보드마카

Paper, White-board Marker 

纸，白板笔

PRICE

10,000원(WON)

감성

KAMSUNG

031 542 9051

artinbay@naver.com

MATERIALS

스크레치 PP필름, 아크릴판, LED액자패널

Scratch Polypropylene Film, Acrylic Panel, 

LED Picture Frame

刮伤的PP胶卷,丙烯树脂板,LED相框面板

PRICE

57,000~60,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폐고가의 형태를 거목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탁

상의 조명등으로 디자인하여 ‘서울로’ 로고를 배

치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였다.

서울블로는 서울로를 방에 둘 수 있도록 축소시킨 

블록형 장난감이다. 사용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 서울로를 재구성해 볼 수 있어 재미있고 더 

나아가 질리지 않는 기념품으로. 여섯 가지 형태

의 고가 도로 모듈과 주변 건축물이자 서울을 상

징하는 남대문 모형, 문화역서울284 모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

Derelict elevated highway is shaped in a big 

tree and a function of lightning is added. It is 

designed to be a lighting souvenir for a table 

with “Seoullo” logo on it.

Seoul Blocks is a demagnetized Seoullo toy 

block. With creativity and imaginary, Seoullo 

can be restructured and also six elevated 

highway modules, Namdaemun and Culture 

Station Seoul 284, the symbols of Seoul are 

comprised.

本商品是把废高架形状表现为大树的台式

照明灯，加上“首尔路”标志成为了一个

优秀的观光纪念品。

首尔积木是缩小首尔路的积木玩具，本商

品可以通过使用者的创意和想象力重新打

造首尔路。其中包括了六种高架模型以及

象征首尔的南大门，文化站首尔28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서울 블로 (책상위의 서울로)

The Giving Tree

Seoul Blocks 
(Seoullo on the Desk)

毫不吝啬给予的树

首尔积木 (桌上的首尔路)

단청닷컴

dancheong.com

02 2645 4805

http://cafe.daum.net/danchoung

MATERIALS

아크릴/자작나무/LED

Acrylic, White Birch, LED 

腈纶/白桦/LED

PRICE

50,000원(WON)

박한서

PARK HAN SEO

010-9331-7349

neakure@naver.com

MATERIALS

MDF

MDF

MDF

PRICE

18,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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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작은 다육식물을 기를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미니화분이다.

'서울로를 걷는 사람'을 귀여운 모습으로 형상화

한 화분으로, 심심한 공간에 즐거움을 주는 제품

이다. 상품은 화병 + 다육식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능성 상토 ‘리치쏘일’을 사용하여 배수구멍이 

없어도 뿌리가 썩지 않는다.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친환경 생산시스템인 DTP(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였다. 길게 

접어 목에 두르거나 가방에 두를 수 있게 하였고, 

머리에도 묶을 수 있게 큰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The flowerpot is a plastic that can raise a 

small succulent plant and it is personified 

sweetly into ‘a person walking on Seoullo’ 

and it gives a joy to an empty space. The 

product is consisted of a flowerpot and a 

succulent plant. The roots of plants never 

get rotten without drywell with functional 

bed soil called ‘rich soil’.

It used a light, soft and harmless material 

and used eco-friendly production system, 

DTP or Digital Textile Printing method. The 

handkerchief is produced in a big size; it can 

be also used as a scarf, an accessory for a 

bag and a hair band.

这是把“走在首尔路的人”形象化为花盆

的商品，放在无聊的空间即可成为小小的

乐趣。商品由花瓶和多肉植物构成。由于

利用了功能性吐“肥土”，即使没有排水

孔也不会腐烂。

本商品利用了又轻又柔的素材，对皮肤没

有任何刺激，同时采用了绿色生产系统DTP

（Degital	 Textile	 Printing）。叠长形可以围

在脖子或包上，同时也可以用在头上。

걷자, 같이 걷자

서울로 다믄 손수건

Let’s Walk, Let’s Walk Together

Seoullo Handkerchief

走吧，一起走

首尔路手帕

장예지

Jang, YeJi

031-912-1291

pingjang@naver.com

MATERIALS

플라스틱

Plastic 

塑料

PRICE

걷자 28,000원(WON)

같이걷자 36,000원(WON)

또봄공작소

Ddobom Studio

010-2393-1390, 010-4476-2223

pommelee@hanmail.net

MATERIALS

아사 60수

Linen 60 Lea

亚麻棉60支纱

PRICE

9,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인 나전 칠 기법을 서울로

7017에 적용시킨 제품이다.

서울로의 다양한 모습을 손그림 일러스트로 작업

하여 컬러링 할 수 있는 엽서세트로 제작하였다. 

서울의 곳곳의 명소들을 클로즈업 하여 다양한 시

민들의 모습과 표정들을 사랑스럽게 담아 보았다. 

7017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여, 17장의 특별한 

일러스트 컷들을 모아 세트로 구성하였다.

It is a product in a style of Korean traditional 

crafts, Na - Jeon - Chil – Ki.on Seoullo7017.

This is a set of 17 postcards with special 

hand-drawing illustrations of closed up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that you can 

color in. Related to keyword of 7017, there 

are 17 postcards and they have varied lovely 

images and emotions of citizens. 

这是结合韩国传统工艺螺钿漆技法和首尔

路7017的商品。

本商品是可以通过丰富的手工画插图涂颜

色的明信片套餐，其中包括了首尔市民的

丰富表情。根据7017这一关键词，本商品由

17张特别的插图构成。

Seoullo 7017 큐브

서울로 컬러링 스케치 엽서

Seoullo7017 Cube

Seoullo Coloring Sketch 
Postcards

Seoullo 7017魔方

首尔路彩色素描明信片

두레공예

dooreart

02-797-5730

dooreart@hanmail.net

MATERIALS

천연자개, 플라스틱, 스프링, 나사

Acrylic, White Birch, LED 

天然贝壳,	塑料,	螺丝,	弹簧

PRICE

60,000원(WON)

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hanmail.net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5,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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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컵 손잡이의 상하부에 손가락을 넣을수 있게 만

들어진 머그컵으로  손가락을 넣고 팔을 뻣은 상

태로 들 수 있으며, 손잡이를 이용하여 세로로 걸

어서 거치나 건조가 가능한 기능성 머그컵이다.

함의 형태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뚜껑에 서울로7017의 형상으로 서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Upper and lowers part of mug handles, 

fingers can be put in and the mug can be 

hold with stretching an arm with fingers in. 

Also it is a functional mug that can be dried 

by hanging vertically using the handle.

It is a box which can collect and save 

memories. The lead of box is manufactured 

in a shape of Seoullo7017 to remind Seoul.

本杯子商品的把手上下部可以放进手指，

因此可以伸展手臂拿杯子，使用起来非常

方便。同时可以利用把手竖着存放或晒干。

盒子里可以存放美好的回忆，通过盖子上

的首尔路7017可以再次回念首尔。

걸으며 들기 편안한 서울로 형태의 
손잡이가 있는 머그컵

서울로7017 추억담기 구리함

Easy Holding Mug with 
Conveient Handle in Seoullo 
Shape While Walking

Seoullo7017 Memory
Copper Box

走路时携带方便的把手式水杯

首尔路7017蕴藏回忆的铜盒子

디자인팡

Designpang

070-8161-8143

paihoo@hanmail.net

MATERIALS

도자기

Cermaic 

陶瓷	

PRICE

25,000원(WON)

에그 (박용진,곽은경)

EGG

010-8652-7122

egg1102@gmail.com

MATERIALS

적동

red copper

红铜

PRICE

55,000~66,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서울로7017과 뺨이스튜디오의 캐릭터의 만남으

로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귀엽고 컬러풀한 악세

사리이다. 스카프 재질의 패턴천은 분리가 가능해 

열쇠고리 외의 다양한 용도에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넘기면서 12

페이지에 담긴 서울로 이야기를 탁상 위에서 접

할수 있으며, 서울역고가도로에 시간에 따른 변

화모습이 투명종이 위에 담겨저 마치 동화책처럼 

오버랩이 된다. 서울로 이야기 달력은 서울로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따른 이야기를 재미있고 효

과적으로 접할수 있다.

It is a cute and colorful accessory with 

a pattern created from an encounter of 

Seoullo7017 and Ppyame Studio’s characters. 

Pattern fabric for scarves can be separated, 

and it can be used for key rings and other 

multiple purposes.

From January to December, Seoul stories 

on 12pages can be encountered and the 

changing profile of elevated highway located 

around Seoul Station on transparent paper 

overlaps as if a fairy tale books. With this 

calendar, Seoullo in chronological sequence 

can be experienced in an effective and 

entertaining way.

这是结合首尔路7017和뺨이스튜디오卡通形

象的多彩的装饰物。围巾素材的布料可以

分开用在钥匙链或其它地方。

这是一个蕴藏首尔路故事的台上日历，透

明纸上有故事般的随着时间变化的首尔站

高架道路。使用者可以通过首尔路故事日

历有效地了解随着时间变化的有趣故事。

서울로7017 네임택

서울 이야기 달력

Seoullo 7017 Name Tag

Calendar with Seoul Story

首尔路7017名签牌

首尔故事日历

뺨이스튜디오

PPYAME Studio

070 8227 0313

ppyame@naver.com

MATERIALS

폴리원단, 아크릴

Poly Cotton, Acrylic

腈纶面料,	涤纶	

PRICE

90,000원(WON)

임선정, 김도희

IM SEON JEONG, KIM DOHUI

010-9953-6983 / 010-6866-5720 

yehseonjeong5@gmail.com

MATERIALS

종이(실키카펫지), 와이어

Paper(Silky Carpet Paper), Wire

纸(柔软地毯纸),	钢丝托

PRICE

15,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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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양은도시락, 보자기

Yang-eun Dosirak 

(Nickel Silver Lunch Box), 

Bojagi 

(Traditional Korean 

Wrapping Cloth)

白铜餐盒，包袱

PRICE

15,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알루미늄 재질의 컵받침을 만들었다. 서울로 그

래픽을 윗면에 넣었고, 밑면에는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카본 패브릭을 붙여 마찰력을 높였다.

서울로와 구조가 닮은 기능성 손잡이에 남자를 상

징하는 Y를 형상화한 제품이다.

The coaster is produced with aluminum. 

Seoullo graphic is carved on the top and 

on the bottom, carbon fabric, which is 

the mostly used for cars, is attached for 

frictional force.

The mug has a handle in the shape of 

structure of Seoullo and also it has a shape 

of Y, a symbol of male chromosome.

这是铝材质的杯子垫，上面有首尔路图像，

下面有用在汽车的碳纤维织物提高了摩擦

力。

本商品的功能性把手像首尔路的结构，再

加上了象征男性的Y。

서울로 모양 컵받침

서울로 구조를 한 손잡이가 달린 
커플 머그컵

Seoullo Shaped Coaster

Couple Mugs with Seoullo 
Structured Handle

首尔路杯子垫

首尔路结构的把手式情侣杯

김경은, 홍태화

Kim Kyungeun, Hong Taehwa

010-2862-5602, 010-4053-4311

onyou501@naver.com

MATERIALS

알루미늄, 카본 패브릭

Aluminum, Carbon Fabric 

铝,	碳材料布	

PRICE

10,000원(WON)

디자인팡

Designpang 

070-8161-8143

paihoo@hanmail.net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25,000원(WON)

Seoullo7017 아이디어상 Honourable Mention 创意奖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이다. 

한쪽 면은 플렉스, 다른 한쪽 면은 광목으로 만들

어져 양쪽 면 모두 마우스패드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로는 1970년 찻길에서 2017년 사람길로 재

탄생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70년대를 상징할 수 

있는 양은도시락에 서울로의 색을 입혀 제작하였

다. 또한 서울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휴

식처이면서, 주변에 관광명소들이 많은 만큼 나들

이하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나들이를 갈 때 도시

락이 빠질 수 없는 만큼 70년대를 추억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양은도시락으로 서울로 도시락

을 제작했다. 서울로의 로고와 고가도로에 핀 다

양한 꽃을 도시락에 얹어 디자인하였으며, 보자

기로 포장해 한국적인 멋까지 더했다.

This mouse pad is for the occasion of using 

computers. One side is made with flax, one 

the other side it’s made with cotton cloth. 

Both sides can be used as mouse pads.

Seou l l o  i s  r eb i r th  o f  a  d r i veway  in 

1970s. To celebrate the revival, a Yang-

en Dosirak, a symbol of 1970s of Korea, 

colored in Seoullo’s representative colors 

is manufactured. As Seoullo is a great 

place for a picnic and resting with tourist 

attractions around, the lunch box is chosen 

to be produced for the time on Seoullo and 

to remember 1970s. This reusable lunch box 

is designed with Seoullo’s logo and various 

flowers bloomed along the road and the 

Bojagi used for the package adds Korean 

traditional charms to it.

这是一个鼠标垫，一面采用了Flex材质，另

一面采用了棉布，因此双面均可用为鼠标

垫。

1970年的首尔路是个车道，2017年全新变成

人行道。为了纪念新的首尔路，本商品给

象征70年代的白铜餐盒涂上了首尔路的颜

色。首尔路是代表首尔的休息场所，它的

周围有很多景点。出去玩的时候，盒饭是

必不可少的，这让人回忆70年代。白铜餐

盒是可以重复使用的，商品设计加上首尔

路的标志，高价上的花朵，还有包袱，增

加了韩国之美。

나뭇잎 마우스패드

서울로 70-17

Leaf Shaped Mouse Pad

Seoullo 70-17

树叶鼠标垫

首尔路70-17

송숙

SONG SUK

010-7466-2206

eunyin2@naver.com

MATERIALS

플렉스, 광목

Flax, Cotton Cloth

Flex材质,	棉布(白布)	

PRICE

6,000원(WON)

화동(정윤아, 이수현)

FLOWER CEREMONY

(Jeong Yunhwa, Lee Suhyeon)

010-9252-1968

garu84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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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金賞

서울에서 관광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고전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을 소개하는 자료를 팝업북 형

태로 5면에 나누어 담았다. 각 면의 중심 주제가 

올라오면 주변의 명소들도 함께 나타난다. 각 면

의 특징들은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제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귀국 이후 서울의 명

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Introduction profiles on Korean traditional 

and modernistic aspects of cultures which 

can experience in Seoul are conveyed into 

five pages in the Pop-up book. On every 

page, as the main theme pops up, other 

tourist attractions also appear and also 

characteristics of every page are mentioned 

in the book simply. This product guide with 

specific details on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for foreigners, and after leaving for home, it 

reminds the attractions in Seoul very vividly. 

本商品通过游击本的形式介绍了首尔的古

典文化以及现代文化。其内容共有五个方

面，每个方面的中心主题都伴随周边景点

和简单特征。本商品具体地介绍外国游客

想去的首尔景点，由此帮助他们记住首尔

的景点。

팝업 서울 Pop-up Seoul 游击首尔

㈜수브랜드

SOUVELAND

02-2285-3200

souveland@hanmail.net

MATERIALS

지류

paper

纸类

PRICE

29,000원(WON)

금상 GOLD PRIZE 金賞

버라이어티(VarieTEA) 서울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 7곳을 선정하여 각 명소와 어울리도록 개발

된 블렌딩 티를 담았다.  엽서형태로 제작되어 편

지를 적어 선물할 수 있는 디자인과, 국제미각시

상식인 iTQi에서 3 Golden Star를 수상한 마스터 

티 블렌더가 직접 블렌딩한 공간에 어울리는 블

렌딩 티는 서울을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

라는 마음을 담겨있다.

VarieTEA Seoul contains the blending teas 

from seven representative areas in Seoul and 

they are developed to be match with each 

attraction. It is designed to be as postcards 

and customers can write a letter and present. 

Blended teas are made at each different 

place by a tea blender master who has 

received 3 Golden Star from international 

superior taste awards, iTQi. The master 

hopes tourist to have good memories of 

Seoul with blended tea.

VarieTEA首尔选定了代表首尔的7个地区，

并开发了与景点结合的混喝茶。商品采用

了明信片设计，因此可以写信送人。在国

际味觉颁奖典礼iTQi获得3	Golden	 Star的

茶混合冠军亲自混合了适合首尔空间的茶，

以至于帮助人们有意思地记住首尔。

버라이어티 서울 VarieTEA Seoul VarieTEA首尔

몰로(박민정)

Simplist

070-4453-2055

bkwl16@naver.com

MATERIALS

블렌딩티, 종이

Blended Tea, Paper

混合茶，纸

PRICE

25,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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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 동상 BRONZE PRIZE 銅賞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 그중에서도 

역사와 문명의 중심에 있는 도시 서울 자석. 서울 

자석은 역사의 중심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에도 그 중심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서울 자석의 과거와 현재의 랜드마크

를 조사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

소를 중심으로 원소스를 선택하였으며, 총 19종

의 서울 자석 랜드마크를 선정하여 디아섹 공법

을 이용한 자석 제품을 개발하였다. 

Korea has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and 

Seoul city is the center of its history and 

culture. The magnets create various cultures 

in the center of past, present and future. 

The one source method seeking for the most 

beloved landmarks by foreign tourist in 

the past and presents is used. A total of 19 

magnets are selected using Diasec method. 

韩国具有半万年的历史，其中，首尔是历

史和文明的中心城市。首尔磁铁在历史的

中心创造过去，现在，还有未来的丰富的

韩国文化。首尔磁铁通过调查外国游客访

问量最高的场所，选定了共19种首尔磁铁

地标，利用Diasec工艺开发了磁铁商品。

월드프렌즈 랜드마크
서울 자석

World Friends Landmark Seoul 
Magnets

世界朋友地标首尔磁铁

㈜두버디

dobuddy

1522-5830

 admin@dobuddy.co.kr

MATERIALS

아크릴 마그넷

Acryl Magnet

ACRYL	MAGNET

PRICE

4,000￦

경복궁 그림 속 곳곳에 숨은 빈자리를 채워나가

며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형 기념품으로 귀

엽고 친근한 경복궁 스티커이다.

맵핑스티커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볍게 선물하

기에도 좋고, 기념품으로서 경복궁의 특색 중에서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한 요소를  4장에 담아 한국

적인 면을 강조했다.

Cute and friendly Gyeongbokgung Palace 

stickers are participator souvenirs that 

you can learn history from it by putting 

on stickers on hidden empty spaces on 

Gyeongbokgung pictures.

The  s t i cke r s  a re  good  p resents  fo r 

families and friends. As souvenirs, they 

have charming and colorful factors of 

Gyeongbokgung and they are in four pages 

emphasizing Korean styles.

这是可以一边填满景福宫图片一边学习历

史的体验性纪念片——景福宫贴画。这种

地图贴画可以送家人和朋友，作为纪念品，

通过四个种类强调了景福宫的可爱多彩因

素和韩国之美

경복궁 맵핑스티커 Gyeongbokgung Palace 
Mapping Stickers

景福宫地图贴画

매드맵

madmap

010-9138-7969

madmap.official@gmail.com

MATERIALS

아트지

Coated Paper

铜版纸

PRICE

2,000원(WON)

은상 SILVER PRIZE 銀賞

서울.건강.허니는 서울이 건강한 도시이며 서울에

서도 사람과 함께 꿀벌이 상생하며 건강하고 좋은 

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직관적이며 위트 있

게 풀어낸 국내산 벌꿀, 천연 식품이다. 서울에서 

양봉을 하는 벌쟁이 아버지와 그 가치를 키워나

가는 벌쟁이 아들이 서울 삼각산 일대에서 채밀

한 믿음직한 벌꿀이다. 기존의 꿀단지에서 벗어

나 소분 포장된 용기와 정돈된 패키지 디자인으

로 손쉽게 관광 상품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이다.

Seoul.Health.Honey is a Korean honey, a 

natural food which is produced in Seoul and 

it indicates intuitively with a wit that Seoul is 

a healthy city and it is environmental place 

where bees and people live along together 

well. The honey is cared by a beekeeper who 

is also known as a father of bees and his 

son on Mountain Samgaksan in Seoul. Unlike 

ordinary honey jars, the honey comes in 

small and well packed jars and it’s a perfect 

souvenir to be carried.

首尔.健康.蜂蜜是国产天然蜂蜜，本商品

直接，有趣地表现了人和蜜蜂共存在首尔，

从而得到好蜂蜜的意义。这是在首尔养蜂

的专家和他儿子在首尔三角山一带采取的

可信的蜂蜜。商品包装不留在原来的蜜坛

子，通过小类包装容器和干净的套装体现了

作为观光商品礼物的特点。

서울.건강.허니 A Seoul.Health.Honey A 首尔.健康.蜂蜜 A

옷이나 가방, 모자 등 패브릭 소품이나 원단 등에 

다림질로 간단하게 부착하여 포인트를 줄 수 있

는 열접착 패치. 소지품에 패치를 붙여서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더할 수 있다.

The patch series can be attached easily to 

fabric props such as clothing, bags, hats, 

and textiles by ironing heat-sealing patches. 

Attaching the patches onto belongings, it 

refreshes the image of Seoul.

这是可以在衣服，包，帽子等布质东西贴

的补贴，用熨斗即可贴上。在自己的东西

贴上补贴增加了首尔的形象。

서울 우표 
자수 패치시리즈

Seoul Stamps Embroidery Patch 
Series

首尔邮票刺绣补贴系列

꿀건달

GGul.Gun.Dal

02-914-8900 / 010-3705-0730

ggulgundal@naver.com

MATERIALS

국내산 벌꿀, 유리병, 나무스푼, 크라프트 박스, 선물엽서

Korean Honey, Glass Jar, Wooden Spoon, Craft Box, Gift Card

国产蜂蜜,	玻璃瓶,	木质勺子,	牛皮盒,	礼物明信片

PRICE

8,800원(WON) 보자기 2,500원(WON)(별도)

샌드캐슬클럽(박석현, 이예슬)

SANDCASTLE CLUB

(BAK SEOKHYEON, LEE YESLE)

010-3348-5858, 010-4210-4264 

sandcastleclub@naver.com

MATERIALS

패브릭

Fabric

布

PRICE

6,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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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서울은 조선왕조 건국과 국태민안의 염원이 깃

든 600년 역사의 성곽 도시이다. 서울 관광지도

는 이러한 역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서울

의 랜드마크 30경을 중심으로 청자, 백자 빛 고운 

색깔에 담아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관광 손수건 

Seoul is a walled city of 600-year-history 

with Joseon Dynasty’s establishment and 

whish for national prosperity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Seoul Tour Guide contains 

30 traditions and moderns harmonious 

landmarks of Seoul which goes along with 

this kind of history. It has colors of celadon, 

white porcelain’s sophisticated shape.

首尔是蕴藏朝鲜王朝建国和国泰民安祈愿

的600年历史城郭都城。首尔观光地图结合

了这些历史，传统，还有现代，以30个首

尔地标为中心，通过青瓷，白瓷的美丽色

感表现了时尚的造型美。

Seoul Tourist Handkerchief 首尔观光手帕

디아트(김영희)

D ART(Kim Young Hee)

02-977-7131

yh977@naver.com

MATERIALS

면 80수

Cotton with Thread Count 80

棉80支

PRICE

12,000원(WON)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머그컵을 이용하여, 서울

의 상징이 되는 관광명소를 일러스트로 그려 보

다 조형적 특징을 쉽고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그리다, 서울 머그잔

The attractions symbolizing Seoul are 

illustrated on the daily living product, mug, 

very simply with formative features.

本商品通过日常生活的水杯制作了象征首

尔的景点插图，简洁地表现了造型特征。

Drawing, Seoul Mug 画，首尔水杯

키미스아트 (김윤미)

KIMIS ART(KIM YUN MI)

010 5346 1147

kimijaak@gmail.com

MATERIALS

도자기, 종이

Ceramic, Paper

陶瓷，纸

PRICE

15,000원(WON)

동상 BRONZE PRIZE 銅賞

종이 소재로 구성되어있으며 풀,칼,가위 등 유해

도구없이 손으로 접고 끼워서 완성하는 제품이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취미 용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LED전구를 끼우면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다.

서울랜드마크 남산서울타워, 광화
문광장

천연원목 캄포나무로 제작된 수공예상품 고급도

마이다. 나무결의 자연미와 나무향이 좋으며, 세

균번식이 없는 향균작용이 매우_

뛰어난 도마이다. 인체에 무해한 오일로 정성스

럽게 마감한 상품이다.

캄포도마

It is made of papers and other additional 

stationeries such as glues, cutters, and 

scissors are not needed. Only with hands 

folding and fitting, it can be accomplished. 

The completed work can be used as interior 

props and also a hobby supplies. Adding the 

LED lamps, it creates beautiful atmosphere.

本商品由纸构成，制作过程不需要胶，刀，

剪刀等危险物品，用手叠，插即可完成。

同时可用为装饰品或爱好用品，插上LED灯

泡时带来更美的气氛。

Seoul Landmarks, Namsan 
Seoul Tower, Gwanghwamun 
Plaza

世界朋友地标首尔磁铁

It is a natural campo tree’s hardwood 

chopping board with good quality. The 

natural beauty of the wood grain and scent 

of wood is nice. Also, its anti-bacteria effect 

is remarkable and completed with harmless 

oil.

本商品是用坎波桑托原木制作的手工艺高

级菜板。木纹的自然美和木香很好，具有

优秀的抗菌效果。使用了对人体无害的油。

Campo Chopping Board 坎波桑托菜板

㈜비오비패키지스타일그룹

BOB PACKAGE STYLE GROUP CO.,LTD.

02 6309 7571

bob@bobdesign.co.kr

MATERIALS

종이, 플라스틱

Paper, Plastic

纸,	塑料

PRICE

11,000원(WON)

디자인뷰

Design-view

031-8058-3356

wltjs9771@naver.com

MATERIALS

캄포원목

Campo Hardwood

坎波桑托原木

PRICE

50,000 - 60,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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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애는 평면 작품을 입체작품으로 재탄생 시

킨 예술기법의 하나로 8장의 레이어를 정교한 레

이저 컷팅 방법을 활용하여 광화문과 남산서울타

워만의 고유의 특징을 살려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

다.

SEOUL SKYLINE BOOKMARK는 서울을 상징하

는 랜드 마크, 그 풍경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스카

이라인을 표현하는 북마크이다. _스테인레스 재

질의 견고함과 정밀한 가공으로 서울을 상징하

는 풍경을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

다.  기억 속에 담아간 서울의 이미지를 일상 속에

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광기념품이다.

This product used an art method of using 

eight layers of papers and created a pop-

up work. Using the delicate laser cutting, 

Gwanghuamun and Namsan Seoul Tower are 

created with their own special features.

The bookmark is in a shape of skyline 

which is made with landmark buildings. 

With Stainless material, it is very firm and 

precision operation made it simple and 

refined. It keeps the image of Seoul in daily 

life.

纸之爱是把平面作品重新转变为立体作品

的艺术技法之一。8张图层运用激光切法，

生动形象地表现了光化门和南山首尔塔的

特征

SEOUL	 SKYLINE	 BOOKMARK象征首尔地

标——空中轮廓的书签。坚固的不锈钢素

材结合精确的加工，简单又时尚地表现了

象征首尔的风景。本商品使人们在日常生

活中也可以记住首尔的景色。

페이퍼애 광화문 봄의 향기, 
N서울타워

서울 스카이라인 북마크

Love for Papers, the Scent of 
Gwanghuamun in Spring, 
N Seoul Tower

Seoul Skyline Bookmark

纸之爱光化门之春香，N首尔塔

Seoul Skyline Bookmark

크래프트웍스

craftworks

070-7776-3437

craftworks@naver.com

MATERIALS

STS

STS

STS

PRICE

1set 24,000원(WON)

담다디

DAMDAD

070-4757-0218

ohmy912@hotmail.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페이퍼애 : 9,000원(WON)

베이스 : 15,000원(WON)

             1SET 24000원(WON) 3SET 72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서울은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한 

도시이다. 본 제품은 조선시대의 궁궐을 바탕으

로 한 왕과 왕비, 왕자와 왕비, 신하, 수문장 등과 

같은 조선의 궁궐을 대표하는 캐릭터 29종을 원

소스로 선발하여 미니멀리즘 캐릭터로 개발하였

고, 디아섹을 이용한 자석을 개발하였다.

서울.건강.허니는 서울이 건강한 도시이며 서울에

서도 사람과 함께 꿀벌이 상생하며 건강하고 좋은 

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직관적이며 위트 있

게 풀어낸 국내산 벌꿀, 천연 식품이다. 서울에서 

양봉을 하는 벌쟁이 아버지와 그 가치를 키워나

가는 벌쟁이 아들이 서울 삼각산 일대에서 채밀

한 믿음직한 벌꿀이다. 기존의 꿀단지에서 벗어

나 소분 포장된 용기와 정돈된 패키지 디자인으

로 손쉽게 관광 상품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이다.

Seoul is the very important city with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of Korea. In 

Joseon Dynasty, Seoul was also the capital 

of its time and called as Hanyang. This 

product is produced based on Joseon 

Palace and has 29 newly created one source 

minimalism characters of king, queen, liege, 

chief gatekeeper etc. Diasec is used for 

developing the magnets.

Seoul.Health.Honey is a Korean honey, a 

natural food which is produced in Seoul and 

it indicates intuitively with a wit that Seoul is 

a healthy city and it is environmental place 

where bees and people live along together 

well. The honey is cared by a beekeeper who 

is also known as a father of bees and his 

son on Mountain Samgaksan in Seoul. Unlike 

ordinary honey jars, the honey comes in 

small and well packed jars and it’s a perfect 

souvenir to be carried. 

首尔在韩国历史具有重要的角色。本商品

以朝鲜时代的宫廷为背景，通过简约的卡

通形象表现了共29种王，王子，王妃，臣

下，守门将等代表朝鲜宫廷的形象，并开发

了利用Diasec工艺的磁铁商品。

首尔.健康.蜂蜜是国产天然蜂蜜，本商品

直接，有趣地表现了人和蜜蜂共存在首尔，

从而得到好蜂蜜的意义。这是在首尔养蜂

的专家和他儿子在首尔三角山一带采取的

可信的蜂蜜。商品包装不留在原来的蜜坛

子，通过小类包装容器和干净的套装体现了

作为观光商品礼物的特点。

월드프렌즈 조선 궁궐 캐릭터 자석

서울.건강.허니 B

World Friends Joseon Palace 
Character Magnets

Seoul.Health.Honey B

世界朋友朝鲜宫廷卡通形象磁铁

首尔.健康.蜂蜜B

꿀건달

GGul.Gun.Dal

02-914-8900, 010-3705-0730

ggulgundal@naver.com

MATERIALS

국내산 벌꿀, 유리병, 크라프트 박스

Korean Honey, Glass Jar, Craft Box 

国产蜂蜜,	玻璃瓶,	牛皮箱

PRICE

10,800원(WON)

㈜두버디

dobuddy

1522-5830

 admin@dobuddy.co.kr

MATERIALS

아크릴 자석

ACRYL MAGNET

ACRYL	MAGNET

PRICE

5,000원(WON)



46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47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서울 한류 명소 12곳의 지도를 아름다운 꽃과 줄

기로 표현한 퍼즐맵이다. 민화작가와 일러스트 작

가의 섬세한 작업으로 설렘과 낯섦, 아늑함과 그

리움이 담긴 골목들은 줄기로, 그 지역의 이야기

를 피고지는 꽃으로 그려내어 각 지역별로 독특한 

분위기와 특징을 담아내었다. 

Korean wave 12 attractions are made into 

puzzle map with beautiful flowers and stems. 

Folk painting artist and illustrator have 

made delicate work. Feeling of throbbing, 

unfamiliar, cozy and longing are expressed 

with stems and story of every regions have 

drawn with blooming and withering flowers 

and gave unique atmosphere and characters 

for each and every regions. 

这是把12个首尔韩流景点用美丽的花，支

表现的拼图地图。通过民画作家和插图作

家的细心工作，用支表现了陌生，动心，

安稳，怀念的胡同，用花表现了当地的故

事，使每个地区蕴藏独特的气氛和特征。

길위의 향기

서울.건강.허니 C

Scents on the Streets 路上的香味

에스에이치네스크

SHNESQUE

070-8805-3315

shnesque@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8,000원(WON)

Seoul.Health.Honey is a Korean honey, a 

natural food which is produced in Seoul and 

it indicates intuitively with a wit that Seoul is 

a healthy city and it is environmental place 

where bees and people live along together 

well. The honey is cared by a beekeeper who 

is also known as a father of bees and his 

son on Mountain Samgaksan in Seoul. Unlike 

ordinary honey jars, the honey comes in 

small and well packed jars and it’s a perfect 

souvenir to be carried.

首尔.健康.蜂蜜是国产天然蜂蜜，本商品

直接，有趣地表现了人和蜜蜂共存在首尔，

从而得到好蜂蜜的意义。这是在首尔养蜂

的专家和他儿子在首尔三角山一带采取的

可信的蜂蜜。商品包装不留在原来的蜜坛

子，通过小类包装容器和干净的套装体现了

作为观光商品礼物的特点。

Seoul.Health.Honey C 首尔.健康.蜂蜜 C

서울.건강.허니는 서울이 건강한 도시이며 서울에

서도 사람과 함께 꿀벌이 상생하며 건강하고 좋은 

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직관적이며 위트 있

게 풀어낸 국내산 벌꿀, 천연 식품이다. 서울에서 

양봉을 하는 벌쟁이 아버지와 그 가치를 키워나

가는 벌쟁이 아들이 서울 삼각산 일대에서 채밀

한 믿음직한 벌꿀이다. 기존의 꿀단지에서 벗어

나 소분 포장된 용기와 정돈된 패키지 디자인으

로 손쉽게 관광 상품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이다. 

꿀건달

GGul.Gun.Dal

02-914-8900, 010-3705-0730

ggulgundal@naver.com

MATERIALS

국내산 벌꿀, 유리병, 크라프트 박스

Korean Honey, Glass Jar, Craft Box 

国产蜂蜜,	玻璃瓶,	牛皮箱

PRICE

18,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광화문 편지꽃이는 금속소재를 레이저로 가공 후, 

광화문 이미지를 에칭작업한 상품이다.

서울의 대표이미지(서울타워,숭례문,한강,북촌)를 

투명의 크리스탈에 부착하고, 시계기능을 추가하

여  좀더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상품으로 인식되

고,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다.

After manufacturing metal via laser, the 

image of the 63 Building was etched on the 

product.

The representative images of Seoul (Seoul 

Tower,  Sungnyemun Gate,  Han River, 

Bukchoon) are attached to transparent 

crystal. Also it has a clock function. It is a 

luxurious and practical product which can be 

possessed for long.

本商品通过用激光加工金属素材的方式制

作了光化门信，名片夹。

本商品在透明水晶上面贴了代表首尔的图

片（首尔塔，崇礼门，汉江，北村），增

加表的功能，成为更高级更实用的商品，

并且可以收藏长时间。

광화문 편지, 명함꽂이

크리스탈 시계 (입상형)

Gwanghuamun Letter, 
Business Card Holder

Crystal Clock

光化门信，名片夹

水晶表

예함크리스탈

YAEHAM CRYSTAL

031-689-5860

yaeham@naver.com

MATERIALS

크리스탈

Crystal

水晶

PRICE

22,000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craftworks@naver.com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PRICE

25,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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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사계는 뚜껑이 있는 컵의 형태로 품위와 

실용성을 추구하였고 그 위에 수채화로 한양도성

의 아름다운 4계절을 표현하였다. 일상에서 서울

을 떠올리며 사용가능한 관광상품이다.

It is a ceramic cup with a lead and four 

seasons of Hanyang City is drawn. It can be 

used in daily use reminiscing Seoul.

汉阳都市之四季通过有盖的形态追求了品

味和实用性，并且用水彩画表现了美丽的

汉阳都市之四季。本商品可在日常生活中

纪念首尔。

한양 도성의 사계

궁 엽서 14종

Four Seasons of Hanyang City 汉阳都市之四季

최효정, 손소현

CHOI HYO JOUNG ,SOHN SO HYUN

02-3272-5388

ool9893@hanmail.net, sso7110@naver.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25,000원(WON) (1set 100,000원(WON))

Four Joseon Dynasty palaces and four gates 

are illustrated on 14 postcards.

Unlike standardized illustrations and oriental 

painting you can find easily at souvenir 

stores, it was illustrated differently. By 

adding calligraphy of Hanguel, the beauty 

of Korean stands out and it has more values 

over postcards.

这是绘画四大宫，四大门插图的14种明信

片。

本商品不停留在在纪念品店普遍能见到的

单一图片或固定东方画，而通过新的方式

绘画了韩国。采用美术字增加了韩文之美，

让明信片具有了更大的意义。

14 Palace Post Cards 宫明信片14种

작품설명 : 4대궁과 4대문 일러스트가 그려진 엽

서 14종이다.

기념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이미지

로써의 궁과 고착되어진 방식의 동양화를 벗어나 

색다르게 한국을 그렸다. 캘리그라피로 더해진 한

글의 아름다움은 이미 엽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

게 한다.

박은지

Park Eun Ji

-

nio9227@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원(WON) (1set 14,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한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에 서울의 대표적인 풍

경을 바라본 모습이 세밀하게 담겨있다. 수작업으

로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채색해 생동감 넘치도록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가격 부담이 적고, 작은 크

기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해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장식 

및 메모부착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의 랜드마크를 형상화한 디자인 반지이다.

순은 제품으로 팬던트와 반지의 링 부분에 자석

이 부착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하다.

These are small handful sized magnets with 

delicate images of Seoul’s representative 

sceneries. They are three dimensional 

magnets which are carved, painted and 

handcrafted to have liveliness. The magnets 

are easy to get without any hesitation at the 

low rate of price and they are easy to be 

carried and kept by tourists. Also, they can 

be used as interior props and memo holders.

These are pure silver rings with imagery of 

Seoul landmarks.

Pendants and rings are detachable as there 

are magnets attached onto them.

本商品是一手就能拿的大小，其中却蕴藏

了代表首尔的风景。通过手工艺细心雕刻，

涂色，让商品更立体，而且便宜的价格，

小小的大小让游客携带方便。本商品可用

为装饰品或贴便条的时候用。

这是把首尔地标做成纯银戒指的商品。坠

子和戒指中有磁铁，可以拆卸。

서울풍경 입체자석

남산, 광화문, 서울역 수브니 링

Seoul Scenery Pop-up 
Magnets

Mt.Namsan, Gwanghuamun 
Gate, Seoul Station Souvenir 
Ring

首尔风景立体磁铁

南山，光化门，首尔站纪念戒指

디아즈 (황예지)

DIAAZ

02-720-3552

diaaz@naver.com

MATERIALS

은925

Silver925

银925

PRICE

87,500원(WON)(1EA)

수버니어바이킴

SOUVENIR by Kim

02-2062-2016

cs@souvenirbykim.com

MATERIALS

폴리레진

Polyester resin

聚酯树脂

PRICE

5,000원(WON)



50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51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광화문 꽃팔찌

The flower bracelet symbolizing a square 

in Seoul emphasizes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bracelet. It is designed to be fit 

nicely with modern dresses. These are made 

in a way of Korean traditional knotting by 

hands of single mothers in purpose of their 

self-support. People with wrist sized of 

23cm or smaller can wear. When you wear 

a bracelet, it passes our whole hand so that 

the measurement of the thickest part of 

wrist should be either 23cm or smaller.

本花手链以首尔广场为标志，强调了韩国

传统手链的美丽，而且十分搭配现代的日

常服装。为了帮助未婚母亲自活，所有商

品通过手工艺制作，利用了传统的打结法。

最大手腕粗为23厘米，由于是穿过手戴的

方式，手上最粗的部分不得超过23厘米。

Gwanghwamun Gate Flowr 
Bracelet

光化门花手链

서울의 광장을 심볼로 하는 꽃팔찌는 한국 전통 

팔찌의 미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의 일상복과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었다. 미혼모들의 자활을 위

해 수공예로 제작되며 전통 매듭법을 통해 만들

어 졌으며, 손목 두께가 최대 23cm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채우는 방식이 손을 통과해서 착용하

는 방식으로, 손볼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가 

23cm 미만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크래프트링크

CRAFTLINK Inc.

02-2634-5720

Lupik@naver.com

MATERIALS

실

Thread 

线

PRICE

23,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철판보드로 제작된 핸드폰거치대로, 함께 부착된 

자석으로 사진, 메모, 명함 등의 홀더로도 사용가

능한 제품이다.

편리하게 책상 위에서 어느 휴대폰이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앞면을 거치대로 쓸 때, 뒷면은 

마그넷홀더로 동시에 활용가능하다.

서울의 아름다운 건축공간 12곳을 펜과 색연필을 

이용한 그림으로 제작한 탁상용 캘린더이다. 구 

서울역사, 북촌, 서울시청, 석파정 등 아름다운 풍

광을 지닌 12곳의 서울 풍경을 펜과 색연필을 이

용한 그림으로 제작한 탁상용 캘린더임. 펜의 섬

세함과 담채의 깨끗함이 신선하게 느껴질 것이다

This is a mobile cradle made of iron plate 

and the attached magnets can be used as a 

holder for photos, memos, business cards, 

etc.

On the desk, irrespective of models of 

mobiles, it can be used. If the front part is 

used as a cradle, the back part can be used 

as magnet holder at the same time.

The table calendar has made with drawings 

of beautiful 12 architectures in Seoul such 

as the history of old Seoul, Bukchon Hanok 

Village, Seoul City Hall, Seokpajeong with 

pen and colored pencils. With delicate 

details of pen and light colors make pictures 

more novel.

这是用铁板制作的手机支架，一起配置的

磁铁可以用来贴照片，便条，名片。任何

几种的智能手机均可用本商品，前面用为

支架时，后面还可以用为磁铁支架。

这是用笔和彩笔绘画12所首尔美丽建筑空

间的台式日历。其中包括了旧首尔站，北

村，首尔市厅，石坡亭等美丽风光。使用

者可通过本商品感受精细的笔画和清新的

色彩。

폰 & 마그넷홀더

윤희철의 서울건축풍경 2018 
탁상용 캘린더

Seoul Scenery Pop-up 
Magnets

Heecheol Yun’s 2018 Table 
Calendar with Scenery of 
Architectures in Seoul

手机，磁铁支架

윤희철의 的首尔建筑风景2018台

式日历

윤희철

YOON HEE CHEOL

031-539-1945

hcyoon@daejin.ac.kr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오케이아하

OKAHHA

031-777-8811

ramile37@naver.com

MATERIALS

철판보드, 타일, 자석

Iron Plate, Tile, Magnet

铁板、瓷砖、磁性板

PRICE

9,900원(WON)

서울상징의 해치 모양이 새겨진 수제 천연비누이

다. 해태는 전통적인 상징동물로 선인들이 돌에 

조각한 형태를 많이볼 수 있으며,생활용품인 비누

를 돌모양의 형태로 디자인하고 그곳에 각인(조

각)을  표현하였다.

In the past, foregoers sculpted Haetae, the 

imaginary animal with stones. This is a 

handmade natural soap shaped in stones 

and engraved with the shape of Haetae.

这是一个手工天然肥皂，上面刻着象征首

尔的獬豸模样。獬豸是传统的象征动物，

我们可以发现许多前人刻在石头上的记录。

本商品把肥皂制作为石头的样子，在上面

进行了刻印（雕刻）。

해태 각인비누 Haetae Shaped Soap 獬豸刻印肥皂

몰드코리아

MOLDKOREA

02-434-1062

photoeditor@naver.com

MATERIALS

식물성 비누 베이스

Vegetable Soap Base

植物性肥皂打底

PRICE

10,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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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김나연

KIM ARAM, KIM NAYEON

010-9269-6456, 01090268501

-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500원(WON) (1set 10,000원(WON))

서울 안의 궁궐 4곳과 종묘를 전통공예기법인 나

전칠기로 이미지화한 엽서.  경복궁의 ‘광화문’, 창

덕궁의 ‘부용전’, 덕수궁의 ‘중화전’, 창경궁의 전

경과 종묘의 ‘정전’ 5곳을 나전칠기의 산수 문양으

로 이미지화해서 5장의 엽서에 담았다.

Four palaces in Seoul and Jongmyo Shrine 

are reimagined on postcards with the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lacquer 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Gwanghwamun 

Gate in Gyeongbokgung Palace, Buyonjeon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Junghwajeon 

Hall in Deoksugung Palace and Jeongjeon 

Hall in Jongmyo Shrine are designed to be 

general landscapes in Korean traditional 

lacquer 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这是运用传统工艺技法螺钿漆瓷的明信片。

五张明信片包括了景福宫的“光化门”，

昌德宫的“芙蓉殿”，德寿宫的“中和

殿”，昌庆宫的全景和宗庙的“正殿”，

共五处。

서울 고궁, 종묘 나전카드 Ancient Palaces in Seoul, 
Jongmyo Shrine Mother-of-
Pearl Cards

首尔故宫，宗庙磁铁卡

서울로 자석시트 세트

It is a set souvenir composed of rectangular 

epoxy magnets themed Seoul and a magnet 

sheet helping magnets to be fixed firmly.

这是以“首尔”为主题的原方形环氧磁铁

和固定这磁铁的磁铁片套餐。

Seoullo Magnet Sheet Set 首尔路磁铁片套餐

‘서울’을 주제로 한 라운드 직사각형의 형태를 띈 

에폭시 자석과 그것을 고정하는 자석시트 세트이

다.

엠앤티

M&T  

02-704-6147

 sjhome@hanmail.net

MATERIALS

PVC, 자석, 에폭시

PVC, Magnet, Epoxy

PVC，磁铁，环氧

PRICE

5,000원(WON) (1set 25,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6개의 일러스트로 제작된 N seoul tower을 대표

하는 Bar형태의 초콜릿이다.

These are representative chocolate bars with 

six illustrations of N Seoul Tower.

这是由6个插图制作的代表	N	seoul	 tower

的巧克力棒。

엔서울타워 초콜릿바 N Seoul Tower Chocolate Bar N seoul tower巧克力棒

마일포스트

MILEPOST

02-2205-5331

marc@milepost.co.kr

MATERIALS

초콜릿

Chocolate

巧克力

PRICE

5,000원(WON)

한글의 자음을 이용하여 그 자음에서 연상되는 

서울의 모습을 패턴으로 만든 종이접기 디자인이

다. ㄱ은 광화문, ㄴ은 노리개, ㅎ은 해치의 순서

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서울을 

즐길 수 있다.

Using consonants of Hangeul, tourists 

can do origami with patterned paper 

associated with images of Seoul. They can 

enjoy Seoul from ‘ㄱ’ to ‘ㅎ’ such as ‘ㄱ’ for 

Gwanghwamun Gate, ‘L’ for Norigae, ‘G’ for 

Haetae.

这是利用韩文的子音制作的叠纸设计，其

模样让人联想到首尔。“ㄱ”表示光化门，“ㄴ” 

表示衣饰，“ㅎ”表示獬豸，每个韩文子音都

有含义，让人享受首尔。

자음한글 종이접기 서울&자음 Korean Consonants Origami 
Seoul & Consonants

韩文子音叠纸 首尔&子音

김보은

Kim boeun

-

darory@naver.com

MATERIALS

모조지

Vellum Paper

道林纸

PRICE

낱개 4,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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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디자인

Nanu Design

010-2246-2118

nuri6626@nanudesign.co.kr

MATERIALS

ABS

ABS

ABS

PRICE

15,000원(WON)

서울을 상징하는 타워 중 하나인 N서울타워 형상

의 펜과 그펜을 꽃을수 있는 받침을 추가 구성하

여 미니어쳐 장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

인하였다. 펜을 꽃으면 약 10초 정도 빛이나도록 

받침부분에 조명을 삽입하여 N서울타워의 야경

을 표현하여 활옹도가 높으며 동시에 심지성이 뛰

어난 것이 특징이다.

The pen is shaped of N Seoul Tower and 

stand for a pen is included. The pen and pen 

stand are also designed to be a miniature 

interior prop. When the pen is set still with 

the stand, the bottom of the stand turns the 

lights on for around 10 seconds. Also, as a 

pen, it has a strong lead.

N首尔塔是象征首尔的塔之一。本商品由笔

和插笔的垫子构成，可用为装饰品。由于

垫子部分加入了照明，插入笔时会闪亮约

10秒，表现了N首尔塔的夜景，同时采用了

优秀的笔芯。

N서울타워 야경펜 N Seoul Tower Pen for 
Night View

N首尔塔夜景笔

남산타워카드 USB

It is illustrated the scenary of Mt. Namsan 

and colored with various colors.  The 

representative of Seoul, Mt. Namsan on the 

usb in all different colors gives all different 

feelings.

本商品结合南山风景的插图和常用的USB，

表现了多彩的南山。

Namsan Tower USB Card 南山塔卡片USB

남산 풍경을 일러스트로 제작하여 다채로운 색깔

로 제품에 색다른 느낌을 나타내 보았다 흔히들 

쓰는 usb에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여러 색감으

로 표현하였다

위성연

WI seong yeon

02-2642-5316

tlsqkf345@naver.com

MATERIALS

플라스틱

Plastic

塑料

PRICE

15,000원(WON) (1set 45,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Seoul magne+c map (서울 자석 지도) 는 서울

의 랜드마크와 서울시 지도를 자석으로 만든 관

광 상품이다. Seoul magne+c map은 교육용 지

도 놀이, 패션 악세서리, 자석 기념품 등 3가지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Seoul magne+c map is a souvenir magnet of 

Seoul landmarks and map of Seoul. It is not 

only for souvenirs, but also educational map 

toys, fashion accessory.

Seoul	magne+c	map（首尔磁铁地图）是

利用磁铁制作的首尔地标以及首尔市地图

观光商品。本商品可用为教育指导用品，

时尚饰品，磁铁纪念品。

서울자석지도 Seoul Map Magnet 首尔磁铁地图

노태그

No Tag

010-9034-1304

aien0808@notag.co.kr

MATERIALS

자석

Magnet

磁铁

PRICE

16,000원(WON)

서울의 랜드마크 N서울타워, 남대문, 국회의사당, 

제2롯데월드, DDP 등을 이용한 건축 마그넷 기

념품과 우리 나라의 고유 의상을 캐릭터디자인으

로 만든 마그넷 기념품,  우리나라의 전통 탈을 해

학적으로 디자인한 마그넷 기념품이다.

These souvenirs are magnets themed 

of the Seoul landmarks such as N Seoul 

Tower, Namdaemun,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Lotte World II, DDP, characteriz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humorously 

designed traditional masks.

这是利用首尔地标N首尔塔，南大门，国会

议事堂，第二乐天世界，DDP等景点的磁

铁纪念品。商品通过韩国传统服装制作了

卡通形象的磁铁纪念品，利用韩国传统面

具幽默地设计了磁铁纪念品。

아이서울유 마그넷, 전통의상 마그
넷, 전통탈 마그넷

I Seoul U Magnet, Traditional 
Clothing Magnet, Traditional 
Mask Magnet

I SEOUL U磁铁，传统服装磁
铁，传统面具磁铁

디자인이즘

designism

02-720-0771

designism72@daum.net

MATERIALS

종이, 고무자석

Paper, Rubber Magnet

纸，磁性橡胶

PRICE

낱개 8,000원(WON) (1set 24,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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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브제 (김효선)

sunobject

02-6166-3979

hs326@hanmail.net

MATERIALS

종이, 프리저브드

Paper, Preserved Flower

纸，保鲜花

PRICE

9,500원(WON)

서울에서 온 편지, 입체 카드는 서울의 고궁과 한

옥 등의 전통 건축물 이미지에 프리져브드 플라워

를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서

울 풍경을 담은 입체 카드이다.

This is a pop-up card showing a scenery 

of Seoul in used of preserved flowers and 

images of Korean architectures such as 

places, Korean-style house. 

来自首尔的信是立体卡片。通过自然摆放

首尔故宫，韩屋等传统建筑物和保鲜花，

本商品蕴藏了花木和谐的首尔景色。

서울에서 온 편지 A Letter from Seoul 来自首尔的信

서울트럼프카드

It is a good souvenir and a gift which is easy 

to possess and aesthetically beautiful to 

look. The 50 cards have tourist attractions, 

artistic works, etc. The cards have 54 

pictures drawn by 22 young artists. On the 

back of the cards have drawn map of Korea 

and numbers of cards are replaced with 

consonants of Hanguel, the Korean letters.

这是蕴藏景点，艺术作品的50多张扑克牌，

可以作为收藏品或礼物来用。22名新作家

绘画了54所首尔景点，反面有首尔地图，

并且用韩文子音标记了卡片的数字。

Seoul Trump Card 首尔扑克牌

트럼프 카드는 관광지, 예술작품 등을 넣은 50여

장의 카드로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보관하기 편해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 좋으며, 신진작가 22명이 

그린 서울관광지 54곳을 담았다. 뒷면에는 서울 

지도를 그렸고 한글자음으로 카드숫자를 표기하

였다.

㈜호텔드코드

HOTEL de CODE  

02-326-0610

art.lieul@gmail.com

MATERIALS

PVC

PVC

PVC

PRICE

15,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색상의 연노랑색, 

벽돌색, 연옥색, 쪽색. 저렴하지만 꼬임이 잘 드러

나는 인견 좌우사 끈목으로,.

섬유 소재와 화려한 장식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장식용 브로치로 매듭이라는 한국의 공예와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기에 좋은 상품이다.

Even though it does not have vivid colors, 

natural color of pale yellow, brick color, light 

bluish green, indigo colored straps still show 

twists of knot well. With textile materials 

with no fancy accessories, it can be easily 

worn. As it has a Korean handcrafted knot 

and image of Seoul, it is good souvenir 

advertising Seoul.

本商品利用浅黄色，砖头颜色，浅玉色，

蓝色等颜色和人造丝布带，虽不华丽，却

具有自然之美。纤维素材结合淡雅的韩国

传统工艺，通过打结胸针的形式有效地宣

传了首尔的形象。

s-서울 매듭브로치 A와 B s-Seoul Knot Brooch A and B s-Seoul打结胸针A和B

배키매듭방 (배경연)

Baeky Maedeupbang (Bae Kyung Yeon)

010-4555-6312

b312312@naver.com

MATERIALS

인견 끈목, 금속 브로치 판

Artificial Silk, Strap, Metal, Brooch, Panel

人造丝布带，金属胸针板块

PRICE

15,000원(WON)

작품설명 : 조선백자에서 영감을 받은 100月은 

한국적 곡선미와 구조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

각으로 디자인한 다용도 벽걸이다. 이 상품은 캔

들홀더, 디퓨져홀더, 화기, 미니선반 등 최근 수요

가 증가한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

품이다.

It is a modern wall hanging product with 

multi purposes inspired from white porcelain 

from Joseon Dynasty. It has beauty of 

Korean curves and structure. It can be used 

for interior props which recently show the 

increased in demand such as candle holder, 

scent diffuser holder, flowerpots, mini shelf 

etc.

100月是从朝鲜白瓷得到灵感的多功能壁挂

饰品，其中蕴含了韩国的曲线美和结构美。

本商品可用为蜡烛支架，香薰藤条支架，

插花用器，迷你架子等。

100月 100th Month of Year 100月

박미래

Park Mi Rae

010-8393-7780

mirae0326@naver.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단가 50,000원(WON) / 세트 200,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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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워스하우스

Chatsworth House

1544-9386

 chatsworth_h@naver.com

MATERIALS

나무, O링

Wood, O Shaped Ring

木材，O形环

PRICE

12,000원(WON)

서울의 랜드마크의 실루엣으로 나무를 컷팅해 제

작한 명함펜꽂이로 낮은 앞칸에는 명함을 뒤 높은 

칸에는 필기류를 꽂을 수 있다. 간단한 조립제품

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이 용이하다.

It is a combination of a business card holder 

and a pencil holder. This wooden product 

with silhouettes of Seoul landmarks and its 

front lower case is for business cards, and 

case at the back is for stationeries. It is a 

simple assemble products which is good to 

store when it is not in use.

这是利用首尔地标剪影，剪木材而制作的

名片/笔架。较低的前面可以放名片，较高

的后面可以放笔类。这是简单的组装商品，

不用的时候可以拆卸保管。

서울 명함, 펜꽂이 Seoul Business Card, Pencil 
Holder

首尔名片, 笔架

서울랜드마크 마그넷

City landmarks magnets are the most 

popular,  beloved and representat ive 

souvenirs of all. ‘Seoul Landmark Magnets 

are counter-relief souvenirs made of ceramic 

symbolizing Seoul.

都市的路标磁铁是最受游客欢迎的观光纪

念品。“首尔路标磁铁”利用陶瓷素材表

现了首尔的代表性景点，是一个首尔的象

征观光纪念品。

Seoul Landmark Magnet 首尔扑克牌

도시의 랜드마크 마그넷은 여행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기념품이다. ‘서울 랜드마크 마

그넷’은 도자기 소재를 활용하여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를 반부조 형상으로 표현한 서울 상징 관

광기념품이다.

크래프트서울

CRAFTSEOUL (Seo, Kyunghoon)

010-9274-9515

craftseoul@gmail.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낱개 10,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부드럽고 질긴 폴리실크 소재에 서울의 고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인 단청을 

바리에이션으로 색상의 변화를 준 디자인을 모

티브로 디지털 프린팅 나염하여 패딩을 넣어 제

작한 상품으로 동전의 소리감소 및 카드보호 기

능이 있으며 지퍼를 열고닫기 편하게 국화매듭을 

지퍼에 장식하였다.

Before dying a soft and strong poly silk with 

digital printer, it is designed after one of 

Korean cultural heritage you can find from 

palaces in Seoul, Dancheong. It contains the 

various colors of Dancheong and has colorful 

changes. Added padding reduces noise of 

coins and protects cards. Also a zipper with 

chrysanthemum knot makes easy to open 

and close.

本商品利用又柔又坚的涤纶丝绸素材和韩

国的文化遗产丹青，通过数码印刷制作了

硬币钱包。商品具有颜色的丰富性，保护

卡片，减少硬币声音的作用。同时，为了

更方便的拉锁，拉锁部分采用了国花打结。

단청 카드동전지갑 Dancheong Coin Pocket 丹青卡片硬币钱包

김은실

Mina Kim

010-3661-1399

-

MATERIALS

폴리실크

Poly Silk

涤纶丝绸

PRICE

15,000원(WON)

서울의 명소를 수채그림으로 표현한 텀블러, 다시 

보고싶고 그리워지는 서울을 돌려드린다. 서울을 

보라! 그러면 보일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차을거

이요, 돌려아라! 그러면 열릴것이다.

It is a tumbler with painted pictures of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It gives you back 

a Seoul that you miss. Look at Seoul, and 

you will see; seek, and you will find; turn,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100月是从朝鲜白瓷得到灵感的多功能壁挂

饰品，其中蕴含了韩国的曲线美和结构美。

本商品可用为蜡烛支架，香薰藤条支架，

插花用器，迷你架子等。

리멤버 서울 텀블러 
서울을 기억하다! 
서울을 담다!

Remember Seoul Tumbler 
Reminiscing Seoul! 
Treasuring Seoul! 

记住首尔保温杯 记住首尔！
蕴藏首尔！

바인앤브랜치스컴퍼니

Vine&Branches Company 

-

vnbceo@naver.com

MATERIALS

스텐레스 / 폴리프로필렌

Stainless / Polypropylene

不锈钢,	聚丙烯

PRICE

대 25,000원(WON) / 소 20,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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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웰니스협회 (시남근)

Korea wellness association

010-7735-0380

wellres79@naver.com

MATERIALS

PVC 한복천

PVC, Hanbok Cloth

PVC，韩服布

PRICE

45,000원(WON)

본 상품은 625년전부터 서울 민가에서 남녀노소

가 즐겨 놀던 신랑신부 놀이를 현대화, 경기화, 상

품화하여 서울노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승화 발

전시켜 서울의 전통놀이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개발되었으며, 신랑신부 놀이로써 건전여

가놓이와 건강증진의 역할을 도모하며 벽걸이 액

자 장식대용으로 활용가능한 특징이 있다.

It is a modernized, commercialized and 

competitive game version of people of all 

ages played at home in Seoul 625 years 

ago. It has become a new brand to give 

high self-esteem on Seoul traditional game 

culture.  As it is a game for married couples, 

it promotes wholesome leisure games and 

health, as well as, it can be a substitute of a 

frame on the wall.

本商品把韩国民间的新郎新娘游戏升级为

现代化，景气化，商品化的新品牌——首

尔NORI。由此提高首尔传统游戏文化的自

豪，促进健康的空闲娱乐游戏，增进健康，

同时也可以用为框架装饰。

서울노리 Seoul Nori 首尔NORI

색으로 기억되는 
서울 조각보손수건

This handkerchief was reinterpreted the 

Bojagi, Korean wrapping cloth, which was 

mainly used for wrapping up things in the 

past to a handkerchief which is a daily item 

in the present. It not only has a harmonious 

beauty, and also it is able to be taken 

anytime, anywhere. Additionally, it is a 

suggested good to give out as a present.

用颜色记住的首尔——碎布手帕利用过去

包东西时用的包袱制作了常用的手帕。本

商品让人们随身携带碎布特有的“和谐

美”，也可以作为送人的礼物。

Remembering Seoul 
with Colors, Korean Quilt 
Handkerchief

用颜色记住的首尔碎布手帕

색으로 기억되는 서울, 조각보 손수건은, 과거에 

물건을 싸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던 보자기를 현

재에도 유효한 생활 소품인 손수건으로 재탄생 

시켜 전통 조각보 특유의 ‘조화로운 아름다움’를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부

담 없이 선물하기에 적합한 디자인 소품이다.

선오브제 (김효선)

sunobject

02-6166-3979

hs326@hanmail.net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15,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부드럽고 질긴 폴리실크 소재에 서울의 고궁에

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인 단청

을 바리에이션으로 색상의 변화를 준 디자인을 

모ㅁ향신문에 연재해 왔던 서울의 아름다운 건축

공간들에 관한 60여점의 원고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하였다. 

Around 60 manuscripts written about areas 

with beautiful architectures on Kyeonghyang 

Daily Newspaper are gathered and published 

into a book. 

本商品收集在京乡新闻连载的有关首尔美

丽建筑空间的文稿，制作了一本书。

건축가의 어반스케치
서울드로잉산책

Urban Sketch of an Architect, 
Seoul Drawing Walks

建筑家的都市风素描 
首尔素描散步

윤희철

YOON HEE CHEOL

010-5337-6944

hcyoon@daejin.ac.kr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광학아크릴에 하드코팅 후 평판 UV인쇄하여 스

탠드에 십자모양 구멍 2개 설정-위치에 따라 명

함 및 스마트폰 거치 가능하다. 스탠드는 디자인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을 하였다.

Firstly, the hard coating is done on to an 

optical acrylic. For the second, hard coated 

optical acrylic is printed with UV flatbed 

printer. Depending on two cross holes 

locations, either a smart phone or business 

cards can be fixed.

The design and utility model rights of desk 

lamp are applied for patents.

本商品首先在光学亚克力进行硬化涂层，

再进行平板UV印刷，根据两个十字孔的位

置可以置放名片或手机。本台灯的获得了

设计申请和实用新方案申请。

아름다운 한국 광화문 수문장 
아크릴스탠드

The beautiful Gwanghwamun 
Gatekeeper in Korea Acrylic 
Desk Lamp

美丽的韩国光化门守门将亚克力
台灯

카우박스

COWBOX

02-2699-1973

woo753@hanmail.net

MATERIALS

아크릴

Acrylic

亚克力素材

PRICE

12,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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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보코리아

jogakbo korea

02-2264-6440

-

MATERIALS

나전

Mother-of-Pearl

螺钿

PRICE

30,000원(WON) / 세트 60,000원(WON)

서울상징인 I.SEOUL.U 를 기본도안으로 활용하

였으며,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 숭래문, 롯데

월드타워, 63빌딩, 이순신장군동상, 세종대왕 동

상, 광화문, 경복궁 향원정 등의 모양과 나전을 고

루배치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다.

I.SEOUL.U, the symbol of Seoul, was used as 

a fundamental design and also the shapes 

of Namsan Seoul Tower, Sungnyemun Gate, 

Lotte World Tower, 63 Building, Statue 

of Admiral Yi Sun-shin, Statue of King 

Sejong the Great, Gwanghwamun Gate and 

Hyangwonjeong Pavilion in Gyeongbokgung 

Palace are arranged to be on the card holder 

using mother of pearl.

本商品利用首尔的象征I.SEOUL.U，通过摆

放象征首尔的南山塔，崇礼门，乐天世界

塔，63大厦，李舜臣将军铜像，世宗大王

铜像，光化门，景福宫香远亭等景点模样

和螺钿制作了纪念品。

나전명함집 Mother-of-Peal Business 
Card Holder

螺钿名片夹

단청파레트

Dancheong is based on five basic colors; 

blue, white, red, black and yellow. This 

souvenir was produced as when foreign 

tourists visit ancient palaces, they get 

interested in Dancheong’s splendid patterns 

and colors. It has its original colors, but gave 

a little change to colors considering the 

tastes of people today.

丹青色以青，赤，黄，白，黑五种颜色为

背景。许多游客访问故宫的时候都会对华

丽的丹青纹样和色感感兴趣，本商品从此

得到灵感，制作了增加现代色感的商品。

Dancheong Palette 丹青调色板

단청색은 청, 적, 황, 백, 흑의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다. 많은 관광객들이 고궁을 관람할 때, 화려한 

단청의 문양과 색감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보고 

제작하게 되었으며 기존 그대로의 색 뿐만 아니

라, 현대인의 취향에 맞춰 약간의 색상 변화를 주

었다.

최유진

yujin choi

010-4119-2191

olive4119@naver.com

MATERIALS

흰색 아크릴 3T*2, 신한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붓

White Acrylic Paint 3T*2, Shinhan Professional 

Watercolors, Brush

白色的亚克力3T*2,	新韩专家用水彩画颜

料，画笔

PRICE

대 18,000원(WON) / 소 15,000원(WON)

아이디어상 IDEA PRIZE 创意奖

귀걸이에 자개로 만들어진 나비와 수술은 전통적

인 느낌을 주고 함께 있는 오각형 링은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노리개처럼 장식들이 아래로 촤륵 

떨어지는 느낌을 반영했다. 우리나라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다.

This is a reinterpreted beauty of traditions 

to moderns with a butterfly accessory 

made of mother of pearl and tassel in a 

traditional style and pentagon ring made in 

a modernized style. Like Norigae, Korean 

traditional ornaments, the tassels hang as if 

it’s dropping.

用螺钿制作的蝴蝶和雄蕊给人带来传统的

感觉，五角型环给现代的感觉。本商品像

饰品一样下垂，用现代美重新解释了韩国

传统美。

자개나비노리개 귀걸이 Mother of Pearl Butterfly 
Noriage Shaped Earrings

螺钿蝴蝶饰品耳钉

다이뮤즈루시 (김선주)

Thy Muse Lucy

010-4149-9411

thymuselucy@gmail.com

MATERIALS

니켈프리 금속(침), 금속,자개, 실

Nickel-Free Metals (needle), Metal, Mother of Pearl, Thread

无镍金属（针），金属，贝壳，线

PRICE

23,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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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상

CEO PRIZE

大賞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Lotte World Tower SEOUL SKY Category

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

서울의 하늘 전통차 티백세트’는 서울의 활기와 

즐거움을 담은 한국 전통차 세트이다. 내국인 뿐 

아니라 한국 전통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순한 맛의 다섯 가지 국내산 고급 전

통차로 구성되어있다. 아름답고 독특한 패키지는 

차를 다 마신 후에 버리지 않고 2차적으로 장식품

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Seoul Sky Traditional Teabag set’ is a Korean 

traditional tea set full of Seoul’s lively energy 

and happiness. As the set is consisted of five 

different mild teas, it is very easy to drink 

not only for Koreans, but also for foreigners. 

Secondarily, the beautiful and unique 

packages after drinking teas can be used as 

interior props.

首尔之天空传统茶袋泡茶套餐是蕴藏首尔

活气和快乐的韩国传统茶套餐。本商品由

淡淡的五种国产高级茶构成，不但韩国人

而且外国人均可享用。喝完茶剩下的美丽

又独特的包装可以用为装饰品。

서울의 하늘 전통차 티백세트

Seoul Sky Traditional Teabag Set
首尔之天空传统茶袋泡茶套餐

MATERIALS

내포장:나일론(삼각티백),pp/외포

Inner package: Nylon (Pyramid shaped teabag), pp/Outer package

内包装：尼龙（三角袋茶），pp/外包装

고요컴퍼니

GOYO COMPANY

010-8522-0270

xbirdx@naver.com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Lotte World Tower SEOUL SKY Category
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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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金賞

롯데월드타워의 건설과정을 플립북 형식으로 담

고 있는 노트이다.

완성된 층수(123층)와 노트 페이지 수(123p)를 

일치 시켜서 123층이라는 상징성을 더하였으며.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 타워의 건설과정과 완성

된 층수이자 페이지수가 애니메이션으로 볼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스카이 플립북 노트

It is a note containing the construction 

process of Lotte World Tower. The page 

number is matched to 123; the number of 

completed number of layers to emphasis 

super tall 123-floor tower. Flipping the 

pages rapidly,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and number of pages can be seen as if an 

animation.

本商品是把乐天世界塔的建设过程制作为

翻书动画的本子。使完工的塔层数（123

层）和本子的页码（123也）对齐，增加了

象征性，并且快速翻页码的时候可以通过

翻书动画的形式看到塔的建设过程。

Seoul Sky Flipbook 

Note

首尔天空翻书动画本子

전태진

Jeon Tae Jin

010-2887-7886

ghount@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纸

금상 GOLD PRIZE 金賞

서울 스카이 타워를 미니어쳐 도자기로 디자인 하

여 반지나 쥬얼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쥬얼리 홀

더로 제작하였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스카이 타워의 모습이__쥬

얼리를 더욱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서울스카이 주얼리 홀더

Ceramic Seoul Sky Tower miniature is 

designed to be a jewelry holder keeping 

rings and jewelries.

This simple and elegant image of the sky 

tower makes jewelries on this holder to be 

looked more luxurious.

本商品把首尔天空塔设计为模型陶瓷，可

以存放戒指等珠宝首饰。简单又优雅的天

空塔使珠宝首饰更加高级

Seoul Sky Jewelry 

Holder

首尔天空珠宝首饰支架

도자기공방초이

choi ceramic

02-6497-2001

yon2world@naver.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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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의 모습을 자개위에 스

크래치(scratch)기법을 활용한 제품으로 아이들

의 체험활동부터 어른들의 예술적 표현을 할수 

있는 상품이다.

This product requires scratch technique on 

the mother of pearl for leaving an image 

of the 63 Building. It can be an activity for 

children and also time of enriching artistic 

presentation for adults.

这是一个在背壳上利用刮画的技法表现乐

天塔的商品。无论儿童还是成人均可通过

此商品展现艺术感。

나전시크릿 카드 (시크릿타워) Mother of Pearl Secret Card 
(Secrete Tower)

螺钿秘密卡片 (秘密塔)

㈜성협공예

(주)SungHyup Craft

02-2265-0781

kji3285@chol.com

MATERIALS

천연자개

Natural Mother-of-Pearl

天然贝壳

은상 SILVER PRIZE 銀賞

주식회사비앤디컬쳐

BnD Culture Inc.

02-461-1490

2zoworld@hanmail.net

MATERIALS

적동+황동

Red Copper + Brass

红铜和黄铜

㈜비오비패키지스타일그룹

BOB PACKAGE STYLE GROUP CO.,LTD.

02-6309-7571

bob@bobdesign.co.kr

MATERIALS

종이, 플라스틱

Paper, Plastic

纸，塑料

크래프트서울

CRAFTSEOUL   

010-9274-9515

craftseoul@gmail.com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123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늘 위의 새로운 세상' 

서울스카이의 향기를 직접 조향하여 특별한 서울

스카이만의 향을 상품화하여 여행을 향으로 기억

할수 있는 상품이다.

종이 소재로 구성되어있으며 풀,칼,가위 등 유해

도구없이 손으로 접고 끼워서 완성하는 제품이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취미 용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LED전구를 끼우면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스노우글로브’는 새롭

게 부상한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의 모

습을 도자기 피규어로 제작하여 유리구와 결합한 

장식품으로써 건축물의 조형성과 주변 정취를 잘 

보여주는 관광기념상품이다.

Mak ing  the  scent  of  Seou l  Sky ,  the 

new world above the sky on the 123rd 

floor, unique scent of Seoul Sky can be 

commercialized for souvenirs reminding the 

time on the tower.

It is made of papers and other additional 

stationeries such as glues, cutters, and 

scissors are not needed. Only with hands 

folding and fitting, it can be accomplished. 

The completed work can be used as interior 

props and also a hobby supplies. Adding the 

LED lamps, it creates beautiful atmosphere.

‘Lotte World Tower SEOUL SKY Snow Globe’ 

is a combined souvenir with a figure of Lotte 

World Tower, latest landmark of Seoul and 

glass globe. It shows the formativeness and 

atmosphere of surroundings well.

本商品把123层的“天空新世界”——首尔

天空的香味制作成特别的香味，使人们通

过香味记住旅行的回忆。

本商品由纸构成，制作过程不需要胶，刀，

剪刀等危险物品，用手叠，插即可完成。

同时可用为装饰品或爱好用品，插上LED灯

泡时带来更美的气氛。

“乐天世界首尔天空塔雪花球”把登上首尔

新地标的乐天世界塔做成陶瓷模型，结合

玻璃球充分表现了建筑物的造型性和周边

的情绪。

블로썸 서울 (디퓨저)

서울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스노우글로브

Blossom Seoul

Lotte World Tower SEOUL 
SKY, Landmark of Seoul

Lotte World Tower SEOUL 
SKY Snow Globe

开花首尔

首尔地标乐天世界塔首尔天空 乐天世界首尔天空塔雪花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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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크리스탈 컵받침

To the circled or squared crystal coasters, 

photos can be attached and also it can be used 

as an interior prop using an easel with it.

本商品在圆形以及透明的水晶上贴了丰富

的照片，不但可以用为杯子垫，加上架子

可当作装饰品。

Crystal Coaster 水晶杯子垫

원형 및 사각모양의 투명한 크리스탈에 다양한 

사진을 부착하고, 컵받침 용도 뿐만 아니라 이젤

의 추가로 장식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예함크리스탈

YAEHAM CRYSTAL

031)689-5860

yaeham@naver.com

MATERIALS

크리스탈

Crystal

水晶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 부문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韩华酒店&度假村	象征63大厦的纪念品



72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73

한화 호텔&리조트 금상
GOLD PRIZE
金賞

한화호텔&리조트 금상 / GOLD PRIZE / 金賞

63빌딩 모습을 자개위에 스크래치(scratch)기법

을 활용한 제품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부터 어른

들의 예술적 표현을 할수 있는 상품이다

This product requires scratch technique on 

the mother of pearl for leaving an image 

of the 63 Building. It can be an activity for 

children and also time of enriching artistic 

presentation for adults.

这是一个在背壳上利用刮画的技法表现63

大厦的商品。无论儿童还是成人均可通过

此商品展现艺术感。

나전시크릿 카드 (시크릿 63)

Mother of Pearl Secret Card (Secrete 63)
螺钿秘密卡片 (秘密塔)

은상 SILVER PRIZE 銀賞

금속소재를 레이저로 가공후, 63빌딩의 이미지

를 에칭작업한 상품이다.

편지, 명함꽂이

After manufacturing metal via laser, the 

image of the 63 Building was etched on the 

product.

本商品通过用激光加工金属素材的方式制

作了63大厦的商品。

Letter, Business Card 

Holder

信，名片夹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성협공예

(주)SungHyup Craft

02-2265-0781

kji3285@chol.com

MATERIALS

천연자개

Natural Mother-of-Pearl

天然贝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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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서울여행스케치컬러링100선
100 Items of I·SEOUL·U Seoul Sketch
I·SEOUL·U 首尔旅行涂色本100选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9,5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5448-8630

skyjoon1000@hanmail.net

Seoul is a beautiful and energetic city wh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meet. We expressed Seoul with each 
alphabet – S (story), E (energy), O (originality), U (unique) 
and L (lovely). 
We traveled and sketched Seoul’s various stories, 
powerful energy, history and special thing and 100 hot 
spots in Seoul. 
We turned the results of the travel into pictures, texts 
and information to let many people to travel Seoul with 
ease.  This book was planned to solidify and vary the 
meanings of I SEOUL U, a new slogan of Seoul. 

首尔是过去、现在与未来相见的充满魅力和活力的

美丽都市，用城市的英语名称SEOUL的第一个字

母的缩写，分别表示为S=STORY, E=SENERGY， 

0:STORYORIGINALITY, U:UNIQUE L=LOVELY。这本书

是利用首尔的各种故事和充满活力的能源、历史、特

点，以及可爱的空间等具有代表性的首尔地区的100个

旅游景点素描后，加上图画，文章介绍，信息等设计，

为了让更多的游客了解，为了多方面的宣传 I SEOUL U 

口号的意义。

서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런 서울의 도시명 SEOUL의 이니셜을 가지고 각각 S = 

STORY, E= ENERGY  0= ORIGINALITY   U = UNIQUE  

L=LOVELY 로 표현,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활기 넘치는 

에너지, 역사, 특별함, 그리고 사랑스러운 공간 등을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역 100곳을 여행스케치한 후  서울을 찾는 많

은 사람들에게 그림과 소개의 글, 정보 등으로 알기 쉽게 여행

하도록 디자인하여 I SEOUL U의 새로운 슬로건 의미를 더욱 

확고하고 다양하게 하여 많은 이에게 알리고자 이 책을 기획

하게 되었다.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3

서울시 부문 / SEOUL / 首尔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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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气息_汉阳都城‘是袋子里吹气通电的便携式照明。

代替现有的电源开关，呼气灯亮，吸气熄灭的方式，这

种构思给游客提供新的体验，‘气息_汉阳都城‘是一

款具有独创性使用方法的实用性产品，它不仅有携带式

照明功能，而且开灯时会出现隐藏着的形象和文字，通

过这种功能灯亮的同时出现简单化的汉阳都城的代表性

象征物，会让游客开心。‘气息_汉阳都城‘ 是传达传

统与现代统称的首尔市的充满活力的形象的象征首尔旅

游纪念品, 将会构成有充分价值的产品

SOOM_Hanyangdoseong’ is a mobile lighting device which is alight 
when the user breathes into the bag. ‘SOOM_Hanyangdoseong’, which 
is alight just by breathing (Soom) instead of using a normal switch 
and is off by folding it again, presents a new experience to the users 
through conceptual shift. ‘SOOM_Hanyangdoseong’ - a practical product 
equipped with unheard-of creative way of use - has not only functionality 
of mobile lighting, but also reveals the hidden images and phrases when 
alight. Applying this technology, it shows simplified typical landmarks of 
Hanyangdoseong immediately on lighting, eventually presenting the users 
fun and pleasure. ‘SOOM_Hanyangdoseong’ will make a superb product 
with enough value as a souvenir symbolic of Seoul, conveying dynamic 
appearance of the capital encompassing the tradition and the present.

숨_봉투조명한양도성시리즈 SOOM_Bag Light Hanyangdoseong Series SOOM Bag Light 汉阳都城系列

'숨_한양도성'은 봉투에 숨을 불어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휴대용 조명

이다. 기존의 스위치 전원을 대신해 숨을 내쉬는 행동만으로 조명이 

켜지고 다시 접으면 꺼지는 방식을 적용한 '숨_한양도성'은 발상의 전

환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제품이다. '숨_한양도

성'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사용법을 지닌 실용적인 제품으

로 휴대용 조명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이 켜지면 숨은 이미지와 문구

가 나타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적용해 조명이 켜

짐과 동시에 단순화된 한양도성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나타나도록 만

들어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숨_한양도성'은 전통과 현

재를 아우르는 서울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전달하는 서울 상징 관광기

념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제품이 될 것이다.

MATERIALS
타이벡,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Tyvek, Polycarbonate
高密度聚乙烯合成纸，塑料（聚碳酸脂）

PRICE
9,900원(WON)

제이엘 디자인랩(이재웅)

LEE JAEWOONG
010-7415-6270
design.colo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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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Tea-Light is a hand-made candle holder expressing 
beautiful constructions as a
 landmark of Seoul. It allows you to put into a various 
mood with the delicate and splendid light from the hole 
of miniature construction. Moreover, ceramic materials 
enhance warmth. Enjoy and feel Seoul directly via 
ceramic construction.

是把首尔的标志表达为美丽建筑物的手工制作烛台，通

过烛台建筑物的窗户和门缝等透射过来的光线隐隐感觉

到华丽，营造出浪漫的氛围，可以利用休息、活动、装

修等小夜灯，可以多方面利用，具有实用性。使用LED

保温蜡烛代替蜡烛，没有火灾危险。此外, 除了茶光还

可以放入小型蜡烛或熏香香草使用。使用陶瓷材质既抒

情又温暖，欣赏陶瓷制造的烛台能感受到首尔的气息，

时刻看到灿烂闪耀的首尔。 

서울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표현하여 제작된 핸드

메이드 캔들 홀더이다. 캔들홀더 건축물의 창문과 문 등 구멍

을 통해 투과되는 티라이트의 빛은 은은하고 화사하여 로맨

틱하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휴식, 이벤트, 인테리어 등 

무드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실용성 있게 활용 가능하다. LED 

티라이트 사용은 밝은 광원과 촛불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 위

험에서 안전하다. 티라이트 이외에도 소형 캔들 및 아로마 향

초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재를 도자기로 사용하여 서

정적이고 따뜻함을 더하였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캔들 홀더를 

보며 서울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으며 항상 환하게 

빛나는 서울을 볼 수 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28,000원(WON)

크래프트서울(서경훈, 황회은)

SEOGYEONGHUN, HWANGHOEEUN
010-5520-1127
craftseoul@gmail.com

서울상징캔들홀더 Candle Holder Symbolizing Seoul 首尔象征烛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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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담, 쓰담쓰담! Floral wall. Pat and Pat (Make-up Brush) 化妆刷漆工艺商品

This make-up Brush is the genuine handicraft products 
painted by ingenious lacquer-technique and finished 
luxuriously with lacquer powder, gold dust, pearl powder 
and nacre. We recommend this excellent collectible gifts 
to your valuable people.

在化妆刷上用独创的漆工艺法画画后表面上用漆粉，金

粉，珍珠粉， 贝壳等高档的100%手工艺商品，匠人精

心制作，具有收藏价值

화장 브러시에 독창적인 칠공예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뒤 표

면에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 등으로 고급스럽게 마무

리한 100% 수공예 제품으로 장인의 정성을 담아 소장가치를 

추구하였다. 

MATERIALS
화장붓, 칠,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

Make-up Brush, lacquer, lacquer power, gold dust, 
pearl powder, nacre
化妆刷，金粉，漆，漆粉，珍珠粉，螺钿

PRICE
29,000원(WON)

에이치디자인(한미애)

HAN MEEAE
010-4805-2028
1225miae@naver.com

서울상징건물팝업카드 6종 Adorable  Seoul Series
(Stickers3Type, Postcards 6type)

首尔象征建筑物明信片 6种

Architectures in Seoul are painted by watercolors in 
order to add 3D effect 

简单表达的首尔现代建筑的立体卡서울에 현대적 건물들을 심플한 입체카드로 표현 했습니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5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GYEO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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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방짜유기(주물), 황동, 흑단

White Brassware, Brass, Enony
上乘铜器（铸件），黄铜，乌木

PRICE
50,000원(WON)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To create modernization Korea traditional souvenir, we 

emphasized the sterilize effect from white brassware. It 

is portable hand item with applying Seoul's symbol and 

tourist attractiondesign.

为了延续韩国传统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传统铜

器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常用的

到“，是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的印章系列。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대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

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

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도장 시리즈이다.

방짜주물유기 목도장 White Brassware Wooden Stamp 白铜器木头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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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指’礼物“，是纯韩国话。送给你爱的人母亲或

妻子的礼物，是特别而珍贵的韩服围裙。

A hand bell which produces clear sounds as it is made 
of a ceramic material. Seoul Hand Bell features images 
of Seoul landmarks. When the hand bell rings, it tells 
stories about Seoul. 

陶瓷制造的手铃声音更清明。 在首尔手铃上处处有首
尔标志性建筑，铃声响起，首尔的故事从梦中醒来

도자기로 만들어 더욱 청명하게 울리는 핸드벨이다. 서울핸드

벨은 서울 곳곳의 랜드마크들이 어울러 있다. 핸드벨이 울리

면 핸드벨을 둘러싼 서울의 이야기들이 깨어난다.

MATERIALS
린넨,면 혼방

Linen Cotton
亚麻，棉混纺

PRICE
59,000원(WON)

서울번드(정경민)

JEONG KYOUNGMIN
010-6367-0103
info@seoulbund.com

'ATO' means ‘present’ in pure Korean words. 'ATO' 
would be the present to the beloved individuals who’re 
preparing to present the moment of present thru 
appetizing cookery, and would be the precious special 
present to one's mother and somebody’s wife.

'아토'는 '선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 같은 요리와 순간을 선사할,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이 될 한복앞치마 '아토'이다.

한복앞치마 '아토' Hanbok apron  ‘ATO’ 韩服围裙 'ATO'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A 타잎 : 10,000원(WON)

B 타잎 : 15,000원(WON)

C 타잎 : 20,000원(WON)

㈜무늬공방(유병록)

YOO BYEONGROK
010-2245-5733
hyongkwang@naver.com

서울핸드벨 SEOUL HAND BELL 首尔手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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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有的勺筷托不好积累，存放不方便，容易堆在碗橱柜

角落，“北村-拥抱首尔”具有objet功能，勺筷托和小

碗的结合，日常生活中摆在餐桌上变得更加美丽。另外

把首尔北村设计带入生活中，添加色提高了代表首尔的

徽章、标志、品牌的价值。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10,000원(WON)

최권규 

CHOI KWONKYU
010-9973-6050

"Bukchon incubate Seoul" makes table more beautiful 
by objet's function and combination of Cutlery base and 
sauce bowl, and designing that Bukchon of Seoul can 
do together with our daily life. It Increases the worth by 
using the insignia, symbol, brand, color that represents 
Seoul.

기존의 수저받침은 쌓을 수 없는 형태로 보관이 불편하고 찬

장의 구석에 자리하였다면 “북촌, 서울을 품다”는 오브제의 

기능과 수저받침&종지의 결합으로 일상에 자리하여 테이블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또, 서울의 북촌이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휘장, 심볼, 브랜드, 

색을 이용하여 가치를 높였다.

북촌, 서울을 품다 Bukchon in a Seoul 北村，拥抱首尔

MATERIALS
폴리 , 면 

Collect Seoul Patch
雪纺，棉

PRICE
5,000원(WON)

공공공간(홍성재)

HONG SEONGJAE
010-2992-0474
000gan@000gan.com

'"Collect Seoul Patch"是以首尔多彩的风景设计而成的

商品，分Symbol和Adventure两大种类。 Symbol是首

尔象征性风景的代表旅游景点，东大门，乐山城墙，南

山N塔，东大门设计商场，北村韩屋等Patch最大限度

的反映了该地区的风景和色彩。Adventure的风景是刚

刚开始的口口相传的地方，比首尔距离近，传统市场、

小商店聚集的胡同等可以更近距离见到当地人，能感受

“首尔情’的场所。

'Collect Seoul Patch’ is the design patch made of various 
scenes of Seoul. Seoul 
patche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two types of Symbol 
and Adventure. The Symbol is the symbolic scene of Seoul 
which means the typical tourist places. The patches for 
Dongdaemun, Naksan Castle Wall, Namsan N Tower, 
Dongdaemun Design Plaza and northern Korean traditional 
house village reflected the scenes and color tones of those 
areas. The scenes of adventure are the places which make 
us to feel Seoul closer than the places spread by words of 
mouth recently. Those are the places to meet the people 
of the area and to feel the ‘affection’ of Seoul than the 
traditional market and the alleys crowdy with the small 
stores. The patches can be attached or detached on the 
‘Collect Seoul Canvas’ as velcro is attached at the backside 
of patch, and my own ‘Collect Seoul’ course can be made. 

'콜렉트 서울 패치'는 서울의 다채로운 풍경을 디자인 패치로 

만든 제품이다. 서울 패치는 크게 Symbol 과 Adventure 두 가

지 종류로 나뉜다. Symbol은 서울의 상징적인 풍경들로 대표 

관광지들이다. 동대문과 낙산성곽, 남산 N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북촌 한옥 마을 등의 패치는 그 지역의 풍경과 색감을 

최대한 반영했다. Adventure의 풍경들은 이제 막 입소문을 타

기 시작한 장소들로 서울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장소들

이다. 전통시장,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골목 등 보다 지역

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서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

소들이다. 각 패치들의 뒷면이 밸크로로 되어 있어 '콜렉트 서

울 캔버스' 제품들 위에 탈 부착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Collect 

Seoul' 코스를 만들 수 있다. 

콜렉트 서울 시리즈 Collect Seoul Series 收集首尔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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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场同‘是’首尔的传统市场’为主题的手工艺陶瓷

杯系列。把朝鲜的青花白瓷以现代的形态和图案重新诠

释。通过韩国画家丰富多彩的插图，展现传统和日常生

活融为一体的多种多样的韩国传统市场的形象。此外, 

’市场同‘ 杯里提供对实际对市场的真实故事和信息

的英文。 给韩国人老市场的回忆，对外国人有引导陌

生文化的关心。 

我们总喜欢留下什么，想留下过去的旅行余韵。只有旅

游景点的纪念品才能回忆起其余韵，回忆过去。 【地

铁站钥匙链】将会记录你的足迹。

'Korean Market Cups' are mordern hand-made pottery 
which reinterpret traditional 'blue and white'. It has 
represented the look of dynamic market through a 
variety of oriental painting. In the package, tourists can 
find the information in Korean and English for each 
market.

We,people like to leave something. We like to leave the 
aftertaste of past trips.
Souvenirs of Travel are able to make to the hovering 
lingering, to have memories of the past.
[Subway station line keyring] will note the trail we have 
stayed.

시장통 청화컵 Korean Market cups 市场青花杯

'시장통’은 서울의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수공예 도자기 컵 

시리즈이다. 조선의 청화백자를 현대적인 형태와 패턴으로 재

해석하였다. 한국화가의 다채로운 일러스트를 통하여 전통과 

일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우리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

한 '시장통'에는 컵과 함께 실제 시장에 대한 스토리와 지도, 

정보가 담긴 한/영문 내지가 제공된다. 내국인에게는 옛 시장

에 대한 추억을, 외국인에게는 낯선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33,000원(WON)

고요컴퍼니(최유진) 

CHOI YOOJIN
010-8522-0270
xbirdx@naver.com

지하철역키링 keyring (subway-station) 地铁站钥匙圈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나간 여행의 여

운을 남기고 싶어 한다.

여행지만의 기념품은 그 여운을 떠오르게 하여, 과거를 추억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지하철 역 키링]은 내가 다녀간 자취를 기록해 줄 것이다.

MATERIALS
열쇠고리 (지하철역)

keyring (subway-station)
钥匙链(地铁站)

PRICE
8,000원(WON)

미스티(윤돈규)

YUN DONKYU
010-3179-7045
purian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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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化妆品的高度支持率-访韩外国人购买的纪念品中面

膜占比是30%，K-Beauty非常受欢迎，对韩国化妆品

的喜好度极高。2.产品中画上首尔图像，具有很好的宣

传效果，是 男女老少都容易购买使用，又能送礼的产

品。 3. 重新分析和差别化-把古朝鲜时代的皮肤美容方

法，用现代方法重新分析的产品，具有卓越的改善效

果，拥有首尔的美和市面上销售的产品有差异。

汽车芳香剂、衣橱、香囊、卫生间、会议室等地方使用

的芳香剂（香袋）， 体积小，携带方便，价格合理，

送礼或适合企业、团体的纪念品。香味持续时间长，在

密闭的空间里可以使用4~6个月，通风的空间可以使用

3个月以上。香料的粉末使用100%天然材料制造，既

环保又对身体无害。 

서울뷰티 마스크팩 1392년 Seoul Beauty Maskpack since 1392 首尔美面膜1392年

1. High preference on cosmetics-facial masks account 
for 30% of visitors' souvenirs, which signifies Korean 
cosmetics' high preferences and K-Beauty's popularity.
2. High promotion effect-We can expect high promotion 
effect with Seoul-related designs for popular products. 
Those products can be easily bought, used, and gifted by 
anyone.
3. Classy reinterpretation and differentiation-The 
products were reinterpreted in a modern way from 
Joseon Dynasty's aesthetic treatment. We can expect 
skin improvement, and the products a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ones in markets as they embody Seoul's 
beauty.

1. 화장품의 높은 선호도 - 방한 외국인이 구입하는 기념품 

중 마스크팩이 30%를 차지할 만큼 K-Beauty가 굉장한 인기

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높은 홍보효과 - 인기가 많은 품목에 서울을 담은 디자인

으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부담없이 사용하고 선물하기 좋은 상품

이다.

3. 세련된 재해석 & 차별화 - 옛날 조선시대의 피부 미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서울의 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과 차별화가 있다.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3,000원(WON)

마이어스(이은정) 

LEE EUNJEONG
010-7722-5667
maius@idus.me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2 Incense pouch with fragrance of Seoul 装着首尔香气的香囊2

An incense pouch which can be widely used as car air 
fresheners, closet sachets and air fresheners in rest 
rooms and meeting rooms.  It has a small size so that it 
is easy to carry. Its reasonable price enables the product 
to be easily used as gifts and souvenirs.  In addition, 
its fragrance lasts long. It can be used for four to six 
months when used in a closed space. When used in an 
open place, it can be used for three months or longer. 
Fragrance power is made from 100% natural materials. 
The powder is eco-friendly and does not human bodies 
any harm.

자동차 방향제, 옷장 사쉐, 화장실 및 회의실용 방향제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향낭(향 주머니)입니다.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인간의 선물, 기업 및 단체의 

기념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향 지속력이 높

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4~6개월, 통풍이 되는 공간

에서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 분말은 

100% 자연에서 온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 친환경적이며 인

체에 무해하다.

MATERIALS
종이, 우드스킨 100g

Paper, wood skin 100g
纸，木皮

PRICE
4,000원(WON)

몽키랩(최호철) 

CHOI HOCHEOL
010-3455-7800
lefthc@monkey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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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现有毛巾的设计大多数只限于在框架上，该产品是从框

架中脱离，使用前，使用中和使用后都是不同的设计，

模仿汉阳都城的韩屋村南山的设计，增添韩国的美。不

仅可以卖给国外游客还可以放在酒店或招待所等，容易

陈列，这种设计会带给游客与众不同乐趣。

“Desk Service”是由石英的条纹鹅卵石制成。 首尔扩
张大小顺序分为磁铁、 文镇，盒子，4种， 根据韩国传
统陶瓷装饰镶嵌法简单的描绘了不同时代的象征建筑物
和景点。 2种盒内有首尔汉江的28座桥中首次建造的汉
江铁桥和近期建造的岩寺大桥。
凝视着白色石英条纹鹅卵石会想起和600多年历史十分
相似的首尔。首尔被指定为首都后的扩大感比喻为无数
次碰而撞磨损变小的鹅卵石，鹅卵石堆起来互相维持平
衡的形象表示首尔的过去和现在与未来。

페블 PEBBLE 水晶

This is 'Desk Service' made with a pebbble which of surface 
is like the striped pattern of quartz.Historical spaces and 
buildings are expressed by inlaying technique of Korean 
traditional ceramics techniques and it consists of a margnet, 
a paperweight, and two bowls with lids in order of the 
city, Seoul, widening. The oldest and latest bridges, called  
Hangang Railload Bridge and Amsa Bridge respectively of 28 
Bridges over the Han River in Seoul are seen are inside of the 
bowls and lids.
While looking at the pebble that harbours the white striped 
pattern of quartz, it has a similarity with Seoul which has the 
600years of history and the Han River comes across in mind. 
As Seoul has widened after it was established as the capital 
the pebble is expressed as it constantly has worn down and 
bumped against things outside in order of sizes. The look of 
balancing each other on a pile of pebbles represents past, 
present, and future of seoul.

석영 줄무늬의 조약돌을 소재로 만든 'Desk Service'이다. 서

울이 확장되는 크기 순으로 자석, 문진(文鎭), 합(盒子)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별로 상징적인 건물과 장소

를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 장식 기법인 상감기법으로 단순화하

여 표현했다. 2가지의 합 내부에는 서울에 속한 한강의 28개 

다리 중 가장 처음 건조된 한강철교와 최근에 건조된 암사대

교를 두었다.

흰 석영 줄무늬를 품고 있는 조약돌을 응시하고 있다 보면 우

리의 한강을 품고 있는 600여년 역사의 서울과 무척이나 닮

아 있음이 떠오른다. 서울이 수도로 제정된 이후 확장되어짐

을 무수히 닳고 부딪쳐 작아진 조약돌에서부터 크기순으로 표

현했으며 각각의 조약돌을 쌓아 놓았을 때 서로 균형을 유지

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서울을 나타낸다.

MATERIALS
백색자기토, 그레이 안료, 골드

Porcelain, Gray pigment, Gold
白瓷土, 灰色颜料, 金领阶层

PRICE
Magnet : 8,000원(WON)

Paper weight : 15,000원(WON)

Small box : 27,000원(WON) 

Large box : 38,000원(WON)

남세라믹웍스(윤남) 

YOON NAM
010-9936-8204
contact@yoonnamm.com

몰리그 수건 MOLLIG TOWEL MoLLIG 毛巾

Previous towels, when it was designed, was not broken 
form of a towel.However, this towels was an attempt 
beyond to format.
This towels is different in the design when using or 
before use.This design can give beauties in Korea 
,becasue it was motived by Hanyang dosung, Hanok 
Village, NamshanIn addition, it can be selled to foreign 
tourists,and easily displayed on a hotel or guesthouse.
Therefore, this design can give a unique fun to foreign 
tourists

기존 수건들이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수건 틀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한정적이었으나 이제품은 그 틀에서 벗어나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양도성 한옥마을 남산을 본 딴 디자인으로 한국적

인 미를 주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

라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쉽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

어 관광객들에게 색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MATERIALS
면 100%

cotton 100%
棉100%

PRICE
10,000원(WON)

진성호, 허예원

JIN SEONGHO, HEOYEWON
010-2296-7174
wlstjdgh11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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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 탁상용 캘린더 2017 Seoul Table Calendar 2017 首尔台历

I made 2017 table calendar which are composed by pen 
and colored drawings 
that represents representative buildings of Seoul. 

画出首尔的韩屋及代表首尔的建筑物，涂色后制作成

2017年台历，为了让外国人方便使用，写上英文和中

文。 

서울의 한옥 및 서울을 대표할만한 건축물들을 펜으로 그린 

후 컬러링을 한 그림들로 2017년도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하

였고 외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과 중국어로도 표현하

였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5,000원(WON)

윤희철 

YUN HUICHEOL
010-5337-6944
hcyoon@daejin.ac.kr

보 boh 布块

"Boh” is the traditional name of cloth which can wrap or 
cover something. In the past time, there are bunch of way to 
use “Boh” to wrap or cover something such as table, jewelry, 
letter, book, accessories, decorative quilting, printed textile, 
patchworks, etc. Additional layers can be adopted for purpose 
of using like attaching oilpaper at the back side of “Boh” to 
wrap or cover food.
Among all these traditional “Boh”, small sized patterned “Boh” 
which we can call as “Bozagi” are created but I would like to 
call all as “Boh” under the brand name of this product line. 
“Boh” which is developed on this time based on modernizing of 
traditional patterns can be used for wrapping of gift, lunchbox 
and some stuff, etc. or can be used as scarf or bandana. And 
pattern on this initial product will be expended to “Boh” for 
bedding kit, envelope, etc. in near future.
Our neighborhood countries like Japan and China are still 
using this type of cloth for many cases up to now and green 
oriented companies prefer using this as packaging method.

’包‘是为了打包或遮盖的布块，小的叫布盖。以前用

途复杂，种类多，被子布、桌布、首饰布、信封布、

书布、玩具布、印染布、碎布等。根据用途分单双层

的，包食物或遮盖布里垫了一层吸油纸。这样的传统布

包中，先开发了小形包裹，现代方式重新诠释，有包礼

品、饭盒、物品等用途，可以换成小围巾或方巾使用。

另外, 今后可以在同品牌内同样面料做成包被子布、包

信封布等多样化产品。 日本和中国等国家也较多的使

用布包，最近企业也重新重视环保型包装材料。

'보'란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한 헝겁으로써 작은 것은 보자기

라고 한다. 옛날에는 용도도 복잡하고 종류도 많았는데, 이불

보를 비롯해서 상보, 패물보, 편지보, 책보, 노리갯보, 수보, 날

염보, 조각보 등이 있었다. 용도에 따라 홑으로 된 것도 있고 

겹으로 된 것도 있으며, 음식물을 덮거나 싸는 것은 안에 기

름종이를 받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 보 중에서 작은 보자

기 형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보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 하여 선물포장이나 도시락, 물건 등을 싸는 용도에서 쁘띠

스카프나 반다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동 브랜드 안에서 추후에 같은 패턴의 원단으로 이불보, 편

지보 등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중

국 등 보자기의 활용이 많은 나라들도 있으며, 최근 친환경적

인 포장재로 기업에서도 재조명 받고있다.

MATERIALS
아사면 60수, 물노방

cotton ,cristal fabric
棉60支，水晶面料

PRICE
24,000원(WON)

조영아 

JO YOUNGA
010-6229-4403
taam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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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80선

- 아이디어상

서울여행 티스푼, 티포크 

서울하루

지하철 관광명소(핫스팟) 휴대폰케이스

경복궁 꽃살문 함 시리즈

사계절의 서울

서울네일

크라프트라이츠

서울지하철 역명판 액세서리 

은꽃촛대

아기자기한 서울 시리즈

한옥장석 명함집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3

서울 디자인 펜(I.SEOUL.U), 서울디자인펜(훈민정음), 서울디자인펜(민화)

서울풍경1-스마트폰 공명스피커(트윈)

움직이는 서울

서울의 퍼즐

립미얼론 북촌 한옥마을  시리즈

서울디자인초콜렛쿠키

방짜주물유기 골프볼마커

서울지하철역명판 시리즈

다님길 걷기

서울을 달콤함으로 기억하다

서울에서놀자-데스크매트, 윷놀이세트 

꽃채움 열쇠고리장식

옻칠로 서울을 보다

서울허그미 쿠션

ISEOULU 황동풍경

I SEOUL U 소주잔 5종세트

서울번드화-라륀

I♡SEOUL 스냅백모자

내 손 안의 서울 

립미얼론 디디피 

희망솟대

방짜주물유기

서울풍경 수저세트 

무거운거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머그컵+3D프린팅

페이퍼 토이- 숭례문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N서울타워

- IDEA PRIZE

Seoul Travel Tea Spoon and Fork 

One Day in Seoul

Seoul Hot Spot Cell Phone Case

Kyeongbok Palace Kotsalmun Box Series

Seoul of Four Seasons

Seoul Nail

Craft Lights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Accessory 

Silver Flower Candle Stick

Picturesque Seoul Series

Korean House Business Card Box 

Pouch with Seoul’s Smells 3

Seoul Design Pen (I.SEOUL..U), Seoul Design Pen (Hunminjeongeum), Seoul Design Pen (folk painting)

Seoul Scene 1 – Resonance Speaker for Smartphones (twins)

Moving Seoul 1

Puzzle of Seoul 

Leave Me Alone Bukchon Korean Village Series

Seoul Design Chocolate Cookies

Golf Ball Marker Made of Brass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Series

Walk on Danimgil

Remember Sweet Seoul

Let’s Play in Seoul: Desk Mat and Yunnori Set 

Decoration for Key Holders

Lacquering Seoul

Seoul Hug Me Cushion

I SEOUL U Brass Wind-Bell

5 “I SEOUL U” Soju Glass Sets 

Seoulbund Hwa "La lune"

I♡SEOUL Snapback Cap

Seoul in My Hand 

Leave Me Alone DDP

Sotdae (Pole) of Hope

Brassware

Seoul Spoon and Chopstick Set

Heavy Mirror of DDP

Mug Cup + 3D Printing

Paper Toy - Sungryemun

4 Seasons of Korea

N Seoul Tower

- 創意领域

首尔旅行，茶匙，点心叉

首尔一天

地铁旅游景点（热点）手机壳

景福宫花纹图案盒系列

首尔四季

首尔美甲

工艺灯

首尔地铁站名首饰

印花烛台

美丽而可爱的首尔系列

韩屋长席名片夹

带首尔香气的香囊3

首尔设计笔（I.SEOUL.U），首尔设计笔（训民正音），首尔设计笔（民画）

首尔风景1-智能手机共鸣扬声器（twin ）

动感的首尔1

首尔的拼图

leave me alone北村韩屋村的系列

首尔设计巧克力饼干

白铜器高尔夫标志

首尔地铁站名板系列

步行Danimgil

首尔甜美记忆

玩在首尔-桌面垫，翻板子游戏盘 

装满花的钥匙扣装饰

上漆看首尔

首尔hug me靠垫

ISEOULU黄铜风景

I SEOUL U 烧酒杯5件套

seoulbund“la_lune

I♡SEOUL 棒球帽子

我手中的首尔

leave me alone DDP

希望高杆

白铜器

首尔风景勺筷套装

重镜子东大门设计商场

马克杯+3D印刷

纸玩具-崇礼门

美丽的韩国四季

N首尔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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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ay首尔-笔记本给访问首尔的游客传统与现代共

存的首尔美丽形象和代表首尔的想象动物獬豸的形象，

回忆旅行时开心的一刻，可以记录旅行瞬间的“相册”

的笔记本。

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文化遗产名录评选之际，为了给

国内外游客更形象的宣传汉阳都城的历史和制作美丽的

地图为基础的旅行桌面游戏。画家和书法家把汉阳都城

的所有区域亲自画出来的地图做图像处理，提高了收藏

价值的同时，又易于挂条幅,结合传统装裱方式， 旅行

汉阳都城时可以用的到里面的信息。 此外,把地图卷起

来放进桶里，最大限度的提高便携型，可以通过韩国历

史和思想游戏，自然地接触到。

원데이서울-노트 onedayseoul-note one day首尔-笔记本

'onedayseoul-note' is for tourists visiting Seoul, 

expressing beauty of Seoul with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modern, and the Hachi; mystical creature 

representing Seoul. Notes are designed to use as a 

"Photo book" for recalling the joyful moments of travel.

'원데이서울-노트'는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현

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과 서울을 대표하는 상상

의 동물 해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행의 즐거웠던 시간을 떠

올리며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포토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제작된 노트이다.

MATERIALS
종이, 비닐

paper, vinyl
纸，乙烯基

PRICE
3,500원(WON)

onedayseoul(최두영) 

CHOI DOOYOUNG
010-4886-5406
contact@onedayseoul.com

MATERIALS
종이, 나무, 플라스틱, 명주실

paper, wood, plastic, silk 
纸，木，塑料，明珠线

PRICE
23,000원(WON)

에스에이치네스크(박승하)

PARK SEUNGHA
010-6218-3400
shnesque@naver.com

한양도성 순성놀이 BoardMap Tour, Seoul City Wall 汉阳都城游城游戏

SHNESQUE is dedicated to discover hidden stories about 
our region and preserve them in an enjoyable way. HanYang-
DoSung(Seoul City Wall) built with amazing construction 
technology, maintains its beauty after many years, represents 
the Korean spirit, and captures the essence of our culture, 
Each layer of HanYang-DoSung holds stories that guide us 
and opens up our future on the strong foundation. 
This souvenir item is designed with illustrations and Korean 
traditional calligraphy of HanYangDosung(Seoul City Wall), 
Based on the traditional ides and culture of Korea, this set is 
desinged using Korean handing scroll. Pendant and Marker 
desingned with the four guardian spirits of the four directions: 
Blue Dragon (East), White Tiger(West), Red Phoenix (South), 
and Black Turtle(North). Game rule is designed using Yut(yut 
is a traditional Korean board game.)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아

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알리

고자 제작된 지도기반 여행 보드게임이다. 한양도성 전 구간을 

일러스트 작가와 서예 작가가 직접 그려낸 지도를 그래픽화하

여 소장가치를 높이고, 족자로 걸어둘 수 있게 전통표구방식을 

접목하였으며, 실제 한양도성을 여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았다. 또한 지도를 말고, 게임 구성물을 지관통에 담

을 수 있게 하여 휴대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우리의 역사와 사

상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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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루 One Day in Seoul 首尔一天

A clock whose moti fs  are a  Seoul  map and 
Huminjeongeum. Engraved topography and 
Hunminjeongeum accentuate a cubic effect of the clock.  
A simplified map expresses Seoul’s identity like a mark. 
Simple achromatic colors create classy Asian beauty. 
The clock was designed to be slantly seen for users’ 
gazes. An organic foundation structure makes the clock 
strong.   

首尔地形地图和"训民正音解例本为主题的座钟。把地
形和训民正音表现为阴刻的影子，加深了座钟的立体
感。把地图简单化后展现首尔的形象与标志。它使用的
是简单的黑白系列，可以感受到典雅的东方美。考虑到
使用者的视线，设计成斜线瞭望，有机的支架结构的更
加牢固。

서울 지형 지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모티브로 한 탁상시계이

다. 지형과 훈민정음을 음각의 그림자로 표현함으로써 시계의 

입체감을 더했다. 지도를 단순화하여 마크와 같이 서울의 아

이덴티티를 나타냈다. 심플한 무채색 계열을 사용해 고급스러

운 동양미를 느낄 수 있다. 사용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시계를 

사선으로 바라보게 디자인하였으며 유기적인 받침대의 구조

로 견고함에 신경 썼다.

MATERIALS
아크릴, 시계모듈, 나사

acrylic, clock movement, screw
亚克力，钟机心，螺丝

PRICE
35,000원(WON)

시드(송원서) 

SONG WONSEO
010-7157-3360
lenmo@naver.com

Brass tableware made through Korea’s traditional alloy 
technology (copper: 78% / tin: 22%).  This product has a 
sterilization function, maintains food temperature and 
preserves protein for a long time. 

韩国传统的合金铜技术78%的铜和22%柱石制作的有机

餐具具有杀菌作用，保持饮食的温度，是可以使蛋白质

长时间保存生命的餐具。

한국의 전통적인 합금기술 그대로 구리 78%와 주석 22&로 

만든 유기식기는 살균작용을 하며,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고 

단백질을 오랫동안 보존시켜주는 생명의 식기이다.

MATERIALS
놋쇠(유기), 아연

korean bronze, zinc
青铜(有机)，铅

PRICE
2개세트 : 20,000원(WON)

10개 세트 : 100,000원(WON)

아토(송영현, 박성준)

SONG YOUNGHYUN, PARK SEONGJUN
010-4871-3926
kala2001@paran.com

서울여행 티스푼, 티포크 Seoul Travel Tea Spoon and Fork 首尔旅行，茶匙，点心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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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아크릴우드조명_서울성곽지도

서울명소&북촌한옥마을 퍼즐자석

궁중책갈피 시리즈(광화문/정일품)

서울랜드마크수저세트(광화문)

MODERN STYLE I.SEOUL.U 명함메모꽃이+ 메모자석세트(남대문 한강대교)

북촌아씨 가볍다에코백

이리오너라~

숭례문 연필꽂이

서울픽쳐프레임클러치

서울로걷다-아쿠아멀티슈즈

서울체스

서울랜드마크 머그시리즈 1~3

서울버스마우스패드

서울컵받침

새로운 서울 이야기

서울랜드마크사진걸이

한양도성 일체형보조배터리

서울랜드마크칠판다이어리

서울지도에코백시리즈

한양하늘아래도성커피잔

시나브로 시리즈&서울달력

길 위의 향기

서울DIY페이퍼시계

서울을 기억하다-N서울타워

기억저장소 S.E.O.U.L 마그넷

젓가락지도 4종

나와 너의 서울

서울을 빗다 시리즈

DDP자개 명함케이스, 손거울,보조배터리

잔탁워터글러브

컬러링북- 한옥 안에서

태극가방

경복궁 경회루

한양도성- 보조배터리

서울디자인탁상액자

종이향수 카드

ILOVESEOUL 보조배터리

친환경 에코보드 벽시계

서울랜드마크 노트시리즈

무궁화 삼천리화려강산 버스저금통

LED Acryl Wood Lighting – Seoul Fortress Map

Seoul Hot Spot and Bukchon Korean Village Puzzle Magnet 

Royal Bookmark Series (Gwanghwamun/Jeongilpum)

Seoul Landmark Spoon and Chopstick Set

MODERN STYLE I.SEOUL.U Business and Memo Holder and Memo Magnet Set (Namdaemun and Han River Bridge)

Bukchon Lady Light Eco Bag

Come Here

Sungryemun Pencil Vase

Seoul Picture Frame Clutch

Walk to Seoul – Aqua Multi Shoes

Seoul Chess

Seoul Landmark Mug Series 1 - 3

Seoul Bus Mouse Pad

Seoul Coaster

New Seoul Story

Seoul Landmark Photo Hanger

Hanyang Doseong Integral Auxiliary Battery

Seoul Landmark Blackboard Diary

Seoul Map Eco Bag Series

"Doseong Under a Seoul Sky" Coffee Cup

Sinabro Series and Seoul Calendar

Smell on Road

Seoul DIY Paper Clock

Remember Seoul – Seoul N Tower

Seoul Magnet about Memories of Seoul

4 Kinds of Chopstick Map

My and Your Seoul

Combing Seoul Series

DDP Mother-of-Pearl Business Card Box, Hand Mirror and Auxiliary Battery

Jantak Water Glove

Coloring Book – In a Korean House

Taegeuk Bag

Gyeonghee Pavilion at Kuyungbuk Palace

Hanyang Doseong-auxiliary battery

Seoul Table Frame

Paper Perfume Cards

ILOVESEOUL  Auxiliary Battery  

Eco-Friendly Wall Clock 

Seoul Landmark Notebook Series

Beautiful Korea Bus Moneybox

LED亚克力木照明-首尔城郭地图

首尔经典和北村韩屋村拼图磁铁

宫廷数千系列（光化门/正一品）

首尔乐园标志勺筷套装（光化门）

MODERN STYLE I.SEOUL.U 名片备忘录夹

北村小姐又轻又环保购物袋

到这里来

崇礼门笔筒

首尔图画Frame Clutch

漫步在首尔-多功能超轻鞋

首尔象棋

首尔乐园标志马克杯系列1~3

首尔公交车鼠标垫

首尔杯垫

新的首尔故事

首尔乐园标志照片挂

汉阳都城一体式备用电池

首尔乐园标志黑板日历

首尔地图环保系列

汉阳天空下的都城咖啡杯

sinabro系列和首尔挂历

路上的香气

首尔DIY纸表

记住首尔-N首尔塔

记忆储存S.E.O.U.L磁铁

筷子地图4种

你和我首尔

描绘首尔的梳子系列

DDP螺钿名片盒，手镜子，备用电池

盏托water glove

coloring book-在韩屋

太极包

景福宫庆会楼

汉阳都城-备用电池

首尔设计桌面相框

纸香水卡

ILOVESEOUL 备用电池

环保板材挂钟

首尔乐园标志笔记本系列

无穷花三千里华丽江山公交车储蓄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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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네일 Seoul Nail 首尔美甲

Seoul Nail is a beauty care product that shows Seoul 
through nail stickers. 
Anyone can easily have images of Seoul on their hands 
by using nail stickers. Seoul Nail is made up of five kinds. 
Three kinds are about overall Seoul scenes while two 
have detailed Seoul scenes and colors. 

漢文首尔美甲是通过美甲贴表达的美容商品。谁都可以

轻易贴在手上。 首尔贴纸分5种:首尔风景3种和表达首

尔形象和颜色的2种。

서울 네일은 서울 모습을 네일 스티커를 통해 보여주는 뷰티

상품이다. 누구나 손쉽게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여 서울을 손 

안에 담을 수 있다. 서울 네일은 5종으로 구성 되어있다. 서울

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손톱에 입힐 수 있는 디자인 3종과 서

울의 모습과 색상들을 표현한 이미지 2종이 있다.

MATERIALS
종이, 비닐

Paper, Vinyl
纸，塑料

PRICE
6,000원(WON)

박소영, 김혜승

PARK SOYOUNG, KIM HYESEUNG
010-9544-1115
posapji@naver.com

Smartphone cases with images of Seoul’s four 
landmarks in four seasons.

制造了4个象征首尔标志性建筑的可随身携带的四季手

机壳

사계절의 서울 Seoul of Four Seasons 首尔四季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4가지를 선택하여 사계절로 나타

내어 항상 지니는 휴대폰 케이스로 제작하였다.

MATERIALS
플라스틱

Plastic
塑料

PRICE
낱개 : 10,000원(WON)

위성연

WI SEONGYEON
010-8957-5316
tlsqkf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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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꽃살문 함 시리즈 Kyeongbok Palace Kotsalmun Box Series 景福宫花纹图案盒系列

A series of boxes based on flower lattice patterns at 
Kyeongbok Palace. The products have the beauty, 
preciousness and luck of window patterns at palaces.  
This can be used as a jewelry box, an umbilical cord 
box, an accessory box and a utensil for side dishes 
and sauces. It can be a five-part assembly. You can 
additionally buy one part and one set (a prop and a lid) by 
patterns.

应用景福宫的花纹图案的多用途盒系列，装进宫殿窗户

纹样的美丽，珍贵和福。 可应用为宝石盒、脐带盒、

首饰盒，还可以作为装小菜和调料的餐具使用。底盘和

盖子共5层，其余可以单品购买每一层，可按种类底盘

和盖子单品销售

경복궁의 꽃살문을 응용한 다용도 함 시리즈로 궁궐창호 문양

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복을 담는다. 보석함, 탯줄함, 

악세서리함 및 반찬, 소스를 담는 식기로도 활용. 받침부터 뚜

껑까지 5단 사용 가능하며 1단씩 추가 구매 할 수 있고 문양

별로 받침과 뚜껑 1세트씩 개별 판매 가능하다.

MATERIALS
백자 소지

white clay
白磁素地

PRICE
미니합세트 : 25,000원(WON)

원형합세트 : 60,000원(WON)

사각합세트 : 60,000원(WON)

최정호

CHOI JEONGHO
010-4901-5860
lawlensio@naver.com

MATERIALS
플라스틱(열가소성)

Polycarbonate
塑料（热塑性）

PRICE
낱개 : 20,000원(WON)

1002(배백근)

BAE BAEKKEUN
010-3882-1395
bag1002@gmail.com

지하철 관광명소(핫스팟) 
휴대폰케이스

Seoul Hot Spot Cell Phone Case 地铁旅游景点(热点) 手机壳

A cell phone case with I·SEOUL·U which utilizes hot 
spots near Seoul subway stations.    

利用首尔地铁的主要旅游景点（热点）， 以 I. SEOUL. 

U表现的手机壳 

서울 지하철 주요 관광명소(핫스팟)를 활용하여  I·SEOUL·U

로 표현한 휴대폰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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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ostcards and stickers have Seoul and its people 
in a visually charming tone.  

把首尔的面貌和生活在首尔人们的美满生活画在明信片

和贴纸上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KYEO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서울의 모습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기자기한 톤으로 

그려 엽서, 스티커에 담았다.

아기자기한 서울 시리즈 Picturesque Seoul Series 美丽而可爱的首尔系列

MATERIALS
황동, 금도금, 은도금, T핀, 비즈

Brass, gold-plated, silver-plated, Tpins, beads
黄铜，镀金，镀银，T pins，工艺珠子

PRICE
90,000원(WON)

김다슬

KIM DASEUL
010-2964-0901
zoro030@naver.com

은꽃촛대 Silver Flower Candle Stick 印花烛台

This candlestick was produced as a cultural product 
based on aroma therapy, a recent trend. A lotus was 
drawn on the product with Korea’s fan dance and 
Simchong story to express the graceful beauty of Korea. 

使用最近流行的芳香疗法制作成文化商品。以韩国传统

扇子舞和《沈清传》为主题，放入莲花展现韩国典雅的

美。 

촛대는 최근 트렌드인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으

로 제작했다. 한국의 전통 부채춤과 심청전을 모티브로 연꽃

을 넣어 한국의 단아한 미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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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has Korean village and Namsan Mountain 
figures. A laser beam was used to draw and cut them. 
When turning the LED on, light comes between cut 
buildings, creating a fantastic atmosphere. It is fun to 
make the product. 

MATERIALS
금속 (금도금)

Gold plating gold, Gold plating metal, 
artificial leather, silk string, 
natural leather, cubic zirconia
金属(镀金)

PRICE
귀걸이 : 6,900원(WON)

목걸이 : 7,900원(WON), 

브로치 및 반지 : 6,900원(WON), 

팔찌 : 7,900원(WON) 또는 17,900원(WON)

송미순

SONG MEESOON
010-6546-9655
guguda1318@naver.com

想拥有的小巧玲珑的金属垂饰项链、戒指、耳环、手

镯。在2厘米的圆形板上雕刻的地铁站名镀上先进的不

掉色的金后变成了特别的首饰。和圆形协调的贴脖项链

设计，简单化的皮革手镯，耳环，还有可调节大小的戒

指将满足了外国游客特色和美丽的商品两种意义的纪念

品。

Names of subway stations were engraved on 
metal pendants, rings, earrings and bracelets and 
2-centimeter-long circles. The products are plated 
with gold and became special accessories.  These 
accessories are a necklace design which mixes well 
with a round figure, a leather bracelet, earrings and 
rings whose sizes can be adjusted.   These can appeal to 
foreign tourists as extraordinary souvenirs and beautiful 
products.  

소유하고 싶은 아기자기한 금속 펜던트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2cm의 원형에 새겨진 지하철 역명판이 색변화가 거의 

없는 첨단 금도금으로 새워지고, 더 나아가 특별한 악세서리

로 변신하였다. 동그란 라운드 모양과 잘 어울리는 초커 목걸

이 디자인과 심플함을 잘 살린 가죽 줄 팔찌, 귀걸이 그리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반지는 특별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관광 상품과 아름다운 상품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만족시켜주는 기념품이 될 것이다.

서울지하철 역명판 액세서리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Accessory 首尔地铁站名首饰

构成了立体的韩国代表性旅游景点韩屋村和南山，在环

保牛皮纸上精心画出，剪裁完成。开LED剪裁的建筑物

之间投射的光线演出梦幻般的气氛，有亲自组装完成的

乐趣。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옥마을과 남산을 입체적으로 구성

하고, 친환경크라프트 종이에 레이져로 정교하게 그리고 잘라

서 완성시켰다. LED를 켜면 커팅된 건물 사이로 빛이 새어나

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접 조립하며 완성시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크라프트라이츠 Craft Lights 工艺灯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4,000원(WON)

퍼니피쉬(김효정, 양진)

KIM HYOJEONG, YANG JIN
010-5777-2349
mail@funnyf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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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无电力智能手机共鸣扬声器，增大手机的音乐声，是

自然素材的白桦树和白色亚克力制作的手工艺商品。

I ·SEOUL·U – 具有现代化城市感的笔的设计 (金属印刷

技术)

训民正音-以韩文的优秀性和优美的字体为主题设计的

笔(金属印刷技术)

民画- 具有现代化感觉（金属印刷技术）的设计的笔

서울풍경1-
스마트폰 공명스피커(트윈)

Seoul Scene 1 – Resonance Speaker 
for Smartphones (twins)

首尔风景1-智能手机共鸣扬声器
(twin)

A resonance speaker which can amplify the sound of 
music without electric power. This handicraft product is 
made of natural birch wood and white acrylic material.

I SEOUL U - A design pen with a modern urban touch 
(metallic printing method)  
Hunmin Jeongeum – A design pen based on the 
excellence of the Korean alphabet and beautiful fonts 
(metallic printing method)

무전력 스마트폰공명스피커로 휴대폰의 음악소리를 증폭하여 

줍니다. 자연소재의 자작나무와 백색아크릴로 제작된 수공예 

상품이다.

MATERIALS
자작나무 & 흰색아크릴 &도자기

White birch & White Acrylic & Ceramic
白桦树，白色亚克力，陶瓷

PRICE
70,000원(WON)

전영식(디자인뷰)

JEON YOUNGSIK
010-2234-3284
youngjbl@hanmail.net

MATERIALS
ABS 수지

ABS
ABS

PRICE
낱개 : 5,000원(WON)

2세트 : 10,000원(WON)

4세트 : 20,000원(WON)

㈜미림실업(염혜선)

YEOM HYESEON
010-3719-4720
heasun0191@yahoo.co.kr

서울 디자인 펜(I·SEOUL·U), 
서울디자인펜(훈민정음), 
서울디자인펜(민화)

Seoul Design Pen (I·SEOUL·U), 
Seoul Design Pen (Hunminjeongeum), 
Seoul Design Pen (folk painting)

首尔设计笔（I·SEOUL·U），
首尔设计笔（训民正音），首尔
设计笔（民画）

I SEOUL U - 현대적인 도시감각을 살린 디자인 펜 (메탈릭한 

인쇄 기법)

훈민정음 - 한글의 우수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필체를 모티브

로 하여 구성한 디자인 펜 (메탈릭한 인쇄 기법)

민화, 풍속화를 - 현대적 감각(메탈릭한 인쇄 기법)으로 표현

한 디자인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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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放入名片和信用卡等保管的名片盒，可以放进包里携

带或放在桌面上使用。经过原木加工后天然油上色处

理。 

A business card case which contains business cards and 
credit cards. You can carry this product in a bag or put it 
on a desk. It is made of processed wood and painted with 
natural oil.   

MATERIALS
종이, 매쉬멜로우 128g  

Paper, maeseimellou 128g
纸，Marshmallow 128g

PRICE
4,000원(WON)

몽키랩(김성현)

KIM SEONGHYUN
010-7557-7801
d9z@monkeylab.co.kr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3 Pouch with Seoul’s Smells 3 带首尔香气的香囊3

A smelling pouch which can be widely used as car air 
fresheners, closet sachets and air fresheners in rest 
rooms and meeting rooms.  It has a small size so that it 
is easy to carry. Its reasonable price enables the product 
to be easily used as gifts and souvenirs. In addition, 
its fragrance lasts long. It can be used for four to six 
months when used in a closed space. When used in an 
open place, it can be used for three months or longer.  
Fragrance power is made from 100% natural materials. 
The powder is eco-friendly and does not human bodies 
any harm.

汽车芳香剂、衣橱、香囊、卫生间、会议室等地方使用

的芳香剂（香袋）， 体积小，携带方便，价格合理，

送礼或适合企业、团体的纪念品。香味持续时间长，在

密闭的空间里可以使用4~6个月，通风的空间可以使用

3个月以上。香料的粉末使用100%天然材料制造，既

环保又对身体无害。 

자동차 방향제, 옷장 사쉐, 화장실 및 회의실용 방향제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향낭(향 주머니)이다.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

편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인간의 선물, 기업 및 단체의 기

념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향 지속력이 높아 밀

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4~6개월, 통풍이 되는 공간에서

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향 분말은 100% 자연에서 온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하다. 

MATERIALS
하드우드, 금속 외

Hardwood, metal
硬木，金属除外

PRICE
35,000원(WON)

세종아트(조상명)

JO SANGMYEONG
010-2744-8625
sejongart@daum.net

한옥장석 명함집 Korean House Business Card Box 韩屋长席名片夹

명함과 신용카드 등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명함케이스로 

가방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데스크 위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원목 가공 후 천연오일로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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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미얼론 북촌 한옥마을 시리즈 Leave Me Alone Bukchon Korean Village Series leave me alone北村韩屋村的系列

Mile Post Seoul Design Chocolate Cookie is a chocolate 
souvenir that expresses N Namsan Tower, a Seoul 
landmark, through three kinds of painting styles. The 
product offers three flavors (white chocolate, bananas 
and strawberries). This item was produced to offer a food 
souvenir that symbolizes Seoul to tourists visiting Seoul 
in addition to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Jeju tangerine 
chocolate.

里程标首尔设计的巧克力饼干把首尔的代表象征物N

塔表现为3种插图方式的画风，具有3种口味（白巧克

力，香蕉，草莓）等，制作目的是向访问首尔的外国游

客提供传统食品、纪念品，济州柑橘除外的象征首尔的

巧克力纪念品

서울디자인초콜렛쿠키 Seoul Design Chocolate Cookies 首尔设计巧克力饼干

MATERIALS
종이, 비닐, 초콜렛, 과자

Paper, OPP, Chocolate, Cookie
纸, 塑料, 错误, 果饵

PRICE
13,000원(WON)

마일포스트(이경주) 

LEE KYEONGJOO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湿巾-北村韩屋村形象，旅行中为了方便携带使用或

购买送礼，是注重尺寸和设计的产品。 *手机壳-北村

韩屋村形象，平时携带可以让游客记住北村的商品。

*carrier tag和magnetic-北村韩屋村形象，可以写上姓

名和地址，旅行后carrier tag跟着行李一起保管在仓库

里，但北村magnetic可以贴在冰箱，是可以近距离回

忆的商品

*Wet tissue: A wet tissu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It is a portable size. It can be sued during travels or as a gift. 
* Cell phone case: A cell phone cas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It is a portable size. It will bring back memories 
about the village. 
*Carrier tag and magnet: A carrier tag and magnet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You can write your name and address on 
this carrier tag and magnet. After a travel, you put the bag with the 
carrier tag in storage. But the magnet on a refrigerator will bring 
back memories about the travel. 
*Candy: Candies in a cas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Travel memories are saved through various sensory organs and 
then well remembered. Its package is orange color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bway No.3 line. The candies taste orange and 
smell like oranges. In particular, their sweet taste helps you cherish 
for good memories. 

* 물티슈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되어있는 물티슈. 여행 중 휴대

하기 편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으며, 여행 필수품인 물티슈를 여행 중 사용

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한 제품이다.

*휴대폰 케이스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으로 담긴 휴대폰케이스

로, 평소에 휴대하며 북촌을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캐리어택 & 마그네틱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으로 담긴 캐리어택

과 마그네틱, 캐리어택 속에 이름과 주소를 마그네틱에 적을 수 있고, 여행 

후 캐리어택은 가방에 달려 창고에 보관되지만, 북촌마그네틱은 냉장고에 

붙여두고 볼 수 있어 여행의 추억을 가까이에서 간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캔디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사탕케이스에 디자인되어 있는 서울사탕. 

여행의 기억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며, 다양한 감각기관이 함께 

관여될 경우 기억의 저장과 인출에 더 용이함. 북촌한옥마을 근접 교통수

단인 3호선 색깔(시각) 포장지에 매칭되는 오렌지 맛(미각), 향(후각)을 가

진 제품. 특히 단맛의 경우 그곳에서의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 초콜렛 쿠키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인 N서울타워
를 3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고, 3가지 맛(화이트 초콜렛,바나나,딸
기)으로 제작하여, 서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전통식품 기념
품, 제주감귤 초콜렛 외에 서울을 상징하는 식품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자 제작하게 된 서울을 상징하는 초콜렛 기념품이다.

MATERIALS
물티슈 : 면, 레이온, 정제수, 알로에추출물(cotton, rayon, water, aloe, extract)

휴대폰 케이스 : 프로폴리텐(polypropylene), 캐리어택 & 마그네틱 : 에폭시, 마그넷 (Epoxy, Magnet)

캔디 : 설탕, 물엿, 정제팜유, 구연산, 옥수수전분, 옥배유, 합성착향료(오렌지향) sugar, starch syrup, 

palm oil, citric acid, corn seed oil, artificial flavor(orange)

湿巾 : 棉，人造丝，精制水，芦荟提取物                                     
手机壳 : 聚丙烯, carrier tag 和磁铁 : 氧树脂，磁铁
糖果 : 白糖，淀粉糖浆，棕榈油，玉米淀粉，玉米籽油，人造香味剂(橙汁味道)

PRICE
물티슈 1,100원(WON), 휴대폰케이스 23,000원(WON)(실속형), 28,000원(WON)(선물용)

케리어택 & 마그네틱 9,800원(WON)(실속형) 14,500원(WON)(선물용)

캔디 7,900원(WON)

디랩코리아(김나라)

KIM NARA
010-3121-3360
dlabcorea@gmail.com / leecheol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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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uzzle-type necklace made of 25 units whose 
motif is a Seoul map. You can wear this necklace 
depending on wearing methods as the necklace has 
flexible forms that consider functions and formativeness. 
Users can enjoy completing the necklace by taking part 
in a process to turn a Seoul map frame into a necklace.

本产品以首尔的地图为主题，25个UNIT连接设计制作

的拼图型项链，考虑到产品的功能和造型的具有变化性

的形状，有多种佩戴方法。佩戴者通过体验由画框式首

尔地图变成项链式的变化过程，目的是享受一起参与完

成中的乐趣。

본 제품은 서울의 지도를 모티브로 25개의 유니트를 연결하

여 디자인 제작한 퍼즐형 목걸이로, 제품으로서의 기능과 조

형성을 고려한 유동적인 형태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로 하여금 액자형

의 서울지도에서 목걸이로의 변환과정에서 착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완성되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 

서울의 퍼즐 Puzzle of Seoul 首尔的拼图

Puzzle of Seoul is a series of four puzzles. The series is 
made up of Hanyang Fortress Puzzle based on a Seoul 
map produced in the 1990s, Gyeongbok Palace, Insa-
dong and Yoido Puzzles. Each puzzle has five subordinate 
puzzles where fortress gates, major buildings and 
traditional everyday items. The puzzle gives you joy and 
information about Seoul.

puzzle of seoul是4种系列组成的拼图。以1900年代制

作的汉城府地图为主题的汉阳都城拼图和画出各地理的

景福宫和仁寺洞、汝矣岛组成拼图，其中有5个拼图是

藏着实际存在的城门，各空间的主要建筑物，韩国的传

统生活用品等，具有拼图乐趣的同时又可以逐步了解首

尔的魅力。

puzzle of seoul은 4가지 시리즈로 구성된 퍼즐이다. 1900년

대 제작된 한성부지도를 모티브로한 한양도성퍼즐과 각각의 

지리를 표현한 경복궁, 인사동, 여의도퍼즐로 구성되었다. 각 

퍼즐에는 5개의 특별한 퍼즐이 있는데 퍼즐에 따라 실존하고 

있는 성문들, 각 공간의 주요 건물들, 한국의 전통 생활용품 

등이 숨어있어 퍼즐을 맞추는 재미와 함게 서울의 매력을 하

나씩 알아갈 수 있다.

MATERIALS
목재

MDF
木材

PRICE
한양도성 : 30,000원(WON) 

경복궁 : 32,000원(WON)

인사동 : 32,000원(WON)

여의도 : 32,000원(WON)

김현경

KIM HYUNKYEONG
010-7515-8608
design_h_@naver.com

MATERIALS
황동, 골드도금

Brass, 14k gold Plating
黄铜，镀金

PRICE
A 타잎 : 48,000원(WON)

B 타잎 : 68,000원(WON)

오브제오감(김은정)

KIM EUNJEONG
010-8664-4448
objetogam@naver.com

움직이는 서울 Moving Seoul 动感的首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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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is a popular product among Korean and 
foreign tourists.  The gold sheet of the product produced 
by Jekiss with the latest facilities on Jeju Island, a clean 
area has an “I SEOUL U” emblem. 

巧克力是国内外游客喜好的商品之一，是很多人喜欢

的有魅力的食品。位于韩国的清境地区济州岛，具有

先进设备，在 “JE KISS”生产的“高级” 首尔品牌 I 

SEOUL U 各种组合讲述首尔故事

초콜릿은 국, 내외 관광객에게 선호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식품이다. 한국의 청정지

역 제주에 위치하여 최신식 설비를 갖춘 '제키스'에서 생산된 '

고급 초코쉘 금빚지' 위에 서울의 브랜드 I SEOUL U를 다양한 

조합으로 서울의 스토리를 담았다.

MATERIALS
초콜릿

chocolate
巧克力

PRICE
7,900원(WON)

초코셀디(류지연)

RYU JIYEON
010-9165-8764
chocoseldi@hanmail.net

通过游戏，转悠汉阳都城，自然地熟悉各景点的位置，

获得首尔特别市中区和钟路区的信息。（背诵式的注入

X)，游戏板利用贴纸和自己的照片等各种道具（地图上

标示捷径、好走的约会路线、喜欢的小吃店等）找出属

于自己的新地图可以与他人共享，使用游戏筹码（磁

铁)， 贴纸可以贴在自己的房间里、店铺等的墙上、放

进相框里，也可以当装饰品利用，使用价值非常高。

게임을 통해 한양 도성 안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레 각 관광명

소 위치를 가늠하게 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임판은 스티커와 자신의 사진 등, 

여러 소품들을 이용하여 (알고 있는 지름길, 다니기 좋은 데이

트 코스, 내가 찾은 맛집 등을 지도에 자유롭게 표시) 나만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게임 말

(자석), 스티커를 가지고 자신의 방이나 가게 등의 벽에 붙여

놓거나 액자에 넣어놔도 어울리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This game lets players know the locations of tourism 
attractions in Seoul and obtain information about Jung-
gu and Jongro-gu, Seoul. This game board enables 
you to make your own map with stickers and photos so 
the map shows short cuts, good date courses and nice 
restaurants among others.  This board can be attached 
to the wall of the owner’s room or shops with magnets 
and stickers. This product can come in handy as an 
interior items, too. 

MATERIALS
종이, 자석, 스티커, 클레이(플라스틱)

paper, magnet, sticker, clay(plastic)
纸，磁铁，贴画，黏土(塑料)

PRICE
24,000원(WON)

김혜정

KIM HYEJEONG
010-3999-1394
good2299@naver.com

서울을 달콤함으로 기억하다 Remember Sweet Seoul 首尔甜美记忆

다님길 걷기 Walk on Danimgil 步行Danim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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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인조가죽, 금속, 폴리원단

artificial leather, metal, poly
人造革，金属，雪纺布料

PRICE
59,000원(WON)

키스토끼(천여주)

CHEON YEOJOO
010-8583-4611
guguda1318@naver.com

利用现有地铁站名设计的实用性商品，圆形斜挎包和化

妆包、铅笔盒，又介绍模式化站名板制作的长方形化妆

包。因此特别突出了首尔地铁的主题，是化妆包最大的

优点。是特别的旅游商品，象征着的首尔，韩文也变得

有魅力，可以想象到能深受很多外国游客们的喜爱。此

外，大小和站名也可以多样化设计，所以更实用

A round cross bag, a pouch, a pencil case and a 
rectangular pouch. Their designs were based on 
subway station name plates. This design is the most 
distinguished point of this bag.  This product symbolizes 
Seoul and features attractive Korean alphabets, 
attracting foreign tourists. In addition, this product is 
very practical as it can vary sizes and subway stations’ 
names. 

기존 지하철 역명판 디자인에 용도가 추가되어 유쾌하고, 실

용적인 상품이 된 원형 크로스백과 파우치, 필통, 또 역명판을 

패턴화해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파우치를 소개한다. 그렇기

에 디자인의 모티브가 서울의 지하철이라는 것이 너무 특징적

으로 잘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

별한 관광 상품으로 서울을 상징하고, 한글마저 매력적이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또 크기, 지하철 역명도 다양화 할 수 있기에 더욱 실용적

이다.

为了韩国传统的上乘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传统

有机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常用

的到“的产品，把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制

作高尔夫求标志系列

MATERIALS
방짜유기(주물), 황동

White Brassware, Brass
上乘铜器(铸件), 黄铜

PRICE
낱개 : 20,000원(WON) - 부식

낱개 : 30,000원(WON) - 부조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This product was developed for the modern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forged high tin bronze plate. This 
product has a sterilization function as a tin bronze 
product. So people can make the most of this product 
well by holding it all the time. Symbols of Seoul and 
images of tourism sites in Seoul were applied to this golf 
ball marker.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대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

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

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골프 볼마커 시리즈를 제

작하였다.

서울지하철역명판 시리즈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Series 首尔地铁站名板系列

방짜주물유기 골프볼마커 Golf Ball Marker Made of Brass 白铜器高尔夫标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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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패브릭

fabric
织物

PRICE
25,000원(WON)

띵스디자인(명종수)

MYEONG JONGSOO
010-5063-5964
wooro2@naver.com

Cushions with four Seoul landmarks (Gwanghwamun, 
Namdaemun, Seoul City Hall, Namsan Tower). These 
cushions make the landmarks friendlier.

该商品是把首尔的4大标志(南大门，光化门，首尔市政

府，南山塔),形象化而制作的商品，使用该产品自然和

首尔的景点相结合，目的是熟悉首尔的景点 

해당 상품은 서울의 랜드마크 4곳 (광화문, 남대문, 서울시청, 

남산타워)을 이미지화 하여 쿠션으로 제작한 상품으로써, 해

당상품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서울의 명소를 안으면서 서울의 

명소와 친숙하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MATERIALS
옻칠, 자개, 메추리알, 금박

ottchil, mother-of-pearl, quail egg, gold leaf
漆，螺钿，鹌鹑蛋，金叶

PRICE
200,000원(WON)

안유미

AN YUMI
010-5152-7644
fjrzl4864@naver.com

是韩国代表性螺钿漆器，在手表的基础上结合代表首尔

的风景制作

Lacquerwork inlaid with mother-of-pearl with symbolic 
scenes of Seoul

한국의 대표적인 나전칠기를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경

을 시계에 접목하여 제작하였다.

서울허그미 쿠션 Seoul Hug Me Cushion 首尔hug me靠垫

옻칠로 서울을 보다 Lacquering Seoul 上漆看首尔

���4�������.indd   39 2016-10-11   �� 1:52:04

38   

 

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MATERIALS
한복자수리본, 금속장식, 레이스, 체인, 기타 액세서리 재료

hanbok emboidery ribbon, metal decoration, lace, chain, and 
other accessory meterial 
汉服刺绣蝴蝶结，金属装饰，类似，链条，其他饰品材料

PRICE
8,500원(WON)

홀리코(강희정)

KANG HUIJEONG
010-3928-9946
holyco@naver.com

我公司是生产蝴蝶结的第3代的家族企业，和低廉的中

国蝴蝶结有差别，持有多种技术专利证书和KC.Kotiti 

KC，获得ISO证书， 2015年被选定为新知识人企业的

法人公司。本公司不仅生产蝴蝶结还为了宣传此产品，

设计上增大心血，已经入驻免税店、百货店、中小企业

所属的 Kmall 24，是获得认证的商品。这次首尔象征纪

念品是国内最早的使用韩服面料制作的征集活动商品，

参加这次活动是为了这期间被众多工艺人们厚爱的优雅

而美丽的蝴蝶结迈向全世界而做的宣传。

Our company has made ribbon for three generations. We 
produce high quality ribbons and have patens and KC, 
Kotti and ISO certificates.     Our company was selected 
as a new knowledge-based company in 2015. In addition, 
we have worked hard on the utilization of ribbon design. 
We sell our products at duty-free shops, department and 
Kmall. We took part in the Seoul Souvenir Contest with a 
ribbon based on a Korean dress fabric in order to inform 
the world of the graceful and beautiful ribbon   

우리 회사는 3대째 가업으로 리본을 만드는 제조회사로써 저

가의 중국리본과 차별화한 고급리본을 제작하여 다양한 기술

특허보유와 KC. Kotiti 그리고 ISO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 신

지식인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회사이다. 또한 리본제품 생산뿐 

아니라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한 리본디자인 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면세점, 백화점, 중소기업청 산하에 Kmall 24에도 입

점하여 인정받은 디자인 제품이다. 이번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은 국내 최초로 한복원단을 리본으로 제작하여 그

동안 많은 공예인들에게 사랑받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리본을 

전세계로 알리고자 참여하였다.

MATERIALS
(상단)폴리인타록원단 + (바닥)천연고무

polyester fabric + natural rubber 
(上面)聚酯棉料+(地板)天然橡胶

PRICE
18,0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A desk mat on which a keyboard and a mouse are put. 
4-mm-thick rubber is used so the product gives a great 
sense of cushion. Its serrated back side prevents the 
mat from being slipped. The edge is well finished with 
red threads.  

在日常生活和工作中，键盘和鼠标的最佳尺寸，是放在

桌子上使用的桌面垫，使用 4mm厚度的天然橡胶，在

使用电脑及办公时给人舒适的弹性感。桌垫背面做了天

然橡胶鱼骨纹的防滑处理，边框用红线做了干净利落的

收尾处理。

일상생활, 업무시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포요할 수 있는 최적

의 제품사이즈로 책상에 두고 사용하는 데스크매트이며 4mm 

두께의 천연고무를 적용하여 컴퓨터 및 사무업무시 편안한 쿠

션감을 느낄 수 있다. 데스크매트 뒷면에 천연고무가 빗살무

늬로 있어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면을 빨

간색 실로 오바로크 깔끔하게 마감처리 하였다.

꽃채움 열쇠고리장식 Decoration for Key Holders 装满花的钥匙扣装饰

서울에서놀자-
데스크매트, 윷놀이세트 

Let’s Play in Seoul: Desk Mat and 
Yunnori Set 

玩在首尔-桌面垫，翻板子游戏
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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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duced a snapback cap with cotton. 使用14秀棉制作的棒球帽子。 면 14수 원단을 사용하여 스냅백 모자를 제작하였다.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18,0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MATERIALS
유기

Yugi( Brass )
有机

PRICE
양식세트 : 92,000원(WON)

한식세트 : 98,000원(WON)

서울번드(정경민)

JEONG JYOUNGMIN
010-6367-0103
nfo@seoulbund.com

'“Ra lune” is modernized tableware made of brass. 
Designer Song Seung-yong applied the current 
brassware production method to modern Oriental 
beauty to its design. The product was manufactured by 
brassware master Lee Jong-oh. Ra lune is the future of 
Korean design. 

'“la_lune"具有现代美的韩国传统铜器餐具。宋承勇송

승용设计师积极利用现有的生产方式和东方的现代美，

这样设计的 ”la_lune” 由李钟旿有机名匠制作，“la_

lune"是 seoulbund 首次尝试的有机餐具，是韩国设计

的未来趋势。 

'라륀' 은 현대적인 미가 있는 한국 전통 유기 식기입니다. 송

승용 디자이너는 기존의 유기 생산방식과 동양적인 현대미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게 디자인된 '라륀'은 이종오 

유기명장의 손으로 제작되었다. 서울번드가 처음으로 시도한 

유기 식기 '라륀'은 한국 디자인의 미래이다.

I♡SEOUL 스냅백모자 I♡SEOUL Snapback Cap I♡SEOUL 棒球帽子

서울번드화-라륀 Seoulbund Hwa "La lune" seoulbund“la_l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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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 of 245ml glasses which can be stored as a pile.  
The glasses come in black and gold for more choices for 
consumers. A pile of glasses can be an interior item.  

245ML的适当的容量积累收纳，是具有实用性的产

品，印刷颜色采用黑色和黄金色，扩大了购买者的选择

范围，相同颜色或不同颜色的杯子垒起来，也可以做装

饰品。

245ml의 적당한 용량으로 쌓아서 수납이 가능한 실용성있는 

제품. 인쇄색상을 흑색과 골드로 하여 구매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같은 색상 또는 다른 색상의 컵을 쌓아올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MATERIALS
석회소다유리

glass
石灰苏打玻璃

PRICE
7,900원(WON)

글라스메이트(박혜림)

PARK HYERIM
010-4440-0995
axlvoice@gmail.com

Cushions with four Seoul landmarks (Gwanghwamun, 
Namdaemun, Seoul City Hall, Namsan Tower). These 
cushions make the landmarks friendlier.
This is a scene where a boy and a girl in traditional Korean 
dresses are ringing bells. The inverted brazen vessel-
shaped wind-bell has four pendulums. So its sound is 
clean and deep. The boy and the girl are two lovers in the 
famous Korean love story of Chunhyang-jeon to interest 
foreigners. It is made of thin stainless steel so that it is very 
durable.  A laser openwork process created delicate lines 
and flower patterns and made Korean dresses show a wide 
array of colors. A flower in the love song was expressed 
with a Korean dress pattern. A butterfly was drawn as if it 
was flying under the bell. This wind-bell has small tassels 
with red and blue crystal symbolizing Korea. 

根据穿着传统韩服的娘子和公子敲打钟的情景设计，像

翻倒黄铜锅的钟的外形，四角挂上天平声音清脆而深

沉，讲述韩国最初的爱情故事《春香传》的角色娘子和

公子"春香和梦龙，使用薄的不锈钢材料制成，具有持

久性。以镂空工艺细致的展现了韩服的线条和花朵图

案，根据空间的背景展现韩服不同的色彩。爱情句里的

花是韩服的图案，蝴蝶在钟下飞起来，象征韩国的红色

和蓝色水晶闪烁瞬间的美丽挂上流苏，增添东方感觉的

黄铜风景。

전통 한복을 입은 낭자와 도령이 종을 치고 있는 디자인의 풍

경이다. 놋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종의 외형, 황동 소재에 네 

귀가 있는 추를 매달아 소리가 맑고 깊이가 있다. 낭자와 도령

은 외국인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러

브스토리인 춘향전의 춘향, 몽룡이라는 캐릭터를 입혔고, 얇

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있다. 레이저 투각 

공정으로 한복의 선과 꽃 패턴을 섬세하게 살렸고, 공간의 배

경에 따라 한복의 색이 다양하게 보여 질 수 있게 하였다. 사

랑가 구절 속 꽃은 한복의 패턴으로 나비는 종 아래 나는 것처

럼 표현했다. 한국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의 크리스탈로 반짝

이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작은 태슬을 달아 동양적인 감각을 

더한 황동 풍경이다.

MATERIALS
황동, 스테인레스, 태슬, 크리스탈

brass, stainless, tassel, crystal
黄铜，不锈钢，穗，水晶

PRICE
낱개 : 29,000원(WON)

세트 : 58,000원(WON)

러뷰카타(한아름)

HAN AREUM
010-3738-1250
loveukata@naver.com

I·SEOUL·U 소주잔 5종세트 5 “I·SEOUL·U” Soju Glass Sets I·SEOUL·U 烧酒杯5件套

I·SEOUL·U 황동풍경 I ·SEOUL·U Brass Wind-Bell I·SEOUL·U黄铜风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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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was developed for the modern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forged high tin bronze plate. This 
product has a sterilization function as a tin bronze 
product. So people can make the most of this product 
well by holding it all the time.  Symbols of Seoul and 
images of tourism sites in Seoul were applied to this golf 
ball marker.

为了延续韩国传统的上乘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

传统铜器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

常用的到“，是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制作的

高尔夫求标志系列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대

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골프 볼마커 시리즈를 제작하

였다.

MATERIALS
방짜유기(주물)

White Brassware 
上乘铜器(铸件)

PRICE
낱개 20,000원(WON)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MATERIALS
흑단, 오죽, 유창목, 쪽동백, 나전, 옻칠

ebony, black bamboo, guaiacum, fagrant snowbell, 
mother-of-pearl, vanishing with lacquer
乌木，乌竹，愈疮木，玉铃花，螺钿，漆

PRICE
390,000원(WON)

김숙경

KIM SOOKKYOUNG
010-2369-2534
playsk1@hanmail.net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picked 
Sotdae (Pole) as the most Korean image in 2004. Sotdae 
has various meanings such as hopes, wishes and 
forgiveness.  

2004年世界博物馆协会指定的最像韩国形象的高杆具

有我们的希望、愿望、宽恕等有多种意义，是我们的文

化遗产

2004년 세계박물관협회가 가장한국적 이미지로 지정한 솟대

는 우리의 희망, 소망, 용서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우리의 문

화유산이다.

방짜주물유기 Brassware 白铜器

희망솟대 Sotdae (Pole) of Hope 希望高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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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물티슈 : 면, 레이온, 정제수, 알로에추출물(cotton, rayon, water, aloe, extract)

휴대폰 케이스 : 프로폴리텐(polypropylene), 캐리어택 & 마그네틱 : 에폭시, 마그넷 (Epoxy, Magnet)

캔디 : 설탕, 물엿, 정제팜유, 구연산, 옥수수전분, 옥배유, 합성착향료(오렌지향) sugar, starch syrup, 

palm oil, citric acid, corn seed oil, artificial flavor(orange)

湿巾 : 棉，人造丝，精制水，芦荟提取物                                     
手机壳 : 聚丙烯, carrier tag 和磁铁 : 氧树脂，磁铁
 糖果 : 白糖，淀粉糖浆，棕榈油，玉米淀粉，玉米籽油，人造香味剂(橙汁味道)

PRICE
물티슈 1,100원(WON), 휴대폰케이스 23,000원(WON)(실속형), 28,000원(WON)(선물용)

케리어택 & 마그네틱 9,800원(WON)(실속형) 14,500원(WON)(선물용)

캔디 7,900원(WON)

디랩코리아(김나라)

KIM NARA
010-3121-3360
dlabcorea@gmail.com / leecheol70@gmail.com

*Wet tissue: A wet tissu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It is a portable size. It can be sued during travels or as a gift. 
* Cell phone case: A cell phone cas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It is a portable size. It will bring back memories 
about the village. 
*Carrier tag and magnet: A carrier tag and magnet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You can write your name and address on 
this carrier tag and magnet. After a travel, you put the bag with the 
carrier tag in storage. But the magnet on a refrigerator will bring 
back memories about the travel. 
*Candy: Candies in a case with a picture of Bukchon Korean Village. 
Travel memories are saved through various sensory organs and 
then well remembered. Its package is orange color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bway No.3 line. The candies taste orange and 
smell like oranges. In particular, their sweet taste helps you cherish 
for good memories. 

*湿巾-北村韩屋村形象，旅行中为了方便携带使用或

购买送礼，是注重尺寸和设计的产品。 *手机壳-北村

韩屋村形象，平时携带可以让游客记住北村的商品。

*carrier tag和magnetic-北村韩屋村形象，可以写上姓

名和地址，旅行后carrier tag跟着行李一起保管在仓库

里，但北村magnetic可以贴在冰箱，是可以近距离回

忆的商品

* 물티슈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되어있는 물티슈. 여행 중 휴대
하기 편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으며, 여행 필수품인 물티슈를 여행 중 사용
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한 제품이다.
*휴대폰 케이스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으로 담긴 휴대폰케이스
로, 평소에 휴대하며 북촌을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캐리어택 & 마그네틱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디자인으로 담긴 캐리어택
과 마그네틱, 캐리어택 속에 이름과 주소를 마그네틱에 적을 수 있고, 여행 후 
캐리어택은 가방에 달려 창고에 보관되지만, 북촌마그네틱은 냉장고에 붙여
두고 볼 수 있어 여행의 추억을 가까이에서 간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캔디 :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 사탕케이스에 디자인되어 있는 서울사탕. 
여행의 기억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며, 다양한 감각기관이 함께 
관여될 경우 기억의 저장과 인출에 더 용이함. 북촌한옥마을 근접 교통수
단인 3호선 색깔(시각) 포장지에 매칭되는 오렌지 맛(미각), 향(후각)을 가
진 제품. 특히 단맛의 경우 그곳에서의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A hand mirror with an illustration of a hot spot in Seou. 
Hand mirrors are popular among people of various age 
groups.  The convenient and practical hand mirror will 
attract not only Koreans but foreigners with reasonable 
prices.

이 상품은 서울시 관광명소의 일러스트가 담겨있는 손거울이

다. 기존에 손거울이라는 상품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구매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으로, 간편하면서도 실

용적이고 저렴한 가격대로 이루어져 있는 손거울에 서울시 관

광명소의 일러스트를 담아냄으로써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

인에게도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有首尔市的旅游景点图案的小镜子。适合不同年龄的人

群购买，既实用又经济，非常受欢迎，必将受到国内外

的游客的喜爱。

MATERIALS
종이, 거울

paper, mirror
纸，镜子

PRICE
5,000원(WON)

강현다

KANG HYUNDA
010-5534-5910

립미얼론 디디피 Leave Me Alone DDP leave me alone DDP

내 손 안의 서울 Seoul in My Hand 我手中的首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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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낱개 : 10,000원(WON)

모리 TMS(조성민)

JO SEONGMIN
010-2479-3574
moricool@naver.com

A paper toy of Korea’s No. 1 treasure, Sungryemun. The 
product has realistic roofs and clay figures on the roofs. 
The folding method for the roof is in a patent registration 
process. The method will become an important element 
for old architecture paper toys such as Gwanghwamun 
and Heungin Jimun. In addition, a soft-touch coating 
accentuates soft its texture and colors.

韩国国宝1号的崇礼门做成纸玩具，更接近实际的重现

了崇礼门的隅진阁屋檐和Eocheoguni，隅진阁屋檐折

叠方式正准备申请专利，光华门、兴仁之门等古建筑

制做的玩具会成为重要的因素。另外,又涂层soft-touch 

强调了柔软的质感和色彩 。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페이퍼토이로 만들었다. 숭례

문의 우진각 지붕과 어처구니를 좀더 사실과 가깝게 재현 하

였다. 우진각 지붕의 접는 방식은 특허 출원 준비 중이며, 광

화문, 흥인지문 등 고건축 페이퍼토이에 중요한 요소가 되리

라 생각한다. 또한 soft-touch코팅을 입혀서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강조하였다.

The mug cup and tea cup are bereft of handles. 
Sculptures on both sides of the cups can be used as 
handles.

马克杯和茶杯与现有的杯子不同，去掉以前的手把，两

侧换成象征首尔的手把造型

머그컵과 찻잔은 기존의 컵들과 달리 손잡이를 제거하고 양 

측면에 부착된 서울상징 조형물을 손잡이 대신 손을 파지하여 

들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MATERIALS
세라믹 + 폴리아미드(나일론계열)

Ceramic+Polyamide
陶瓷+聚酰胺(涤纶系列)

PRICE
45,000원(WON)

쓰리디커넥션(신기진, 윤주철)

SHIN KIJIN, YOON JOOCHEOL
010-3099-7544
maxx@naver.com

페이퍼 토이- 숭례문 Paper Toy - Sungryemun 纸玩具-崇礼门

머그컵+3D프린팅 Mug Cup + 3D Printing 马克杯+3D印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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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합성수지, 아크릴, 유리거울, 실버글리터

synyhetic resin, acrylic, glass mirror, silver glitter
合成树脂，亚克力，玻璃镜，银色亮片

PRICE
25,000원(WON)

그레이트마이너(정도이)

JEONG DOI
010-2664-2545
contact@greatminor.com

A water ball with functions of a mirror and a 
paperweight. The water features various functions and 
can be used on tables. In normal times, the weight of the 
water ball can turn the product into a paperweight or 
napkin holder. When inverted, it can be used as a mirror. 
Fantastic scenes in the water make you look more 
beautiful.

镜子和镇纸功能相结合的水晶球。不仅有里程碑意义，

也可以放在桌面上使用。因为他的重量, 平时可以当做

镇纸或餐巾纸镇使用，必要的时候可以翻过来当镜子使

用，把人带入迷人的风景中，使人变得更加美丽 

거울과 문진의 기능이 합쳐진 워터볼입니다. 워터볼의 기념비

적인 역할 뿐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도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워터볼의 무게로 문진이나, 냅

킨홀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뒤집어서 거울로 

사용 할 수 있다. 황홀한 워터볼 속 풍경으로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게 한다. 

A spoon and chopstick set with designs based on six 
themes and Haechi, Namsan Tower and Seoul. The 
curve of the spoon’s handle looks like an eave and the 
toe of a sock. The roof with tiles represents patient 
Korean people. Tiles and three stairs to a Korean house 
were expressed with three floors on the handle. The soft 
handle patented for its originality and beauty offsets the 
coldness of stainless steel and gives a good sense of 
grip. 

指定主题6个和獬豸、南山塔、简单描绘的设计，以银

色勺子帆布把韩屋窗户纹样雅致的曲线表现出来。勺子

的柄的曲线灵感来自瓦、屋檐和布袜尖儿的曲线。瓦和

层层垒起来的汉武的屋檐相似表达具有耐心的韩国人，

瓦层层垒起来的形象和爬到韩屋的3层台阶设计成勺子

形状。获得专利的，已被认可的具有独创性和美丽形状

的把手让人联想到冰凉的不锈钢的感觉，代表着有比较

好的握感

지정 주제 6가지와 해치, 남산타워, 서울을 간략하게 표현한 디

자인들을 은색 숟가락을 캔버스 삼아 한옥 창문살의 정결한 디

자인처럼 선으로 표현하였다. 숟가락 손잡이의 곡선은 기와 처

마, 버선코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기와가 층층이 쌓인 한

옥의 지붕은 참을성이 많은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듯한데, 기

와가 겹겹이 쌓인 이미지와 한옥으로 오르는 3단 계단을 숟가

락 손잡이의 3단 층으로 표현해 보았다. 특허로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인정된 유연한 손잡이 모양은 차가운 스텐레스의 

느낌을 상쇄시켜 주고, 기분 좋은 그립감을 선서해 줄 것이다.

MATERIALS
스텐레스

stainless
不锈钢

PRICE
낱개 : 7,000원(WON)

김태환

KIM TAEHWAN
010-3088-2110
gowhpd777@naver.com

무거운거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Heavy Mirror of DDP 重镜子东大门设计商场

서울풍경 수저세트 Seoul Spoon and Chopstick Set 首尔风景勺筷套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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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bination of luxurious LED acryl mood lighting and 
a map of Seoul Fortress. The class of this product was 
elevated by its LED board and birch body made in Korea.

高级的led亚克力小夜灯和首尔外廓地图。 100%韩国

制作，使用led基板和白桦树提高了商品的品味。 夜晚

漂亮的装饰和*浪漫的相遇,随着夜色越深，就越不会忘

记首尔的外廓地图 。

고급스러운 LED 아크릴 무드 조명과 서울성곽 지도와의 만남. 

국내에서 100% 제작한 LED기판과 자작나무 몸체로 상품의 

격을 올렸다. 밤에 멋진 장식과 무의 멋진 만남 서울성곽 지도

는 밤이 깊어갈수록 잊지 않을 것이다.

MATERIALS
서울

SEOUL
首尔

PRICE
6,000원(WON)

아트워크(김정희)

KIM JEONGHEE
010-5003-2997
kjh1617@nate.com

A puzzle-type rubber magnet for those who traveled 
Seoul and want to have good memories about the city.  

来过首尔的游客和孩子们会印象深刻的场所，想得到象

征首尔的纪念品种的拼图型磁性橡胶

서울을 여행한 여행자라면 기억할 만한 장소를 디자인하여 아

이들과 서울을 기억하고픈 사람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퍼

즐형서울상징이미지 고무자석이다.

MATERIALS
LED 조명, 아크릴, UV인쇄, on/off 스위치

LED lighting, acryl, UV print, on/off switch
LED照明, 压克力, UV印刷, on/off 开关

PRICE
54,000원(WON)

카우박스(김우선)

KIM WOOSEON
010-8756-8125
woo753@hanmail.net

서울명소&북촌한옥마을 퍼즐자석 Seoul Hot Spot and Bukchon Korean Village Puzzle Magnet 首尔经典和北村韩屋村拼图磁铁

LED아크릴우드조명_서울성곽지도 LED Acryl Wood Lighting – Seoul Fortress Map LED亚克力木照明-首尔城郭地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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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종이, 우드락

paper, woodrock
纸, 厚纸

PRICE
낱개 : 10,000원(WON)

스콜라스(김선철)

KIM SEONCHEOL
010-8951-8094
kogil@scholas.kr

This product protects cell phones and informs people of 
Seoul’s hot spots harmonized with Korea’s four beautiful 
seasons. Whenever a season changes, it expresses new 
beauty.  The product has both Korean and English fonts 
and sports a sleek and tidy design.

This product is made of wood rocks and paper. You can 
assemble this puzzle without using scissors, knives and 
glues.   

手机保护功能为基础，为的是向游客等市民宣传韩国美

丽的四季和首尔的景点，表达了换季时焕然一新的景

色，另外添加英文和韩文字体，宣传韩文效果，在日常

生活中也可以用得到干练利落的设计。

用木板和纸做的产品。不使用剪刀、刀、胶，撕下来的

碎片夹进孔或链接凹槽组装的立体拼图。

휴대폰 보호기능을 기본으로, 관광객 등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어우러지는 서울의 명소를 알리기 위함

이며,  계절이 바뀌어 갈대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또한 영문과 국문폰트를 함께 섞어 한글을 알리는 

효과와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깔끔하게 디자

인되었다.

우드락과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가위나 칼, 풀을 사용하지 않

고 뜯어낸 조각들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을 결합하여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이다.

MATERIALS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聚碳酸脂

PRICE
낱개 : 19,800원(WON)

천희현

CHEON HUIHYUN
010-7631-1170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4 Seasons of Korea 美丽的韩国四季

N서울타워 N Seoul Tower N首尔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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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면(광목)

Cotton
棉(白布)

PRICE
낱개 소형 : 8,900원(WON)

낱개 대형 : 11,900원(WON)

몽키부인(신희원, 이성미)

SHIN HEEWON, LEE SEONGMEE
010-5152-2680
nina2680@naver.com

MATERIALS
아크릴

acrylic
亚克力

PRICE
35,000원(WON)

IUQ201(노승현)

NOH SEUNGHYUN
010-3988-9999
mq201@daum.net

A fashionable wall clock whose motif is Namdaemun in 
Seoul.  

Bukchon Assi ‘Light as a feather’ Ecobag, so light you 
can carry it around anywhere, anytime.  Lighter and 
thinner than the average ecobag, this bag is useful even 
as an additional portable supply bag. Available in 2 sizes 
(A3, B5), can be used as a bag-in-bag. Goodbye heavy 
and hard ecobags! Just like Bukchon Assi’s lighthearted 
character, Bukchon Assi ‘Light as a feather’ Ecobag 
Series is light, flexible and bright. 

首尔南大门为主题的时尚挂钟

又轻又能随身携带的”北村小姐环保购物袋”。 比

普通材质薄，是使用频率高的商品。 有2种尺寸

（A3,B5） (bag in bag) 使用方便。以后不再需要又重

又硬的环保购物袋了，如北村小姐心动的心情，轻而亮

丽灵活的的环保购物袋系列。

서울 남대문을 모티브로 한 패셔너블한 벽시계이다.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북촌아씨 에코백>

이다. 일반 에코백의 소재보다 얇고 가벼워 보조가방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2가지 사이즈(A3, B5)로 백 인 백(가

방속 가방 bag in bag) 활용도가 좋다. 이제 더 이상 무겁고 

하드한 에코백은 가라! 북촌아씨의 살랑이는 마음처럼 가볍고 

화사함을 담은 플랙서블함이 장점인 에코백 시리즈이다.

북촌아씨 가볍다 에코백 Bukchon Lady Light Eco Bag 北村小姐又轻又环保购物袋

MODERN STYLE I.SEOUL.

U 명함메모꽃이+ 메모자석

세트(남대문 한강대교)

MODERN STYLE I.SEOUL.U Business 
and Memo Holder and Memo Magnet 
Set (Namdaemun and Han River 
Bridge) 

MODERN STYLE I.SEOUL.U 
名片备忘录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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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can be used as a bookmark or decoration 
object. 
This is made of hardwood. It is thin, portable and strongly 
fixed in a book. 

可作为书签和装饰使用的objet的作品，使用薄的硬

木，能牢牢地插在书本，是携带便利的书签。

책갈피와 장식용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하드우드

를 사용하였고 대가 얇아 책에 단단하게 꽂히기 때문에 휴대

하기도 좋은 책갈피이다.

MATERIALS
정일품 : 흑단, 스텐리스 스틸

Jeongilpum : Ebony, Stainless steel
正一品：乌木，不锈钢

PRICE
10,000원(WON)

세종아트

SEJONG ART
010-2744-8625
sejongart@hanmail.net

Spoon and chopstick sets with designs based on Seoul’s 
landmarks. The sets are made up of the Seoul City Hall 
set, the Namsan Tower Set and the Gwanghwamun set.  
The tile-shaped prop has the I SEOUL U to appeal to 
tourist.

画上首尔的标志性的勺筷套餐，分别首尔市政府、南山

塔、光化门3种构成，涂上丹青色赋予传统的意义。在

瓦形状的匙筷架上设计首尔口号 I SEOUL U，让其成为

给游客的更有意义的纪念品

서울의 랜드마크를 담은 수저세트이다. 서울 시청, 남산타워, 

광화문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청색을 넣으면

서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기와 형태의 받침대에는 서

울의 슬로건인 I SEOUL U를 넣어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 기

념품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되고자 했다.

MATERIALS
스테인레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9,800원(WON)

3D빨랑(정진, 김홍식, 김양진)

JEONG JIN, KIM HONGSIK, KIM YANGJIN
010-9009-0147
info@3dbbalang.com

서울랜드마크수저세트(광화문) Seoul Landmark Spoon and Chopstick Set 首尔乐园标志勺筷套装(光化门)

궁중책갈피 시리즈(광화문/정일품) Royal Bookmark Series (Gwanghwamun/Jeongilpum) 宫廷数千系列(光化门/正一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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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a Multi Shoes are extremely light (43g) and can be 
used for multiple purposes. They are very comfortable 
and their linings have a sterilization function. Their top 
fabric is a U.VISM fabric which blocks UV rays. Therefore, 
they can be used at beaches and swimming pools.   The 
shoes are elastic thanks to spandex and nylon in the 
inner side of the bottom. So, they are comfortable even 
people wear them for a long time. They are easy to store, 
too.  

多功能超轻鞋(43g), 操作性便利，是多功能使用的鞋

子，穿上鞋子有光脚的舒适感，鞋垫使用抗菌卫生加工

的内衬材料，具有抗菌卫生的作用，上部面料使用防紫

外线的U.VISM，可以穿在海边，游泳场等。另外，底

部内侧使用弹力布料nylon，四周有弹力，穿久了也不

会感觉到疼痛，具有优秀的穿戴感，不占空间，容易保

管

아쿠아멀티슈즈는 초경량(43g)으로 활용성이 뛰어나 다용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발이다. 맨발의 편안함을 그대로 

살리고 바닥 안감을 항균위생 가공한 원단을 사용하여 항균위

생기능을 갖췄으며 상부원단은 자외선 차단의 U.VISM 원단을 

적용하여 바닷가, 수영장 등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신발

이다. 또한 스판원단 및 바닥면 안쪽 nylon원단을 사용하여 사

방으로 신축되어 오랜시간 착용하여도 아프지 않고 우수한 착

용감과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다.

MATERIALS
스판텍스, 나이론, 네오프랜

spandex, nylon, neoprene
弹性纤维，尼龙，橡胶

PRICE
9,9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A frame-type clutch with embroidery of Seoul’s 
landmarks. Seoul Tower and a detailed embroidery 
sketch. A specially processed canvas. A handmade bag 
made of leather and metal and high-grade finishing 
materials. 

刺绣首尔标志性的相框式Clutch，首尔塔、详细的刺绣

图案和特殊加工的帆布，使用皮革和金属，用高级装修

材料设计的斜挎包

서울 랜드마크 자수를 수놓은 액자 컨셉의 클러치. 서울타워

와 디테일한 자수 도안과 특수 가공된 캔버스, 가죽, 금속을 

사용하고 고급 마감재로 마감한 핸드메이드 가방이다.

MATERIALS
캔버스, 가죽, 금속장식

Canvas, Cowhide, Metal
帆布，皮，金属装饰

PRICE
35,000원(WON)

박석현, 이예슬

PARK SEOKHYUN, LEE YESEUL
010-7553-5040
fleashields@naver.com

서울로걷다-아쿠아멀티슈즈 Walk to Seoul – Aqua Multi Shoes 漫步在首尔-多功能超轻鞋

서울픽쳐프레임클러치 Seoul Picture Frame Clutch 首尔图画Frame Cl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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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소주, 종이, 크리스탈 레진, 나무

Soju, paper, crystal rasin, wood 
烧酒，纸，水晶树脂，木

PRICE
15,000원(WON)

초이초이(최현정, 최연주)

CHOI HYUNJEONG, CHOI YEONJOO
010-2515-3165
duswn6468@naver.com

This package let people experience Korea’s traditional 
food, cloth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lothing culture shows the shape of a Soju glass 
based on Korea’s traditional fashion. The product 
also teaches the Korean drinking culture. Finally, the 
residential culture features Korea’s traditional tiles and 
swing doors. 

通过该产品可以亲自体验韩国传统的衣食住行。在

“衣”文化中可以看到韩国传统服饰的烧酒杯，特别在

“食”文化中可以了解独特的韩国传统而普遍的酒类

（酒游戏）文化，最后（住）文化中使用韩国的传统瓦

和拉门，可以了解到韩国的所有文化，增添套餐的审美

色彩。

이 패키지는 한국의 전통적 의식주를 포함하며, 이 제품을 통

하여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의(衣)문화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을 대입시킨 소주잔의 형태

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식(食)문화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적

이고 보편화된 주류문화(술게임)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주(住)문화에서는 한국의 전통기와와 여닫이문을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알수 있으며 패키지의 심미적 아름다움 

또한  줄 수 있다.

访问韩国骄傲的1号国宝崇礼门的众多国外游客想送笔

筒，能在枯燥的日常生活中回忆旅行时的愉快的记忆，

暂时忘掉工作的疲劳。

A Sungryemun-shaped pencil case for foreign tourists 
to Korea’s national treasure No. 1. The designer said 
that he designed this product while thinking about nice 
memories of his travels.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보 1호로 숭례문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

인 관광객들에게 숭례문 연필꽂이를 선물하고 싶다. 삭막한 

일상 속에서 나의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라도 

업무의 피로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 하였다.

MATERIALS
황동, K2S착색 

Brass, K2S colored
黄铜，K2S上色

PRICE
59,000원(WON)

천가영

CHEON GAYOUNG
010-4765-9535
raphael1127@naver.com

숭례문 연필꽂이 Sungryemun Pencil Vase 崇礼门笔筒

이리오너라~ Come Here 到这里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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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ers with silhouettes of many symbols of Seoul. 
Simplified expressions of mountains found in old 
paintings mix well with modern Seoul. 

刻画首尔市的各种象征物的杯垫。古画中看到的简单化

表达的山和现代式首尔形象的协调是特点。

서울의 여러 상징물을 실루엣으로 새긴 컵받침이다. 옛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산의 단순화된 표현과 현대적인 서울 모습의 

조화가 특징이다. 

MATERIALS
피나무

basswood
椴树

PRICE
3,000원(WON)

김민규

KIM MINKYU
010-4787-3816

A mouse pad based on four colors of Seoul buses and 
the front sides of the buses. The product includes a mini 
guidebook.  

以首尔市中心4种颜色为代表色彩的公交车为主题设计

的产品。借用公交车颜色的同时塑造公交车正面的形

象。购买产品时包含的标签可以应用为迷你指南

刻画首尔市的各种象征物的杯垫。古画中看到的简单化

表达的山和现代式首尔形象的协调是特点。

서울 도심의 대표 컬러인 4색 버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

품. 버스의 컬러를 차용함과 동시에 버스정면의 이미지를 형

상화 하였다. 제품구입시 포함된 텍은 미니가이드북으로 활용

가능하다.

MATERIALS
폴리 원단

polyester mixed fabric
涤纶混纺织物

PRICE
16,000원(WON)

이동민

LEE DONGMIN
010-7752-5343
nbahaha98@gmail.com

서울컵받침 Seoul Coaster 首尔杯垫

서울버스마우스패드 Seoul Bus Mouse Pad 首尔公交车鼠标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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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s pieces based on Seoul’s symbols such as 
Sungryemun, Seoul City Hall, the Statue of Admiral Lee, 
N Seoul Tower, Lotte World Tower and DDP. 

把首尔的代表性象征,首尔市厅、崇礼门、李舜臣将

军、 N首尔塔、乐天世界塔、根据DDP象棋特性制作，

感受以首尔市象征物的快乐。

서울의 대표 상징인 숭례문, 서울시청, 광화문 이순신장군, N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를 체스말 특성에 맞게 재작하

여 서울시 상징물로 체스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MATERIALS
소나무 원목

Red Pine
松树原木

PRICE
150,000원(WON)

유용우 컴퍼니(유용우)

YOO YONGWOO
010-4477-9143
cfprint@naver.com

Ceramic products with illustrations of Seoul’s 
landmarks.

把首尔的标志性建筑插图设计的陶瓷材质的生话用品 서울의 랜드마크를 일러스트로 디자인한 도자기 생활용품이

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12,000원(WON)

모디자인(우상호)

WOO SANGHO
010-8628-9048
modesigngroupmkt@gmail.com

서울랜드마크 머그시리즈 1~3 Seoul Landmark Mug Series 1 - 3 首尔乐园标志马克杯系列1~3

서울체스 Seoul Chess 首尔象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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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magnetic whose design based on Seoul 
landmarks. You can stick memos or photos on the 
blackboard diary and write on it with chalk.

以首尔代表性建筑设计的木块，,可以在黑板上记录或

贴上照片，还可以用粉笔记录。

서울 랜드마크로 디자인한 우드마그네틱으로 칠판 다이어리

에 메모나 사진들을 부착하거나 분필로 메모할 수 있다.

MATERIALS
나무, 자석, 철판

Wood, Magnetic, Steal

PRICE
18,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이창렬)

LEE CHANGYEOL
010-8338-0708
chatsworth_h@naver.com

MATERIALS
자개, 리튬, Micro USB포트

mother-of-pearl, lithium
螺钿，锂，Micro USB端口

PRICE
낱개 : 30,000원(WON)

세트 : 60,000원(WON)

낱개 : 25,000원(WON)

세트 : 50,000원(WON)

우리토방(조송현)

JO SONGHYUN
010-3790-6955
sh8240@naver.com

A compact integral auxiliary battery which does not need 
a cable. This product is compatible with Android phones 
and the iPhone. This is a comfortable and gives a good 
sense of grip. 

紧凑的风格，镶螺钿的设计，旅行或长时间外出时可

以使用，不需要电线的一体式备用电池，是android和

iphone等所有机种都能使用的产品，具有柔软的握感

的舒适型产品。

콤팩트한 스타일, 자개를 부착한 디자인으로 여행, 장시간 외

출 시 용이하게 사용되며, 따로 케이블이 필요 없는 일체형 배

터리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전기종 가능한 제품으로 부드

로운 그립감과 편안함을 갖춘 제품이다.

서울랜드마크칠판다이어리 Seoul Landmark Blackboard Diary 首尔乐园标志黑板日历

한양도성 일체형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 Integral 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一体式备用电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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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re Scarf is a regular quadrilateral scarf. This is one 
of fashion items that keep necks warm. This product can 
match ankles, bag handles, and hairs. The scarf was 
drawn with hands. Its material is chiffon so it sports a 
soft feel. 

围巾是正方形，保暖的时尚商品之一。是可以和手腕、

包的手把、发型等可以各种搭配的产品。围巾的设计由

手绘画制作，素材是雪纺，有柔软的手感。 

까레 스카프는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는 스카프이다. 목을 따

뜻하게 보호해주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이다. 손목, 가방손잡

이, 헤어장식 등 다양하게 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스카프의 

디자인은 핸드드로잉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재는 쉬폰으로 소

프트한 촉감을 자랑한다. 

MATERIALS
쉬폰

chiffon
雪纺绸

PRICE
53,000원(WON)

김연재

KIM YEONJAE
010-4814-8535
kjenny0402@naver.com

Photo hangers based on Seoul’s landmarks. Many 
photos can be hung on the rings. As the product was 
made of high-grade wood and nonluminous acryl. So the 
product can be used as an interior item.  

以首尔标志设计的照片挂，几张旅游照片挂在吊环里可

以翻开看，用高级原木和无光亚克力制作，可以当装饰

品使用。 

서울의 랜드마크로 디자인한 사진걸이로 여러장의 여행사진을 

링에 걸어놓고 넘기며 볼 수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원목과 무

광 아크릴로 제작하여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MATERIALS
원목, 아크릴

wood, acryl
原木，亚克力

PRICE
25,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이창렬)

LEE CHANGYEOL
010-8338-0708
chatsworth_h@naver.com

서울랜드마크사진걸이 Seoul Landmark Photo Hanger 首尔乐园标志照片挂

새로운 서울 이야기 New Seoul Story 新的首尔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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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tree-shaped diffusers with paintings of hot spots 
in Korea by folk painters and illustrators. The diffusers 
feature a blooming process which contains stories and 
unique fragrances of Seoul with long history. The bodies 
of the diffusers with fragrances can be used as jewelry 
boxes or business card cases.  

서울의 한류 명소들의 지도를 기반으로 민화작가와 일러스트 

작가의 섬세한 작업으로 명소와 그 명소에 해당하는 꽃나무를 

디자인한 디퓨저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 곳곳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뿌리

가 뻗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과정으로 형상화하여 디

자인하고, 고유의 향기를 디퓨저로 개발하였다. 또한 향이 은

은히 배어있는 디퓨저 용기는 보석함으로 또는 명함집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만들었다.

MATERIALS
아크릴, 유리, 플라스틱, 리드스틱, 생화드라이

acrylic, glass, Plastic, Reed Stick, Dry flowers
压克力, 玻璃, 塑胶, 书页, 干花

PRICE
33,000원(WON)

에스에이치데스크(박선희)

PARK SEONHEE
010-9003-3315
museisuns@naver.com

·Art paper: Postcards that help people learn Korea’s 
traditions through alphabets and consonants. As they start 
with initial sounds, it can be more fun to learn them. For 
example, Arirang and Bibimpbap start with A and B.  
·Transparent label: Stickers that help people learn Korea’s 
traditional culture. They have both Korean and English 
characters.  
·Glasses cleaner: A glasses cleaner that let you feel th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Seoul calendar: A designer calendar which can change 
with the addition of a sheet. The point is a mixture of Seoul’s 
urban scenes and colors. Additional inside paper sheets can 
be used. 

·铜版纸 : 辅音字母学习韩国的传统和文化的明信片，

更有趣的学习从发声开始。 例如,《阿里郎》是A，拌饭

是B开头 带有形态。 
·透明标签 : 学到韩国传统文化的贴画，可以亲自组合

学习韩语，用字母感受韩国的味道。
·擦眼镜 : 通过擦眼镜能感受韩国的文化和传统。 
·首尔挂历 : 一张一张放进去时都有变化的挂历设计。

特点是首尔都市的风景和首尔色彩相组合。只要有盒子

就可以继续购买里面的纸就可以继续使用的设计

以首尔的韩流旅游景点的地图为基础，漫画家和插图家

精心设计的景点和花木的香薰。 把拥有悠久历史的首

尔处处都有的村庄故事,比喻成树根蔓延，枝干长大，

开花的过程，把特有的香气开发成香薰。可以当成首饰

盒或名片盒使用。

·아트지 :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파벳과 자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엽서. 초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리랑은 A 비빔밥은 B로 시작되어 그 

형태를 지닌다.

·투명라벨 :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스티커. 자신

이 직접 조합하여 한국어를 공부할 수 도 있으며, 알파벳으로 

한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안경닦이 :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안경닦이

·서울 달력 : 한장씩 넣을 때 마다 달라지는 디자인 달력. 서

울의 도시 풍경과 서울색의 조합이 포인트이다. 케이스만 있

으면 안의 내지를 구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MATERIALS
아트지, 투명 라벨, 안경닦이, 반누보

sinabro, transparent labels, glass wipe, vanubo
铜版纸  透明标签 玻璃擦  vanubo

PRICE
아트지 : 1,000원(WON)

투명라벨 : 2,000원(WON)

안경닦이 : 3,000원(WON)

반누보 : 15,000원(WON)

김보은 

KIM BOEUN
010-2088-2834
darory@naver.com

길 위의 향기 Smell on Road 路上的香气

시나브로 시리즈&서울달력 Sinabro Series and Seoul Calendar sinabro系列和首尔挂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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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y and Hanyang Doseong were expressed porcelain 
soil and colored clay. High-temperature plasticity was 
used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cup.   

使用白磁土和色素纸表达天空和汉阳都城，高温烧成制

作的杯子用起来安全

백자토와 색소지를 이용하여 하늘과 한양도성을 표현하였으

며 고온소성을 하여 컵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MATERIALS
백자토

porecelain soil
白磁土

PRICE
25,000원(WON)

정혜인

JEONG HYEIN
010-6679-3597

A practical material was used to be washed with water. 
DTP(Digital Textile Printing) made this product eco-
friendly. Colors symbolizing Seoul was used in the Han 
River part on the Seoul map. The locations of Hanyang 
Doseong, N Seoul Tower and DDP was marked on 
the map with their image colors in order to express 
traditional colors and the modern image of Seoul 

使 用 可 水 洗 的 实 用 素 材 ， 绿 色 环 境 生 产 系 统 的

DTP(Digital Textile Printing)模式，增加了环保购物袋

的环保性。另外，首尔地图的汉江部分涂上象征首尔的

颜色，在地图上标上汉阳都城、N首尔塔、ddp的各位

置，表达首尔的高雅、传统色彩和时尚的形象

물세탁이 가능한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생산시스

템인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출력으로 에코백의 에코 기

능성을 부가 시켰다. 또한 서울지도의 한강 부분에 서울 상징 

색을 활용하였으며, 한양도성, N서울타워, DDP의 각 이미지 

색으로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서울의 고급스런, 전통적 

색감과 모던한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MATERIALS
폴리 옥스포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poly oxford, digital textile printing
涤纶牛津布，数码印花

PRICE
39,000원(WON)

유현진

YOO JYUNJIN
010-3276-4844
ebtm2000@naver.com

한양하늘아래도성커피잔 "Doseong Under a Seoul Sky" Coffee Cup 汉阳天空下的都城咖啡杯

서울지도에코백시리즈 Seoul Map Eco Bag Series 首尔地图环保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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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ior map based on an old-style hanging scroll 
with a painting or letters.

祖先们把画和字挂在墙上或卷起来存放时的立轴为主题

的装饰地图。

선조들이 그림이나 글씨를 벽에 걸거나 말아 두는데 쓰이던 

족자를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지도이다.

MATERIALS
면100%, 삼나무

Cotton 100%, Wood(Cedar)
100%棉，杉木

PRICE
10,0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KYOU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MATERIALS
자작나무에 자개

nacre and magnet on bitch
白桦树镶嵌螺钿

PRICE
10,000원(WON)

아트토리(이곤)

LEE GON
010-3223-0840
arttory13@naver.com

A Seoul insignia magnet made of white birch wood and 
beautiful mother-of-pearl. 

截断面和木纹是给人时尚的感觉的白桦树和螺钿组成首

尔徽章磁铁

절단면과 나뭇결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자작나무와 빛깔이 아

름다운 자개로 구성된 서울 휘장 마그넷이다.

젓가락지도 4종 4 Kinds of Chopstick Map 筷子地图4种

기억저장소 S.E.O.U.L 마그넷 Seoul Magnet about Memories of Seoul 记忆储存S.E.O.U.L磁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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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Y clock with silhouettes of N Seoul Tower and 
Hanyang Doseong.  A buyer of this product can feel the 
beauty of Seoul’s tourist attractions by making the clock 
on his own. The front side has a mixture of beautiful 
lines of Namsan and Hanyang Doseong. The back side is 
fixed with luxurious strings of red and blue which are the 
colors of Taegeuk (taichi).  Black and white were used 
as main colors so people can feel the beauty of Oriental 
paintings and modern styles. 
The product is made of paper so it is strong and easy to 
fold. 

N首尔塔和汉阳都城的剪影的DIY座钟，购买者亲自做

手表，可以感受到首尔旅游景点的美丽。手表正面是南

山和汉阳都城的美丽山脊重叠的形象，背面是太极旗的

颜色红色，用蓝色的高档的绳子固定，可以同时感受东

方水墨画的美丽和现代的时尚。此外，用纸张组装，既

牢固又容易折叠。

N서울 타워와 한양도성의 실루엣을 담은 DIY 탁상 시계이다. 

구매자가 직접 서울 시계를 만듦으로써 서울 관광명소의 아름

다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시계 앞면은 남산과 한양도성의 아

름다운 능선이 겹쳐지는 이미지를 표현했고, 시계 뒷면은 태

극 색상인 적색, 푸른색의 고급스러운 끈으로 고정된다. 메인

색상을 검정과 흰색으로 사용하여 동양의 수묵화적인 아름다

움과 현대의 모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종이재질로 

조립 시 튼튼하면서도 쉽게 접을 수 있다.

MATERIALS
종이, 포맥스, 시계모듈, 가죽 끈, 건전지 (AA)

paper, formax, clock module, leather strap, battery (AA)
纸、Formax 、手表模块、皮带，电池(AA)

PRICE
30,000원(WON)

sid(하지은)

HA JIEUN
010-3049-0513
abcha159@naver.com

Objects made with a 3D printer. They are based on 
Seoul’s landmarks (Sungryemun, N Seoul Tower). 
They comes in small cute sizes. There are four kinds of 
illuminators. They are powered by batteries so easy to 
use. They can be separated from objects so it is possible 
to change their colors.  (Three colors except for red were 
used in Sungryemun)

代表韩国和首尔的标志性建筑(崇礼门,nseoul towe)，

3D打印机打印的题材，和实际尺寸不同，做成可爱的

形状。4种照明灯具是使用电池的简便式，和objet不是

一体，可拆卸的方式，颜色可以调换。（崇礼门使用了

除红色的3种颜色) 

한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숭례문, nseoul tower)를 

3D 프린터기로 출력한 오브제. 실제 사이즈와는 달리 귀여운 

형태로 제작하였다. 4가지 종류의 조명기구가 있는데 이 조명

기구는 건전지 방식이어서 사용이 간편하고 오브제와 일체형

이 아닌 탈부착 방식이어서 색상 교체가 가능하다. (숭례문은 

Red색을 제외한 3가지 색상만 사용하였다.)

MATERIALS
로복스 3D 프린터기 ABS 화이트

CEL-ROBOX 3D PRINTER ABS Polar White
cel-robox 3D打印机ABS  Polar White 

PRICE
40,000원(WON)

이진홍, 김예지

LEE JINHONG, KIM YEJEE
010-3588-5466
ehowlshd@naver.com

서울을 기억하다-N서울타워 Remember Seoul – Seoul N Tower 记住首尔-N首尔塔

서울DIY페이퍼시계 Seoul DIY Paper Clock 首尔DIY纸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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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자개,스텐레스,리튬,Micro USB포트

Mother-of-pearl, Stainless steel, lithium, Micro USB port
螺钿，不锈钢，锂，

PRICE
명함 : 18,000원(WON)

손거울 : 18,000원(WON)

배터리 : 30,000원(WON)

박용수

PARK YONGSU
010-3894-3208

A transparent cylinder-shaped glass product with small 
models, water and small particles in. If shaken, small 
particles move like snow inside. 

透明的圆柱形玻璃内放入缩小模型，再放入水和小小的

粒子密封的产品，摇晃后欣赏小颗粒掉下来

투명한 원기둥형 유리 안에 축소모형(잡상)을 넣고, 물과 작은 

입자를 넣어 밀봉한 제품으로 흔들어 입자가 떨어지는 것을 

감상하는 작품이다.

MATERIALS
자기질점토, 유리, 물

Clay, Glass, Water
瓷质粘土，玻璃，水

PRICE
90,000원(WON)

조한도자(조민재)

JO MINJAE
010-9284-6781
hhh6783@naver.com

A compact mother-of-pearl product with two-tone colors 
designed with the roof and wall of DDP as its concepts. 

渗透着韩国美的双色晶莹的螺钿反应DDP屋顶和墙壁，

使螺钿更加漂亮结实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투톤빛깔의 자개 영롱함이 

ddp의 지붕과 벽을 컨셉으로 디자인하여 한층 멋스러움을 더

하는 콤팩트한 자개 제품이다.

잔탁워터글러브 Jantak Water Glove 盏托water glove

DDP자개 명함케이스, 
손거울,보조배터리

DDP Mother-of-Pearl Business Card 
Box, Hand Mirror and Auxiliary Battery

DDP螺钿名片盒，手镜子，
备用电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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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zzle-type 25-unit necklace whose motif is a Seoul 
map. As this product has a flexible form for functions 
and formativeness, it can be worn in many ways. People 
can wear this while enjoying turning a frame-type Seoul 
map into a necklace.

本产品以首尔的地图为主题，25个UNIT连接设计制作

的拼图型项链，考虑到产品的功能和造型的具有变化性

的形状，有多种佩戴方法。佩戴者通过体验由画框式首

尔地图变成项链式地图的变化过程，目的是享受一起参

与完成中的乐趣。 

본 제품은 서울의 지도를 모티브로 25개의 유니트를 연결하

여 디자인 제작한 퍼즐형 목걸이로, 제품으로서의 기능과 조

형성을 고려한 유동적인 형태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로 하여금 액자형

의 서울지도에서 목걸이로의 변환과정에서 착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완성되는 즐거움을 주고자하였다.

MATERIALS
황동, 골드 도금

brass, 14k gold plating
黄铜，镀金

PRICE
48,000원(WON)

오브제오감(김은정)

KIM EUNJEONG
010-8664-4448
objetogam@naver.com

枫木做成的梳子把棉挖出来，放进树条的木镶嵌技法加

入了象征首尔的标志。传统梳子形状，方便做传统头皮

按摩及护理。

A comb made of maple wood. An inlay method was used 
to create a Seoul logo. This product comes in handy 
when massaging head skins and taking care of hair

단풍나무로 만든 빗으로 면을 파내고 나무조각을 집어넣는 나

무 상감 기법으로 서울시를 상징하는 로고를 박아 넣었다. 전

통 얼레빗 형태로 전통적인 두피마사지 및 머리결 케어에 용

이하다.

MATERIALS
단풍나무 외 각종 상감목

hard maple, various wood for inrays
除了枫树还有象嵌木

PRICE
60,000원(WON)

㈜두루디앤디(김두천)

KIM DOOCHEON
010-6211-7836
kdoo2002@naver.com

서울을 빗다 시리즈 Combing Seoul Series 描绘首尔的梳子系列

나와 너의 서울 My and Your Seoul 你和我首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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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d-type cable-integrated auxiliary battery. LED lights 
indicate remaining power (once: 25%, twice: 50%, three 
times: 75% and four times: 100%). Users can charge this 
product with a micro five-pin bundle cable or certified 
recharging adaptor.

是卡类型电缆一体型辅助电池，iphone转换器产品都

能插入，LED灯闪亮标示余量(1次25%， 2次50%，3次

75%，4次100%以下) 产品本身充电使用侧面微型5匹

连接单价，使用提供的电线或已认证的充电用器充电。

카드형 타입에 케이블 일체형 보조배터리로 아이폰 젠더 제

품 기본 삽입하며 LED점등으로 잔량 표시되며( 1회 25%, 2회 

50%, 3회 75%, 4회 100% 이하) 제품 자체 충전은 측면 마이

크로 5핀 접속단가를 이용하여 기본제공된 케이블 또는 인증

된 충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한다.

MATERIALS
플라스틱/리튬폴리머

plastic / lithium polymer
塑料、锂聚合物

PRICE
12,000원(WON)

모리 TMS(조성민)

JO SEONGMIN
010-2479-3574
moricool@naver.com

A cubic puzzle made of woodrock and paper. It can be 
assembled without a knife and glue.  

木板和纸张做的产品，不需要剪刀和刀撕下来的碎片装

进窟窿里，或者用槽和槽连接起来组装的立体拼图。

우드락과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가위나 칼, 풀을 사용하지 않

고 뜯어낸 조각들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을 결합하여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이다.

MATERIALS
종이 + 우드락 

paper and woodrock
纸+木板

PRICE
10,000원(WON)

스콜라스(고길성)

GO GILSEONG
010-8951-8094
kogil@scholas.kr

한양도성 - 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备用电池

경복궁 경회루 Gyeonghee Pavilion at Kuyungbuk Palace 景福宫庆会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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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bag for a cell phone and a wallet. This sticks to 
shoulders well and is easy to carry.  This product has 
proper sizes and reasonable prices. 

手机、钱包等小物品都能装进去的比较大的手提包，肩

上不容易滑下来，携带方便，大小和价格都能接受是它

的一大优点。

핸드폰, 지갑등의 소품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손가방이다. 

어깨에 잘 밀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대가 편하다. 부담스

럽지 않은 크기와 가격도 큰 장점이다.

MATERIALS
면, 폴리 혼방

cotton, polyester blended fabric
棉，雪纺混纺

PRICE
36,000원(WON)

오수경

OH SOOKYEONG
010-9880-3964

In Hanbok is a coloring book with figures of Korean 
houses and traditional culture. This product delivers 
Korean sensitivity to consumers. Users can accept the 
drawn figures of Korean houses and traditional culture 
in a friendlier way. Coloring gives more fun to them. This 
produce gives Koreans and foreigners opportunities for 
friendlier access. 

用我们的双手给传统文化增添美丽的色彩吧！ IN 

HANBOK是韩式房屋和韩国传统文化的coloring 

book。把韩国的感性设计成商品传达给消费者。以绘

画方式把韩式房屋和传统文化更熟悉的传达，通过涂色

带给消费者快乐，给国内外所有的游客提供亲近的机会

우리 손으로 전통문화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자!

IN HANOK은 한옥의 모습과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컬러링

북이다. 한국의 감성을 디자인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드로잉으로 한옥의 모습과 전통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

며, 색칠하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를 선물한다. 내·외국

인 모두에게 친숙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3,000원(WON)

짐볼리쉬(송혜수)

SONG HYESOO
010-4721-0519
hesu519@naver.com

태극가방 Taegeuk Bag 太极包

컬러링북 - 한옥 안에서 Coloring Book – In a Korean House coloring book - 在韩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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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l clock based on eco-friendly color broad. Its 
wooden clock hands symbolize Seoul. 

使用环保彩色生态板的时钟板，用木制时钟针制作首尔

象征

친환경 컬러에코보드를 사용한 시계판, 서울상징을 나무시계

바늘로 제작하였다.

MATERIALS
포레스컬러에코보드, 시계무브먼트, 나무시계바늘

Color Eco board, Clock movement, wooden clock needle
Color Eco Board，钟表机芯，木制表针

PRICE
24,000원(WON)

감성(김병찬)

KIM BYEONGCHAN
010-8767-9051 
artinbay@naver.com

This auxiliary battery is compatible with the iPhone and 
Android phones as it has five- and eight-pin connectors. 
The product is slim, light and portable. This product 
comes in two kinds (3000mAh / 5000mAh). This product 
has designs based on Seoul N Tower and Bukchon 
Korean Village so can be used as good gifts for those 
who love Seoul and tourists. 

I  LOVE 首尔辅助电池是携带式辅助电池，可以和

IPHONE互相转换的装载5匹/8匹 PIN。外出,旅行时，

轻薄便于携带，可以选择3000mAh / 5000mAh使用。

首尔代表性建筑首尔N塔，北村韩屋村等与象征首尔的

设计搭配，将会是爱首尔的人们或游客不错的礼物。

아이러브서울 보조배터리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서 아이

폰, 안드로이드 호환이 가능한 5핀, 8핀이 탑재되어있다. 외

출, 여행 시 슬림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며, 3000mAh , 

5000mAh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서울N타워,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매치하여 서울을 사랑하는 분들, 또는 관광

객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MATERIALS
리튬폴리머 배터리

Li-Polymer-battery
锂聚合物电池

PRICE
3000mAh : 20,000원(WON)

5000mAh : 25,000원(WON)

세모디(최은숙, 배우리)

CHOI EUNSOOK, BAE WOORI
010-5402-9650
sjhome@hanmail.net

친환경 에코보드 벽시계 Eco-Friendly Wall Clock 环保板材挂钟

ILOVESEOUL 보조배터리 ILOVESEOUL  Auxiliary Battery  ILOVESEOUL 备用电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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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종이, 향수

paper, perfume
纸，香水

PRICE
5,500원(WON)

김민성

KIM MINSEONG
010-3061-8004
junyahn5055@naver.com

装进首尔香味的信用卡，用嗅觉留下旅行的回忆This product smells good with memories of Seoul.서울의 향기를 담은 카드로 여행의 추억을 후각으로 남긴다.

MATERIALS
종이, MDF합판

paper, MDF Plywood
纸，胶合板

PRICE
5,000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Table frames with varied illustrations of N Seoul Tower. 
This product can bring back good memories of Seoul to 
foreign tourists who traveled Seoul. 

里程标首尔设计相框是把首尔代表性象征物N首尔塔用

6种插图画风表达，访问首尔的外国游客可以欣赏放在

台上的相框能够回忆起旅行时的快乐，象征首尔的观光

纪念品。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액자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인 N서울

타워를 6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여, 서울을 방문하시

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탁상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며, 서울 

여행의 추억과 즐거움을 회상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다.

종이향수 카드 Paper Perfume Cards 纸香水卡

서울디자인탁상액자 Seoul Table Frame 首尔设计桌面相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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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Fancy stationery based on Namsan Tower, a landmark of 
Seoul.

把首尔标志性建筑南山塔设计成亲密和花哨的文字노트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남산타워를 친숙하고 팬시하

게 디자인한 문구이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900원(WON)

모디자인(강희경)

KANG HEEKYEONG
010-9195-6357

A versatile stylish savings box with an LED flash function 
and a button-based melody function. This product is 
covered with beautiful images of Korea.  

把无穷三千里华丽江山与首尔象征美丽的表达的图像储

蓄罐时钟，触屏4个轮子LED闪光灯功能，上面可以增

加音乐功能的按钮，是万能的储蓄罐。

서울상징과 함께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래픽의 저금통 시계, 4개의 바퀴 터치하면 LED플래시기능, 

위에 버튼 멜로디기능 추가 가능한 만능저금통이다.

MATERIALS
PVC재활용, 플라스틱, 틴, 알루미늄, 스텐등

 PVC recycling, plastic, tin, aluminum, stainless steel
再利用PVC，塑料铝合金，Tin，不锈钢等

PRICE
30,000~50,000원(WON)

디자인유즈(김은정) 

KIM EUNJEONG
010-6556-0502
kej05020@naver.com

무궁화 삼천리화려강산 버스저금통 Beautiful Korea Bus Moneybox 无穷花三千里华丽江山公交车储蓄罐

서울랜드마크 노트시리즈 Seoul Landmark Notebook Series 首尔乐园标志笔记本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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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MATERIALS
지류(종이)

Paper
紙

PRICE
13,8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9811-3833 
skyjoon1000@hanmail.net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시티 엽서세트
Post card set with Lotte world tower & sky city 
乐天世界塔天空城市明信片套

MATERIALS
지류(종이)

Paper
紙

PRICE
13,8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9811-3833 
skyjoon1000@hanmail.net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컬러링북
Coloring book with Lotte world tower & Seoul sky
乐天世界塔首尔天空填色书

금상
GOLD PRIZE

金賞

금상
GOLD PRIZE

金賞스카이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부근과 서울뷰, 아울러 제 2 롯데월드의 명소, 등을 여행스케치 그림으로 표현 앞에는 칼라 뒤에는 먹선으로 되어있어 

컬러링할 수 있는 선물용 기념엽서이다.

Postcards with images such as Jamsil and Seoul seen from the observatory of Sky City. The front sides have color images while the back sides 
have lines of images. You can color the image.

明信片套-天空城市的瞭望台上看到的蚕室附近，首尔风景和第二乐天世界塔的景点等用旅行绘画方式表达出来，彩色背面使用墨线，是能
coloring送礼或纪念的明信片。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이란 주제로 스카이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풍경과 주변 롯데월드와 송파쪽 여행스케치그림으로 컬러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

A coloring book with images such as Seoul, Lotte World and Songpa-gu seen from the observatory of Sky City under the theme of scenes seen 
from the sky.

Coloring  book 以天空中看到的风景为主题，天空城市瞭望台上看到的首尔风景和第二乐天世界塔的松坡周边风景等用旅行绘画
方式表达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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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오르골
Lotte world tower orgel 
乐天世界塔八音盒

MATERIALS
도자기, 금속, 나무

ceramic, metal, wood
陶瓷,  金属, 木

PRICE
130,000원(WON)

 

㈜무늬공방(유병록, 김은평)

YOO BYEONGROK, KIM EUNPYEONG

010-9034-9519 
june795@hanmail.net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  乐天世界塔首尔天空

대표이사상
CEO PRIZE

通常由总经理出任奖

A Lotte World Tower-shaped music box. Turing the tower 
clockwise, the box plays music. 

乐天世界塔缠时针方向，音乐盒会自动演奏롯데월드타워를 시계방향으로 감으면 오르골이 연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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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MATERIALS
소나무, 컬러에코보드

Pine tree wood, color eco board
松树，彩色生态板

PRICE
29,000원(WON)

감성(김병찬)

KIM BYEONGCHAN
010-8767-9051 
artinbay@naver.com

서울스카이 탁상시계
Seoul sky clock
首尔天空桌面相框

천연자개 핸드폰케이스
Natural mother-of-pearl cell phone case
天然螺钿手机盒

MATERIALS
천연자개, UV, 우레탄, 이미지

natural mother-of-pearl,0
 UV, uretane, images
天然螺钿，UV, 聚氨酯，形象

PRICE
33,000원(WON)

나전칠기컴(이강수)

LEE KANGSOO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은상
SILVER PRIZE

銀賞

은상
SILVER PRIZE

銀賞롯데월드 타워 SEOUL SKY는 123층과 555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을 모티브로 천연자개와 특허기술이 최초로 자개 핸드폰보호케이스가 탄생

하였다. 광택이나 색상이 변하지 않고, 흠집이 생기지 않으며, 깨어지지 않는다.

Lotte World Tower is the world’s sixth tallest building. The building of 123 stories is 555 meters tall. This cell phone case was made of mother-
of-pearl. Its patented technology prevents the colors of the product from changing, its surface from being scratched and the pad from being 
broken.

乐天世界塔SEOUL SKY 123层，高555 米，以世界上第六高的楼为主题，诞生了最早的天然螺钿和专利技术做成的手机保护壳。光泽和颜

色不变，不会出现瑕疵，不会碎。

소나무원목과 친환경 컬러에코보드를 사용한 탁상시계로 서울의 영문(SEOUL)을 자명종과 롯데월드타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롯데월드타

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말풍선을 이용해 서울시 브랜드 ISEOULU와 서울스카이를 부각시켰다.

A clock made of pine tree wood and eco-friendly color eco boards. The clock was designed based on the English characters of 
SEOUL and Lotte World Tower. Speech bubbles accentuate ISEOULU and Seoul Sky.

是使用松树原木和绿色环境彩色环保板制作的闹钟，把首尔的英文(SEOUL) 设计成自鸣钟和乐天世界塔的形象。乐天世界塔观景台首尔天

空利用气球强调了首尔市 ISEOULU 和首尔天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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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MATERIALS
천연자개, UV, 우레탄, 이미지

natural mother-of-pearl,0
 UV, uretane, images
天然螺钿，UV, 聚氨酯，形象

PRICE
38,000원(WON)

나전칠기컴(이강수)

LEE KANGSOO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천연자개 마우스패드
Natural mother-of-pearl mouse pad 
天然螺钿车鼠标垫

MATERIALS
종이, 은박지, 초콜렛

paper, foil, chocolate
紙, 银箔纸, 错误

PRICE
5,500원(WON)

마일포스트(이경주)

LEE KYEONGJOO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서울디자인초코렛바
Seoul design chocolate bar 
首尔设计巧克力棒

금상
GOLD PRIZE

金賞

은상
SILVER PRIZE

銀賞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 초콜렛 바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6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고, 2가지맛(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으로 제

작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전통식품 기념품, 제주감귤 초콜렛 외에 서울을 상징하는 식품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제작하게 된 서울을 상

징하는 초콜렛 기념품이다. 

Mile Post Seoul Design Chocolate Bar is a chocolate souvenir that symbolizes Seoul. The product has six illustrations of Lotte World Tower and 
offers two flavors (milk chocolate and dark chocolate). This item was produced to offer a food souvenir that symbolizes Seoul to tourists visiting 
Seoul in addition to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Jeju tangerine chocolate.     

以里程标首尔设计的巧克力块把首尔代表性建筑物乐天世界塔用6种插图画风格表达，2种口味（牛奶巧克力，黑巧克力），制作的目的是

向访问首尔的外国游客提供除传统食品、纪念品、济州柑橘、巧克力以外象征首尔的食品的巧克力纪念品。

롯데월드 타워 SEOUL SKY는 123층과 555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을 모티브로 천연자개와 특허기술이 최초로 자개 마우스패드가 탄생하였다. 

광택이나 색상이 변하지 않고, 흠집이 생기지 않으며, 깨지지 않는다.

The world’s first mother-of-pearl mouse pad whose motif is 123-story Lotte World Tower which is 555 meters tall and the world’s sixth tallest 
building. Its patented technology prevents the colors of the product from changing, its surface from being scratched and the pad from being 
broken.  

乐天世界塔SEOUL SKY 123层 高555 米，以世界上第六高的楼为主题，诞生了最早的天然螺钿和专利技术做成的螺钿鼠标垫。光泽和颜色

不变，不会出现瑕疵，不会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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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추억-유기방짜접시
MEMORY OF SEOUL - WHITE BRASSWARE DISH

서울 36.5도
SEOUL 36.5℃

서울 야경텀블러
SEOUL NIGHT VIEW TUMBLER

MATERIALS
유기방짜
FORGED HIGH TIN BRONZE

PRICE
50,000원(WON)

에그 EGG
010-8652-7122
EGG1102@GMAIL.COM

MATERIALS
표지- 발렌티노이즈 308 
내지-랑데부 네추럴160
COVER- VALENTINO NOISE 308
INSIDE PAPER -  RENDEZVOUS NATURAL 160

PRICE
15,000원(WON)

조원희, 박민정 CHO WON HEE, PARK MIN JUNG
010-9790-2525
CHO3323526@NAVER.COM

MATERIALS
금속위에 옻칠,자개
LACQUER ON METAL, MOTHER-OF-PEARL

PRICE
200,000원(WON)

안유미 AHN YU MI
010-5152-7644
FJRZL48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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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품 20선 20 WINNERS

— 대상 — GRAND PRIZE
서울의 추억-유기방짜 접시 Memory of Seoul - White Brassware dish

— 금상 — GOLD PRIZE
서울 36.5도 Seoul 36.5°
서울 야경텀블러 Seoul night view TUMBLER
서울패턴북 Seoul pattern wrapping paper book

— 은상 — SILVER PRIZE
MAKE YOUR SKYLINE-CHESS MAKE YOUR SKYLINE -CHESS
romentic city_postcard romentic city_postcard
먹고 보고 놀고(서울시 3종 골목길 지도 부채) eating/watching/playing seoul map FANS
서울 마그네틱 I love seoul magnet/ Seoul trip magnet/

Seoul and hangul magnet(Bird shape)/Hangul magnet(Heart Shape)
서울지하철메모자석세트 SEOUL SUBWAY MAGNET SET
한양도성 한지노트 SEOUL city wall Hanji Notebook

— 동상 — BRONZE PRIZE
N타워_버튼커버 N TOWER_BUTTON COVER
관광방문(기념)증 케이스 Tour Certificate photo case
나도 장인이다(서울 자개 체험 스트랩 킷트) I'm a craftsman(Mother-of-pearl experience strap kit for seoul)
서울 궁 풍경 팝업카드(6종) 시리즈 SEOUL palace Landscape POP-UP Card(6ea) Series
서울 노트 Seoul Notebook
서울 패션 와펜 Seoul Fashion Wappen
서울 한옥 풍경 Seoul Hanok
서울상징 DIY 조명 Trun on the beautiful seoul(DIY LAMP)
서울여행 컬러링페이퍼 세트 Seoul Tour Coloring Paper Set
서울의 다리 텀블러 Seoul Bridge Tum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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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보고 놀고
(서울시3종골목길지도부채)
EATING/WATCHING/PLAYING SEOUL MAP
FANS

서울 마그네틱
I lOVE SEOUL MAGNET

서울지하철메모자석세트
SEOUL SUBWAY MAGNET SET

한양도성 한지노트
SEOUL CITY WALL HANJI NOTEBOOK

MATERIALS
아크릴, 고무자석
ACRYLIC, RUBBER MAGNETS

PRICE
9,000원(WON)

㈜타즈 TAZ DESIGN
070-4028-1531
TAZDESIGN@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9,800원(WON)

디자인플레이 지기 DESIGNPLAY ZIGI
02-458-4535
OKSUNGA@HANMAIL.NET

MATERIALS
대나무, 한지, MDF(나무), 금속, 매듭실
BAMBOO, HANJI MDF (WOOD), METAL, KNOTTED THREAD

PRICE
8,500원(WON)

디자인말랑 DESIGN MALANG
070-7630-0828
ONE@DESIGNMALANG.COM

MATERIALS
도자기, 자석
CERAMICS, MAGNETS

PRICE
10,000원(WON)

무늬공방 Moonygongbang
02-356-5733
HMGMKC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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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턴북
SEOUL PATTERN WRAPPING PAPER BOOK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8,000원(WON)

㈜동숭아트센터 DONGSOONG ART CENTER
02-766-3390(512)
XMAS@DSARTCENTER.CO.KR

MAKE YOUR SKYLINE-CHESS
MAKE YOUR SKYLINE -CHESS

ROMENTIC CITY_POSTCARD
ROMENTIC CITY_POSTCARD 

MATERIALS
MDF, 무늬목
MDF, WOOD GRAIN

PRICE
65,000원(WON)

891 스튜디오 891 STUDIO
010-5033-7597
NONO89NO@NATE.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5,500원(WON)

띵스디자인 things design
010-4762-1570
WOOOK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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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트
SEOUL NOTEBOOK

서울 패션 와펜
SEOUL FASHION WAPPEN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5,000원(WON)

담담 프로젝트 DAMDAM PROJECT
010-3684-2372
LIKE_DAMDAM@NAVER.COM

MATERIALS
천
CLOTH

PRICE
40,000원(WON)

바우디자인 VOWDESIGN
02-541-6074
6588KJY@NAVER,COM

서울 한옥 풍경
SEOUL

서울상징 DIY 조명
TURN ON THE BEAUTIFUL SEOUL(DIY LAMP)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낱개 2,000 / 세트 10,000원(WON)

윤희철 YOON HEE CHEOL
010-5337-6944
HCYOON@DAEJIN.AC.KR

MATERIALS
PP(폴리프로필렌 판), LED 램프, 건전지(AAA)
Polypropylene plate, , LED lamps, batteries (AAA)

PRICE
15,000원(WON)

스튜디오 산길 STUDIO SANGIL
010-4780-8016
STUDIOSANG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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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타워_버튼커버
N TOWER_BUTTON COVER

관광방문(기념)증 케이스
TOUR CERTIFICATEPHOTO CASE

MATERIALS
황동
BRASS

PRICE
35,000원(WON)

미크 MIK
02-704-0214
MIKMBUTTON@GMAIL.COM

MATERIALS
플라스틱, 종이
PLASTIC, PAPER

PRICE
낱개 9,000 / 세트 32,000원(WON)

㈜오름 ORUMM
02-2277-9453
1393HIS@NAVER.COM

나도 장인이다
(서울 자개 체험 스트랩 킷트)
I'M A CRAFTSMAN
(MOTHER-OF-PEARL EXPERIENCE STRAP KIT FOR SEOUL)

서울 궁 풍경 팝업카드
(6종) 시리즈
SEOUL PALACE LANDSCAPE POP-UP CARD(6EA)
SERIES

MATERIALS
자개, 금속, 폴리에스타, 아크릴
MOTHER, METAL AND POLYESTER, ACRYLIC

PRICE
12,000원(WON)

아티모 ARTIMO
070-8742-6366
YJS8922@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3,000원(WON)

카인드펄슨 KINDPERSON
010-4026-9590
CEO@KINDPER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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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작품 80선

— 입선
#가락지_끼움쇠_서울_01/02

[미니팝업카드] 안녕, 서울!

DDP 쿠션

I ♥ Seoul

My little world calendar kit

My little world coloring kit

N 크리드 S

N 크리드 L 

special city

SEOUL LANDMARK 맥주받침

견향 見香

문향 聞香

경복궁 교태전 단청 색칠공부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9종 세트)

광화문/서울시청/DDP_버튼커버

해치 핀

기능성 아트토이 카쿤과 N서울타워 북마크 세트

기억해, 서울

빛나는 서울

서울의 전경을 담은 컵받침(광화문, 서울N타워, 명동성당)

나의 사랑 서울

나전꽃거울

나전머니클립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입체액자

단청이 아름다운 전통과자

대한민국서울 키홀더

러브스토리 인 북촌, 아트토이 캔들 세트

렛츠 서울

머그컵공명스피커

모시조각한강/도성세트

북촌한옥마을 편경,핸드폰거치대(궁담,돌담,꽃담)

한양도성 디지털시계(서울의 낮, 서울의 밤, 한양도성)

서울 9구역 포스트잇(9종) 시리즈

서울 풍경 엽서 6종

서울 DDP 조명

서울 디자인 미니노트

서울디자인카드

서울 랜드마크 우드 조명액자

서울 랜드마크 우드액자

서울 랜드마크 캘린더 포스터 2016

서울 스크래치 포스트카드

80 HONORABLE MENTION

— HONORABLE MENTION
#RING_CLIP_SEOUL

[MINI POP-UP CARD] HELLO SEOUL

DDP CUSHION

I SEOUL

MY LITTLE WORLD CALENDER KIT

MY LITTLE WORLD COLORING KIT

N CRID S

N CRID L

SPECIAL CITY

SEOUL LANDMARK BEER-MATS

LOOK AT THE SCENT

LISTEN TO THE SCENT

DANCHEONG PATTERN COLORING PRACTICE

BOOKMARK THAT GRACE THE ANCIENT BEAUTY OF THE ROYAL PALACES

BOOKMARK THAT GRACE THE ANCIENT BEAUTY OF THE ROYAL PALACES(9 IN ONE COLLECTION)

GWANGHWAMUN/CITY HALL/ DDP_BUTTONCOVER

HAECHI_PIN

FUNCTIONAL ART TOY 'KAKOON' AND N SEOUL TOWER BOOKMARK ARD MATCHING ITEMS

REMEMBER SEOUL POPUP CARD

SHINY SEOUL

SCENERY OF SEOUL COASTER(GWANGHWAMUN, SEOULTOWER, MYEONGDONG CATHEDRAL)

MY LOVE SEOUL

MOTHER-OF-PEARL FLOWER MIRROR

MOTHER-OF-PEARL MONEY CLIP

I CAN MAKE BY HAND A SOLID FRAME

BEAUTIFUL DANCHEONG TRADITIONAL COOKIES

DAEHANMINGUK SEOUL KEY HOLDER

LOVE STORY IN BUKCHON, ART TOY CANDLE SET

LET'S SEOUL

MUGS RESONANCE SPEAKER

MOSIJOGAK - HAN RIVER/FORTRESS

BUKCHON HANOK VILLAGE MIRRORS AND BEARINGS

HANYANG CITY DIGITAL WATCH

9 AREAS OF SEOUL POST-IT

SEOUL LANDSCAPE POST CARD (6EA) SERIES

SEOUL DDP LIGHTING

SEOUL DESIGN MINI NOTE

SEOUL DESIGN CARD

SEOUL LANDMARK WOODEN ILLUMINATION FRAME

SEOUL LANDMARK WOODEN FRAME

SEOUL LANDMARKS CALENDAR POSTER 2016

SEOUL SCRATCH POSTCARD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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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행컬러링페이퍼세트
SEOUL TOUR COLORING PAPER SET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8,900원(WON)

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HANMAIL.NET

서울의 다리 텀블러
SEOUL BRIDGE TUMBLER

MATERIALS
뚜껑: 아크릴수지as, 실리콘/본체: 아크릴수지/빨대: PP
LID: ACRYLIC RESIN AS, SILICONE/BODY: ACRYLIC
RESIN/STRAW: PP

PRICE
12,500원(WON)

전태진 JUN TAEJIN
010-2887-7886
GHO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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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지_끼움쇠_서울01/02
#RING_CLIP_SEOUL

[미니팝업카드] 안녕, 서울!
[MINI POP-UP CARD]  HELLO SOUL

MATERIALS
인견, 스테인레스 스틸
RAYON, STAINLESS STEEL

PRICE
10,000원(WON)

엘놋 EL_KNOT
010-5471-8155
ELKNOT@ELKNOT.COM

MATERIALS
종이, PET필름
PAPER, PET FILM

PRICE
낱개 4,500 / 세트 18,000원(WON)

솜씨카드 SOMSSI CARD
070-7201-9057
STUDIOSANGIL@NAVER.COM

DDP 쿠션
DDP CUSHION

I ♥ SEOUL
I ♥SEOUL

MATERIALS
면
COTTON

PRICE
38,000원(WON)

스튜디오 에이엘비 STUDIO ALB
070-4606-5716
LIJUNG@ALITTLEBIT.CO.KR

MATERIALS
마그네틱
MAGNETS

PRICE
3,500원(WON)

진송희, 신혜림 JIN SONG HEE, SHIN HYE RIM
010-8466-8375
DUGOD103@NAVER.COM

03-2016-`ƒ3¨‚-”»„fi-73-102  16.10.10 7:8 PM  ˘ ` 83     2540DPI 333LPI

82

서울의 명소 스크래치 카렌다

서울 이니셜을 응용한 칠공예품(이니셜 USB)

서울 품은 에코백

서울. 집에 들이다.(명함,사진,핸드폰꽃이)

서울. 집에 들이다.(생활복합 LED 스텐드 트레이)

서울관광윷놀이

서울달고나

서울모멘트 엽서

서울보틀

서울상징 석고방향제

서울상징랜드마크목 재조립엽서

서울시티버스 버닝캡

서울전경 캔들홀더

해치 캔들홀더

서울을 담다_에코백

서울의 랜드마크 비누

서울의 밤

서울의 조각

서울의달J

서울의달S

서울팥콜릿

서울향 소이캔들 미니 5종 세트

설다방

세빛섬 컬러링 엽서

손수건

숭례문의 사계절 도자 디퓨져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사각모양)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전통모양)

오프너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서울 상징 3D 아이콘 책갈피+메모장

전통문양활용북

페이퍼웨이즈 모션스티커 세트

한강 주얼리

한글넥타이

해치 돋보기

해치 석고 방향제

휴대폰 보조 배터리

히얼아이엠 인 서울

SEOUL LANDMARK SCRATCH CALENDAR

PAINTED CRAFTS USING INITIALS OF SEOUL

SEOUL IN YOUR BAG

SEOUL AT HOME (BUSINESS CARD, PHOTO AND CELL PHONE HOLDER)

SEOUL AT HOME (LED STAND TRAY)

SEOUL TOUR MAP YUNNORI

SEOUL DALGONA

SEOUL MOMENT POSTCARD_01

SEOUL BOTTLE

SEOUL PLASTER AIR FRESHER

WOODSEN ASSEMBLY POSTCARD OF LANDMARK IN SEOUL

SEOUL CITY TOUR BUS BURNINGCAP

SEOUL PANORAMA CANDLE HOLDER

HATCH CANDLE HOLDER

IMAGINE YOUR SEOUL_ECOBAG

LANDMARK SOAP OF SEOUL

NIGHT OF SEOUL

PIECE OF SEOUL

MOON OF SEOUL J

MOON OF SEOUL S

SEOUL POTCOLATE

THE SCENT OF MEMORY

SEOUL TEA HOUSE

SOME SEVIT POST CARD

HANDKERCHIEF

4 SEASONS OF SUNGNYEMUN CERAMIC DIFFUSER

SOUTH KOREA BEAUTIFUL WOODEN CRADLE SMARTPHONES(SQUARENESS)

SOUTH KOREA BEAUTIFUL WOODEN CRADLE SMARTPHONES(TRADITIONAL SHAPE)

OPENER

BOOKMARK WITH 3D FAVORITE SYMBOL OF KOREA SEOUL AMONG TOURISTS

TRADITIONAL PATTERN WRAPPING PAPER BOOK

PAPERWAYS MOTION STICKER SET - SEOUL SERIES

HANGANG(RIVER)_JEWELLERY

HANGUL NECTIE

HEACHI PENDANT LOUPE/HEACHI BOOK MARK LOUPE

HAECHI AIR FRESHENER

MOBILE SUPPLEMENTARY BATTERY

HERE I A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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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ITY
SPECIAL CITY

SEOUL LANDMARK 맥주받침
SEOUL LANDMARK BEERS-MATS

MATERIALS
코르크
CORK

PRICE
9,800원(WON)

띵스디자인 THINGS DESIGN
010-4762-1570
WOOOK11@HANMAIL.NET

MATERIALS
코르크
CORK

PRICE
낱개 3,000/ 세트 20,000원(WON)

조화라, 최정환 HWARA JO, JUNGHWAN DHOI
010-7355-3629
JHR2603@NAVER.COM

견향 見香
LOOK AT THE SCENT

문향 聞香
LISTEN TO THE SCENT

MATERIALS
나무,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볼
WOOD, METAL, PLASTIC, CERAMIC BALLS

PRICE
45,000원(WON)

크라프터 CRAFTR
070-7766-7924
CRAFTR@CRAFTR.KR

MATERIALS
나무,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볼
WOOD, METAL, PLASTIC, CERAMIC BALLS

PRICE
70,000원(WON)

크라프터 CRAFTR
070-7766-7924
CRAFTR@CRAFT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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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TTLE WORLD CALENDAR KIT
MY LITTLE WORLD CALENDAR KIT

MY LITTLE WORLD COLORING KIT
MY LITTLE WORLD COLORING KIT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25,000원(WON)

비커넥트 BCONNECT
010-9780-5077
BCONNECT@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25,000원(WON)

비커넥트 BCONNECT
010-9780-5077
BCONNECT@NAVER.COM

N 크리드 S
N CRID S

N 크리드 L
N CRID L

MATERIALS
나무, 철판
WOOD, STEEL PLATE

PRICE
33,000원(WON)

띵스디자인 THINGSDESIGN
070-8242-0710
DEATHTROOP00@NAVER.COM

MATERIALS
나무, 철판
WOOD, STEEL PLATE

PRICE
49,000원(WON)

띵스디자인 THINGSDESIGN
070-8242-0710
DEATHTROOP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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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핀
HAECHI_PIN

기능성 아트토이 카쿤과
N서울타워 북마크 세트
FUNCTIONAL ART TOY 'KAKOON' AND N SEOUL TOWER 
BOOKMARK AND MATCHING ITEMS

MATERIALS
황동
BRASS

PRICE
10,000원(WON)

미크 MIK
010-3808-0214
MIKMBUTTON@GMAIL.COM

MATERIALS
레진 무발포 폴리우레탄
RESIN FOAM-FREE POLYURETHANE

PRICE
39,000원(WON)

카쿤 KAKOON
010-7913-3924
MARS203@NAVER.COM

기억해, 서울
REMEMBER SEOUL POPUP CARD

빛나는 서울
SHINY SEOUL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2,000원(WON)

마이너스원 MIINUS1
010-6800-4454
MINUUUS1@GMAIL.COM

MATERIALS
아크릴, 콘크리트, 황동, LED모듈
ACRYLIC, CONCRETE, BRASS, LED MODULE

PRICE
낱개 45,000원 / 세트 125,000원(WON)

마이너스원 MIINUS1
010-6800-4454
MINUUU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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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교태전 단청 색칠공부
GYEONGBOK PALACE COLORING BOOK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
BOOKMARK THAT GRACE THE ANCIENT BEAUTY OF THE ROYAL PALACES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0,000원(WON)

투비 TOBE
070-4200-1128
TOBE@TOBESTORY.COM

MATERIALS
스테인리스, 종이
STAINLESS STEEL, PAPER

PRICE
2,600원(WON)

김태은 KIM TAE EUN
010-7366-2337
EUN_KYOUNG83@NAVER.COM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9종 세트)
BOOKMARK THAT GRACE THE ANCIENT BEAUTY OF THE ROYAL PALACES(9 IN
ONE COLLECTION)

광화문/서울시청/DDP_버튼커버
GWANGHWAMUN/CITY HALL/DDP_BUTTONCOVER

MATERIALS
스테인리스, 종이
STAINLESS STEEL, PAPER

PRICE
22,000원(WON)

김태은 KIM TAE EUN
010-7366-2337
EUN_KYOUNG83@NAVER.COM

MATERIALS
황동, 자개
BRASS, MOTHER-OF-PEARL

PRICE
37,000원(WON)

미크 MIK
02-704-0214
MIKMBUTT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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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입체액자
I CAN MAKE BY HAND A SOLID FRAME

단청이 아름다운 전통과자
BEAUTIFUL DANCHEONG TRADITIONAL COOKIES

MATERIALS
지통,한지
PAPER BOX, HANJI

PRICE
10,000원(WON)

지식나루 JISIKNARU
070-8858-2550
JISIKNARU@NAVER.COM

MATERIALS
지통,한지
PAPER BOX, HANJI

PRICE
7~8,000원(WON)

박현주 PARK HYUNJU
010-3773-4990
214MAGNUS@GMAIL.COM

대한민국서울 키홀더
DAEHANMINGUK SEOUL KEY HOLDER

러브스토리 인 북촌, (아트토이 캔들 세트)
LOVE STORY IN BUKCHON, ART TOY CANDLE SET

MATERIALS
고무, 스틸
RUBBER, STEEL

PRICE
3,500원(WON)

㈜타즈 TAZ DESIGN
070-4028-1531
TAZDESIGN@NAVER.COM

MATERIALS
도자기, 천연 콩 밀랍, 향료(난초, 사향)
PORCELAIN, NATURAL SOY WAX, FRAGRANCES (ORCHID, MUSK)

PRICE
40,000원(WON)

퍼퓸몬스터 PERFUMEMONSTER
070-4348-0003
MINDDESS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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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전경을 담은 컵받침
(광화문, 서울N타워, 명동성당)
SCENERY OF SEOUL COASTER (GWANGHWAMUN,
SEOULTOWER, MYEONGDONG CATHEDRAL)

나의 사랑 서울
My LOVE SEOUL

MATERIALS
아크릴
ACRYLIC

PRICE
낱개 9,500원 / 세트 27,000원(WON)

마이너스원 MIINUS1
010-6800-4454
MINUUUS1@GMAIL.COM

MATERIALS
BRASS, SWAROVSKI STONE, 285SF(22.5cm), EXTENTION (5cm)
BRASS, SWAROVSKI STONE, 285SF(22.5cm), EXTENTION (5cm)

PRICE
15,000원(WON)

코코 COCO
031-216-0860
EUN9LEE89@GMAIL.COM

나전꽃거울
MOTHER-OF-PEARL FLOWER MIRROR

나전머니클립
MOTHER-OF-PEARL MONEY CLIP

MATERIALS
나전, 우레탄 코팅, 아연(다이캐스팅), 도금(니켈, 골드)
MOTHER-OF-PEARL, URETHANE COATING, ZINC(DIE-CASTING), PLATING(NICKEL, GOLD)

PRICE
18,000원(WON)

엠앤티 M&T
02-704-6147
SJHOME@HANMAIL.NET

MATERIALS
나전, 우레탄코팅, 본체(브라이트 판), 스프링(스테인레스), 도금(로듐 무광, 골드)
MOTHER-OF-PEARL, THE URETHANE COATING THE BODY(BRIGHT EDITION),SPRING
(STAINLESS STEEL), plated (RHODIUM, GOLD)

PRICE
15,000원(WON)

엠앤티 M&T
02-704-6147
SJHO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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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디지털시계
(서울의 낮, 서울의 밤, 한양도성)
HANYANG CITY DIGITAL WATCH

서울 9구역 포스트잇(9종) 시리즈
9 AREAS OF SEOUL POST-IT

MATERIALS
자개, 디지털 시계, 목분, 카슈
MOTHER-OF-PEARL, DIGITAL CLOCK, WOOD FLOUR, CASHEW

PRICE
낱개 60,000원 / 세트 180,000원(WON)

(주)성협공예 SUNG HYUP CRAFT
02-2265-0782
KJI3285@CHOL.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3,000원(WON)

카인드펄슨 KINDPERSON
010-4026-9590
CEO@KINDPERSON.CO.KR

서울 풍경 엽서 6종
SEOUL LANDSCAPE POST CARD (6EA) SERIES

서울 DDP 조명
SEOUL DDP LIGHTING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000원(WON)

카인드펄슨 KINDPERSON
010-4026-9590
CEO@KINDPERSON.CO.KR

MATERIALS
아크릴, 알루미늄, LED
ACRYLIC, ALUMINUM, LED

PRICE
160,000원(WON)

디자인이즘 DESIGNISM
02-720-0771
DESIGNISM72@DESIG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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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서울
LET’S SEOUL

머그컵공명스피커
MUGS RESONANCE SPEAKER

MATERIALS
잡지 및 책 꽂이
Magazine and book holders

PRICE
55,000원(won)

명종수 MYUNG JONG SOO
010-5063-5964
WOORO2@NAVER.COM

MATERIALS
도자기
CHINAWARE

PRICE
35,000원(WON)

디자인뷰 DESIGN VIEW
031-8058-3356
YOUNGJBL@HANMAIL.NET

당신의 서울
Find your Seoul

북촌한옥마을 편경,핸드폰거치대(궁담,돌담,꽃담)
BUKCHON HANOK VILLAGE MIRRORS AND BEARINGS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낱개 1,000원 / 세트 6,000원(WON)

수원대학교 / 김종범, 김가인 SUWON UNIV. / KIM JONG BEOM
010-8687-9108
WYDQJA@NAVER.COM

MATERIALS
자개, 미러스틸, 합성피역
MOTHER-OF-PEARL MIRROR STEEL, SYNTHETIC LEATHER

PRICE
낱개 15,000원 / 세트 45,000원(WON)

(주)성협공예 SUNG HYUP CRAFT
02-2265-0782
KJI328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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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랜드마크 캘린더 포스터 2016
SEOUL LANDMARKS CALENDAR POSTER 2016

서울스크래치포스트카드
SEOUL SCRATCH POSTCARD SERIES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0,000원(WON)

이예슬 YESEUL YI
010-7553-5040
FLEASHIELDS@NAVER.COM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3,000원(WON)

페이지온 PAGEON
02-2285-5993
INFO@SCRATCHBOARD.CO.KR

서울의 명소 스크래치 카렌다
SEOULLANDMARK SCRATCH CALENDAR

서울 이니셜을 응용한 칠공예품(이니셜 USB)
PAINTED CRAFTS USING INITIALS OF SEOUL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20,000원(WON)

페이지온 PAGEON
02-2285-5993
INFO@SCRATCHBOARD.CO.KR

MATERIALS
USB, 칠, 칠가루, 자개, 난각, 금분,은분
USB, PAINTING, POWDER PAINTING, MOTHER-OF-PEARL, 
EGGSHELL, GOLD AND SILVER POWDER

PRICE
29,700원(WON)

에이치디자인앤마케팅 H DESIGN N MARKETING
010-6405-1245
1225MI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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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자인 미니노트
SEOUL DESIGN MINI NOTE

서울디자인카드
SEOUL DESIGN CARD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2,000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2-2205-5331
MARC@MILEPOST.CO.KR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2,000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2-2205-5331
MARC@MILEPOST.CO.KR

서울 랜드마크 우드 조명액자
SEOUL LANDMARK WOODEN ILLUMINATION FRAME

서울 랜드마크 우드액자
SEOUL LANDMARK WOODEN FRAME

MATERIALS
우드, 아크릴
WOOD, ACRYLIC

PRICE
30,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 CHATSWORTH HOUSE
1544-9386
CHATSWORTH_H@NAVER.COM

MATERIALS
우드
WOOD

PRICE
20,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 CHATSWORTH HOUSE
1544-9386
CHATSWORTH_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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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달고나
SEOUL DALGONA

서울모멘트엽서
SEOUL MOMENT POSTCARD_01

MATERIALS
스테인리스, 동판
STAINLESS STEEL.COPPERPLATE

PRICE
24,000원(WON)

해피시티 HAPPY CITY
010-2818-3274
HAPPYCITY_KO@NAVER.COM

MATERIALS
종이에 프린트, 비닐 포장
PRINTED ON THE PAPER, PLASTIC PACKAGING

PRICE
1,000원(WON)

바이은은 BY-EUNEUN
010-6859-2407
I_EUNEUN@NAVER.COM

서울보틀
SEOUL BOTTLE

서울상징 석고방향제
SEOUL PLASTER AIR FRESHER

MATERIALS
트라이탄, ABS
TRITAN, ABS

PRICE
5,000원(WON)

세모디 SEMODI
010-4906-7606
BDHSSK@HANMAIL.NET

MATERIALS
친환경 석고분말, 프레그런스 오일, 고정용 클립 또는 자석
ENVIRONMENTALLY FRIENDLY GYPSUM POWDER, FRAGRANCE OILS, FIXING CLIPS
OR MAGNETS

PRICE
6,000원(WON)

스튜디오 산길 STUDIO SANGIL
010-4780-8016
STUDIOSANG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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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에 들이다.
(생활복합 LED 스텐드 트레이)
SEOUL AT HOME (LED STAND TRAY)

서울관광윷놀이
SEOUL TOUR MAP YUNNORI

MATERIALS
소나무, 친환경 칼라 에코보드, LED, USB
PINE, COLOR ECO-FRIENDLY BOARD, LED, USB

PRICE
70,000원(WON)

감성 KAMSUNG
031-542-9051
CHARACMAN@NAVER.COM

MATERIALS
천, 나무
CLOTH, WOOD

PRICE
15,000원(WON)

바우디자인 VOW DESIGN
031-541-6071
BEW6232@NAVER.COM

94

서울 품은 에코백
SEOUL IN YOUR BAG

서울. 집에 들이다.
(명함, 사진, 핸드폰꽃이)
SEOUL AT HOME(BUSINESS CARDS, PHOTOS,
CELLPHONE HOLDER)

MATERIALS
캔버스
CANVAS

PRICE
35,000원(WON)

김선영 KIM SUNYOUNG
010-7106-9190
COLDVELVET@NAVER.COM

MATERIALS
소나무, 친환경 칼라 에코보드
PINE, COLOR ECO-FRIENDLY BOARD

PRICE
8,000원(WON)

감성 KAMSUNG
031-542-9051
CHARAC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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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NIGHR OF SEOUL

서울의 조각
Piece of Seoul

MATERIALS
로얄지, 트레싱지, 목재, 티라이트
ROYAL PAPER, TRACING PAPER,WOOD, TEA LIGHT

PRICE
27,000원(WON)

김희선 HEESUN KIM
010-2587-9536
HEESUN1243@NAVER.COM

MATERIALS
아크릴 또는 PC
Acrylic or PC

PRICE
9,500(4EA)원(won)

김수경 SOOKYOUNG KIM
010-8839-7734
sookyoung6@gmail.com

제3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97

서울을 담다_에코백
IMAGINE YOUR SEOUL_ECOBAG

서울의랜드마크비누
LANDMARK SOAP OF SEOUL

MATERIALS
면
COTTON

PRICE
18,000원(WON)

버킷스튜디오 BUCKETSTUDIO
010-9384-0503
MARK@BUCKETSTUDIO.NET

MATERIALS
비누
SOAP

PRICE
6,000원(WON)

안다미로스튜디오 ANDAMIROSTUDIO
010-9274-9515
ANDAMIROSTU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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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징랜드마크목 재조립엽서
Woodsen Assembly Postcard of Landmark in Seoul

해치 미니 구둣주걱
HEACHI MINI SHOEHORN

MATERIALS
목재
WOOD

PRICE
낱개 10,000/ 세트 60,000원(WON)

㈜웜메터리얼 WARMMATERIAL CO. LTD.,
070-8838-1926
SOGOODHSH@NAVER.COM

MATERIALS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매듭
CELLULOSE ACETATE KNOT

PRICE
19,000원(WON)

아스카 / 김문경 ASUKA / KIM MUN KYUNG
010-9558-6635, 02-6382-6635
ASUKAKOREA@HOTMAIL.COM, WWW.BONNYL.COM

서울고스트 - 열쇠고리
SEOUL GHOST - KEY CHAIN

해치 캔들홀더
HATCH CANDLE HOLDER

MATERIALS
열쇠고리
Key ring

PRICE
3,500원(WON)

모서리 / 김유선 MOSERI / HWANG, ROCK YOUN
010-6316-7434
ROCYOUN@HANMAIL.NET

MATERIALS
적동
COPPER

PRICE
60,000원(WON)

은향 EUN HYANG
010-3626-4037
YHS4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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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다방
SEOUL TEA HOUSE

세빛섬 컬러링 엽서
SOME SEVIT POST CARD

MATERIALS
왁스
WAX

PRICE
28,000원(WON)

박성민 PARK  SEONG MIN
010-2570-4701
BSMCOWAMAb@GMAIL.COM

MATERIALS
랑데뷰지(260g)
RENDEZVOUS PAPER (260g)

PRICE
낱개 1,300 / 세트 7,200원(WON)

디자인 1324 DESIGN 1324
010-5540-0662
PIPIDOLI@NAVER.COM

손수건
HANDKERCHIEF

숭례문의 사계절 도자 디퓨져
4 SEASONS OF SUNGYEMUN CERAMIC DIFFUSER

MATERIALS
면
COTTON

PRICE
낱개 7,000 / 세트 35,000원(WON)

(주)빗살무늬 BITSALMOONI CO.,LTD.
053-424-0882
BATMAN35@DAUM.NET

MATERIALS
도자기
CHINAWARE

PRICE
낱개 45,000 / 세트 180,000원(WON)

아자 AJA
010-9255-7109
AJA_CERA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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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팥콜릿
SEOUL POTCOLATE

서울향 소이캔들 미니 5종 세트
THE SCENT OF MEMORY

MATERIALS
포장-종이 / 내부용기-도자기 / 내용-팥초콜릿
PACKAGING - PAPER /INTERNAL CONTAINERS - CERAMICS/ 
DETAILS - RED BEAN CHOCOLATE 

PRICE
15,000원(WON)

레드로즈빈 REDROSEBEAN
070-4671-9903
REDROSEBEAN@NAVER.COM

MATERIALS
소이왁스, 프래그런스오일,종이,유리용기
SOY WAX, FRAGRANCE OIL, PAPER, GLASS CONTAINERS 

PRICE
낱개 10,000 / 세트 48,000원(WON)

스튜디오 리암 STUDIO LIAM
02-594-2533
IMSEO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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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달 J
MOON OF SEOUL J

서울의 달 S
MOON OF SEOUL S

MATERIALS
목재,아크릴,RGB LED
WOOD, ACRYLIC, RGB LED

PRICE
75,000원(WON)

김소현, 조경진 KIM SO HYUN, CHO KYUNG JIN
010-4087-1495
SSOWOOD@NAVER.COM

MATERIALS
목재, LED
WOOD, LED

PRICE
85,000원(WON)

김소현, 조경진 KIM SO HYUN, CHO KYUNG JIN
010-4087-1495
SSOW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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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양활용북
TRADITIONAL PATTERN WRAPPING PAPER BOOK

페이퍼웨이즈 모션스티커 세트
PAPERWAYS MOTION STICKER SET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18,000원(WON)

㈜동숭아트센터 DONGSOONG ARTCENTER
02-766-3390(512)
XMAS@DSARTCENTER.CO.KR

MATERIALS
PET, PAPER
PET, PAPER

PRICE
3,000원(WON)

팬지데이지㈜ PANSYDAISY
010-2024-9174
MARKETING@PANSYDAISY.COM

한강 주얼리
HANGANG(RIVER)_JEWELLERY

한글넥타이
HANGUL NECTIE

MATERIALS
24K골드도금/동/큐빅
24K GOLD-PLATED / COPPER / CUBIC

PRICE
18,000원(WON)

효갤러리 HYO GALLERY
010-2871-0019
FRARA9S@NAVER.COM

MATERIALS
실크100%
SILK 100%

PRICE
80,000원(WON)

메디파크 MEDIPARK
02-574-6526
DUCKSP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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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너
OPENER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서울
상징 3D 아이콘 책갈피+메모장
BOOKMARK WITH 3D FAVORITE SYMBOL OF KOREA
SEOUL AMONG TOURISTS

MATERIALS
황동 스테인레스
BRASS STAINLESS STEEL

PRICE
30,000원(WON)

비노스 VINOS
010-5510-5993
THRCHID@NAVER.COM

MATERIALS
PVC, 철, 종이
PVC, STEEL, PAPER

PRICE
낱개 14,800 / 세트 70,000원(WON)

패럴랙스 PARALLAX
010-9667-3002
KYUMIN.J@GMAIL.COM

100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
(사각모양)
SOUTH KOREA BEAUTIFUL WOODEN CRADLE SMARTPHONES
(SQUARENESS)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
(전통모양)
SOUTH KOREA BEAUTIFUL WOODEN CRADLE SMARTPHONES
(TRADITIONAL SHAPE)

MATERIALS
러시아산 자작나무
RUSSIAN BIRCH

PRICE
16,000원(WON)

카우박스 COWBOX
02-2699-1973
WOO753@HANMAIL.NET

MATERIALS
자작나무
BIRCH

PRICE
18,000원(WON)

카우박스 COWBOX
02-2699-1973
WOO753@HANMAIL.NET

03-2016-`ƒ3¨‚-”»„fi-73-102  16.10.10 7:12 PM  ˘ ` 100     2540DPI 333LPI



166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67102

해치 돋보기
HAECHI MAGNIFYING GLASS

해치 석고 방향제
HAECHI AIR FRESHENER

MATERIALS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매듭
CELLULOSE ACETATE,KNOT

PRICE
29,000원(WON)

아스카 ASUKA
02-6382-6635
ASUKAKOREA@HOTMAIL.COM

MATERIALS
석고, 프레그런스오일
PLASTERING,FRAGRANCE OIL 

PRICE
낱개 15,000 / 세트 28,000원(WON)

비비스토리 BB STORY
010-9917-3328
OHJ0121@NAVER.COM

휴대폰 보조 배터리
MOBILE SUPPLEMENTARY BATTERY

히얼아이엠 인 서울
HERE I AM IN SEOUL!

MATERIALS
리튬/MICRO USB PROT
LITHIUM / MICRO USB PROT

PRICE
20,000원(WON)

우리토방 WOORI TOUBANG
031-495-0630
SH8240@NAVER.COM

MATERIALS
아크릴
ACRYLIC

PRICE
3,000원(WON)

전미진, 정다영 JEON MI JIN, JUNG DA YEONG
010-3112-2541
KTLV12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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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OF MORNING CALM TEA BAG SET

SEOUL STORY KOREA TRADITIONAL PATTERN PLAY  DDP BIN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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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품 25선 25 WINNERS

— 대상 — GRAND PRIZE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통차 세트 LAND OF MORNING CALM TEA BAG SET

— 금상 — GOLD PRIZE
서울이야기 _ 3단 병풍 SEOUL STORY
코리아 패턴 플레이 DDP 비녀 KOREA TRADITIONAL PATTERN PLAY  DDP BINYEO
해치를 담은 접시 PLATE CONTAINING HAECHI
서울옻칠플레이트 SEOUL LACQUER PLATE
스윗서울 _ 다크 SWEET SEOUL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서울 PAST AND PRESENT-SEOUL WITH HAPPINESS

— 은상 — SILVER PRIZE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명함함 MOTHER OF PEARL STATIONERY _ HANOK VILLAGE
서울보따리 SEOUL BODDARI
책갈피 _ 명동성당 BOOKMARK_MYEONGDONG CATHEDRAL
페이퍼 소울, 서울 PAPER SOUL, SEOUL
서울여행스케치 _ 서울일러스트지도 ILLUSTRATED SEOUL SKETCH MAP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_서울 상징물 조명(남산) IT'S FOR YOUR GREAT SEOUL_SYMBOLIC LIGHT OF SOUL(NAMSAN)

— 동상 — BRONZE PRIZE
팝 업 서울 POP-UP SEOUL
서울책가도_ 자개알루미늄시계 SEOUL BOOK PICTURES_MOTHER OF PEARL ALUMINUM WATCH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FINDING THE BEAUTY OF SEOUL WITH COLOR
서울 방수 시계 시리즈 SEOUL WATERPROOF CLOCK
대한민국 서울 금속 팝업카드 SEOUL OF KOREA POP UP CARD
해치 한지 손수건 HAECHI KOREAN PAPER HANDKERCHIEF
서울 랜드마크 점선잇기 SEOUL LANDMARKS DOT-TO DOT
RL 책갈피 - 서울의 상징을 담은 메모리마크 RL BOOKMARK_SYMBOL OF SEOUL IN MEMORYMARK
보스 BOS (BRICK OF SEOUL)
클립랭귀지 5피스_ 하이 서울 CLIP LANGUAGE 5PCS_HI SEOUL
조명등 LIGHT FIXTURE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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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OF PEARL STATIONERY _ HANOK VILLAGE SEOUL BODDARI

BOOKMARK_MYEONGDONG CATHEDRAL PAPER SOU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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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CONTAINING HAECHI SEOUL LACQUER PLATE

SWEET SEOUL PAST AND PRESENT-SEOUL WITH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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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HE BEAUTY OF SEOUL WITH COLOR SEOUL WATERPROOF CLOCK

SEOUL OF KOREA POP UP CARD HAECHI KOREAN PAPER HANDKER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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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ED SEOUL SKETCH MAP

POP-UP SEOUL SEOUL BOOK PICTURES_MOTHER OF PEARL ALUMINUM WATCH

IT'S FOR YOUR GREAT SEOUL_SYMBOLIC LIGHT
OF SOUL(NA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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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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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LANDMARKS DOT-TO DOT
RL BOOKMARK_SYMBOL OF SEOUL IN
MEMORYMARK

BOS (BRICK OF SEOUL) CLIP LANGUAGE 5PCS_HI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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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머니
서울지갑
서울책가도_자개열쇠고리 043 
세종대왕오프너, 숭례문오프너, 보신각오프너, 해치서울오프너
소반
수호신(手護神)_부제:당신의 손을 지켜드립니다
숭례문세트 大[EC16] 
숭례문세트 小 [EC9] 
오방색 미니향수
전통캐릭터손거울
종이정원_업사이클링 수제카드
책갈피_경복궁
책갈피_광화문
책갈피_교태전
책갈피_국회
책갈피_숭례문
책갈피_청와대
책갈피_한국은행
청자화병
크리스탈 스피커
클립 펜 판타스틱 서울
한국 가면 부채
한국의 꽃 롤온향수 오방색 시리즈 (낱개) 
한글볼펜세트
한글 펜 장착 명함집
한양도성 남대문 메모함
한옥 주얼리
한옥마을 브로치 시리즈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필함
한옥마을 초롱불
해치 1 
해치 3 
호신용 도자기 피리“피리새 지노”(색 남대문 목걸이) 
호신용 도자기 피리“피리새 지노”(색 남산) 
훈민정음 타올
2015 한양도성길 달력
N서울타워조명

75 HONORABLE MENTION

SEOUL POUCH 

SEOUL WALLET 

SEOUL BOOKS PICTURES -MOTHER OF PEARL KEYCHAINS 

KING SEJONG OPENER, SUNGRYEMUN OPENER, BOSINGAK OPENER, HAECHI

SEOUL OPENER 

SOBAN 

SU-HO-SHIN 

SUNGNEMUN GATE L [EC16] 

SUNGNEMUN GATE S [EC9]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CLASSIC CHARACTER MIRROR 

PAPER GARDEN_UPCYCLED HANDMADE POT PAPER 

BOOKMARK_GYEONGBOKGUNG 

BOOKMARK_GWANGHWAMUN 

BOOKMARK_CYOTAEJEON 

BOOKMARK_THE NATIONAL ASSEMBLY 

BOOKMARK_SUNGNYEMUN 

BOOKMARK_CHEONGWADEA 

BOOKMARK_THE BANK OF KOREA 

JADE GREEN VASE 

CRYSTAL SPEAKER 

CLIP PEN 

FANTASTIC SEOUL 

KOREAN COSTUME FAN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HANGUEL BALLPEN SETS 

NAME CARDCASE WITH PEN 

NAMDAEMOON MEMO CASE 

HANOK-JEWELRY 

HANOK VILLAGE BROOCH SERIES 

HANOK VILLAGE INLAID MOTHER OF PEARL PENCIL CASE 

HANOK VILLAGE LAMP 

HAECHI 1 

HAECHI 3 

CERAMIC WHITLE°∞ZINO°± 

CERAMIC WHITLE°∞ZINO°± 

HUNMINJEONEUM TOWEL 

2015 CALENDAR - FORTRESS WALL OF SEOUL 

N SEOUL TOWER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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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작품 75선

— 입선
광화문
광화문 금속 팝업카드
궁궐 품은 해치 확대경
김유나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_ 서울 상징물 조명(숭례문)
나전컵받침
돋보기 품은 N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
디디피 어글리즈 토이
메이크 유어 스카이라인
명함케이스
박세종작가_휴대폰케이스
반차도 아트 램프
사랑해 서울
서울 24절기
서울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응용한 VIP데스트 용품_ 만연필과 명함 홀더
서울 관광명소 8경_머니클립
서울 관광명소 8경_장지갑
서울 관광명소 & 상징물_카드 목걸이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
서울 담은 손거울
서울 랜드마크 10종 북마크 세트
서울 랜드마크 11종 SET_페이퍼 토이
서울 사각사각 티스푼 세트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마우스SET)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컴퓨터마우스 大1개)
서울 쿠키들
서울 풍경 꽃갈피
서울∶印(in)
서울 손수건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노트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포스트잇
서울여행스케치_서울일러스트엽서
서울을 담은 트럼프 카드
서울의 빛
서울이미지텀블러
서울이야기_6단 병풍

— HONORABLE MENTION
GWANGHWAMUN

GWANGHWAMUN METAL POP UP CARD 

HAECHI LOUPE 

KIM YOO NA

IT’S FOR YOUR GREAT SEOUL_ SYMBOLICLIGHT OF SOUL (NAMDAEMUN) 

MOTHER-OF-PEARL SAUCERS 

N SEOUL TOWER PAPER KNIFE IN LOUPE 

DDP UGLIES TOY

MAKE YOUR SKYLINE

BUSINESS CARD CASE 

CELL PHONE CASES MADE BY PARK SEJONG

ART LAMP 

I LOVE SEOUL

SEOUL 24 SEASONAL DIVISIONS 

TRADITIONAL PATTERN VIP DESKWARE PRODUCT _ PENCIL & NAME CARD HOLDER.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 KOREA_MONEY CLIP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BREAST WALLET

SEOUL TOURIST ATTRACTIONS AND LANDMARKS_NECKLACE CARD HOLDER

SEOUL IN CARD CASE

SEOUL IN HAND MIRROR 

SEOUL LANDMARK BOOKMARK SET

SEOUL LANDMARK PAPERTOY SET

SEOUL TEA SPOON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MOUSE SET)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ABOUT TIME IN  SEOUL (SEOULSYMBOL COMPUTER MOUSE) 

SEOUL  COOKIE FRAME

SEOUL LANDSCAPE BOOKMARK

SEOUL : IN

SEOUL  HANDKERCHIEF 

ILLUSTRATED SEOUL  SKETCH NOTES

ILLUSTRATED SEOUL  SKETCH POST-IT 

ILLUST SEOUL SKETCH POST CARD

ALL ABOUT SEOUL 

LIGHT OF SEOUL 

TUMBLER FOR SEOUL  IMAGE

SEOU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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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OR YOUR GREAT SEOUL_ SYMBOLICLIGHT
OF SOUL (NAMDAEMUN) 

MOTHER-OF-PEARL SAUCERS 

N SEOUL TOWER PAPER KNIFE IN LOUPE DDP UGLIES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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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HWAMUN GWANGHWAMUN METAL POP UP CARD 

HAECHI LOUPE KIM YOO NA

04-`ƒ2¨‚-”»„fi-103-132  16.10.10 6:52 PM  ˘ ` 114     2540DPI 333LPI



180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81제2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17

I LOVE SEOUL SEOUL 24 SEASONAL DIVISIONS 

TRADITIONAL PATTERN VIP DESKWARE
PRODUCT _ PENCIL & NAME CARD HOLDER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
KOREA_MONEY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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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YOUR SKYLINE BUSINESS CARD CASE 

CELL PHONE CASES MADE BY PARK SEJONG AR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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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LANDMARK BOOKMARK SET SEOUL LANDMARK PAPERTOY SET

SEOUL TEA SPOON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MOUS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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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BREAST WALLET

SEOUL TOURIST ATTRACTIONS AND
LANDMARKS_NECKLACE CARD HOLDER

SEOUL IN CARD CASE SEOUL IN HAND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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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IN SEOUL HANDKERCHIEF 

ILLUSTRATED SEOUL  SKETCH NOTES ILLUSTRATED SEOUL  SKETCH POST-IT 

04-`ƒ2¨‚-”»„fi-103-132  16.10.10 6:53 PM  ˘ ` 121     2540DPI 333LPI

120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SEOUL  COOKIE FRAME SEOUL LANDSCAPE BOOKMARK

ABOUT TIME IN  SEOUL (SEOULSYMBOL
COMPUTER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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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TORY SEOUL POUCH 

SEOUL WALLET SEOUL BOOKS PICTURES -MOTHER OF PEARL KEY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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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 SEOUL SKETCH POST CARD ALL ABOUT SEOUL 

LIGHT OF SEOUL TUMBLER FOR SEOU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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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NEMUN GATE S [EC9]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CLASSIC CHARACTER MIRROR PAPER GARDEN_UPCYCLED HANDMADE PO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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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SEJONG OPENER, SUNGRYEMUN OPENER,
BOSINGAK OPENER, HAECHI SEOUL OPENER 

SOBAN 

SU-HO-SHIN 
SUNGNEMUN GATE L [E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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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_SUNGNYEMUN BOOKMARK_CHEONGWADEA 

BOOKMARK_THE BANK OF KOREA JADE GREEN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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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_GYEONGBOKGUNG BOOKMARK_GWANGHWAMUN 

BOOKMARK_CYOTAEJEON BOOKMARK_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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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HANGUEL BALLPEN SETS 

NAME CARDCASE WITH PEN NAMDAEMOON MEM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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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SPEAKER CLIP PEN 

FANTASTIC SEOUL KOREAN COSTUME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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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HI 1 HAECHI 3

CERAMIC WHITLE “ZINO” CERAMIC WHITLE “Z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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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K-JEWELRY HANOK VILLAGE BROOCH SERIES 

HANOK VILLAGE INLAID MOTHER OF PEARL PENCIL CASE HANOK VILLAGE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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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INJEONEUM TOWEL 

N SEOUL TOWER LIGHTING

2015 CALENDAR - FORTRESS WALL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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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품 19선 19 WINNERS

— 대상 — GRAND PRIZE
서울 오르골 SEOUL MUSIC BOX

— 금상 — GOLD PRIZE
나전윷놀이 MOTHER-OF-PEARL YUTNOLYI
한강 메모패드 북마크 MESSAGE OVER HANRIVER
서울 미니 마그넷 세트 SEOUL MINI MAGNET SET 

— 은상 — SILVER PRIZE
모닝캄 티라이트 홀더 MORNING CALM TEALIGHT METAL HOLDER
북촌 BUKCHON
서울디자인 엽서 SEOUL DESIGN POSTCARDS
금빛의 600년 600 YEARS OF GOLD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SEOUL SPOT TOUR GUIDE CARD

— 동상 — BRONZE PRIZE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NAMDAEMUN MAGNIFYING GLASS WITH MOTHER
자개 휴대폰케이스 MOTHER-OF-PEARL PHONE CASE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SEOUL TRAVEL MAP HANDKERCHIEF
홍군 서울풍경화 엽서 HONG GUN SEOUL LANDSCAPE POSTCARDS
메탈 팝업카드-경복궁 3종 콜렉션 METAL POP-UP CARDS (GYEONGBOKGUNG)
서울랄라 SEOULALA
서울 핸디 노트 SEOUL HANDY NOTES
마이스티커 MY STICKER
해치 컵홀더 HAECHI CUP HOLDER
한국의 탈 엽서세트 KOREA EYE MASK POST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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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타워미니어처2P  

N 서울타워뱃지
45 degree wall clock  

아트메모'서울이좋다' 

아리랑/ 북촌오르골문방사우
한옥마을감성자개기념품
서울상징기념스탬프
빅시티타임서울
사운드페블
종이접기한복색종이3종
해치에코백
내찬기치읓비읍세트
63빌딩
서울상징팝업카드
Seoul 자석책갈피
기와집형청자도자목걸이장신구
서울글루메모
서울글루메모4종세트
서울미니노트
서울시티노트세트
서울트레벨저널
서울우표모양데코스티커
서울그래픽PP 폴더
나무자석작은꽃병
우리서울
한옥과 한복의 미
More than SEOUL 기억력게임
SEOUL 카드홀더
물고기나무조명
색동귀걸이
씨앗카드
엽서화분
북촌한옥마을편지지&봉투
I Love Seoul 초받침
궁중한복당의 앞치마
북촌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I LOVE SEOUL

한지월렛DDP

글자를만들어보자! 한글/알파벳쿠키
안녕! 서울

81 HONORABLE MENTION

SEOUL TOWER MINIATURE 2P  

N SEOUL TOWER BADGE  

45 DEGREE WALL CLOCK  

ART MEMO ‘I LOVE SEOUL’
BUKCHON / ARIRANG MUSIC BOX MUNBANGSAU MUSIC BOX  

MOTHER-OF-PEARL HANOK VILLAGE  

CELEBRATION STAMP OF SEOUL  

BIG CITY TIME SEOUL  

SOUND PEBBLE  

ORIGAMI HANBOK COLORED PAPER  

HAECHI ECO BAG  

CHI-UT BI-UP NAECHANGI SET  

63 BUILDING  

SEOUL POP-UP CARD  

SEOUL MAGNET BOOKMARK  

TILED-ROOF HOUSE CELADON / CERAMIC NECKLACE  

SEOUL GLUE MEMO  

GLUE MEMO SET  

SEOUL MINI NOTE  

SEOUL CITY NOTE SET  

SEOUL TRAVEL JOURNAL  

SEOUL STAMP DECO STICKER  

SEOUL GRAPHIC PP FOLDER  

SMALL TUBE VASE WITH A MAGNET  

OUR SEOUL ECO BAG  

HANOK AND THE BEAUTY OF HANBOK  

MORE THAN SEOUL MEMORY CARD GAME  

SEOUL CARD HOLDER  

FISH WOOD LAMP  

KOREAN CLOTHES EARRINGS  

SEED OF SEOUL (SOUL) CARD  

POSTCARD POT  

BUKCHON HANOK VILLAGE STATIONERY PAPER & ENVELOPE SET  

I LOVE SEOUL CANDLESTICK  

HANBOK COURT DRESS APRON  

BUKCHON HANOK VILLAGE PORTABLE NECK PILLOW  

I LOVE SEOUL

HANJI WALLET (DONGDAEMUN DESIGN PLAZA)  

LET’S MAKE A WORD! KOREAN/ENGLISH ALPHABET COOKIES  

HI!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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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작품 81선

— 입선
한옥 나들이
경희궁의 부활-서궐도시리즈
서울의 약속(매듭 이어캡)
한양도성의 5대궁담음 시리즈
한양도성 손수건
서울‘궁’색칠놀이
해치 수틀 액자
서울 포토북
서울 북마크
서울 북엔드
서울 주름가방
R 티스푼포크세트
북촌지도 일러스트 손수건
북촌지도 일러스트 티셔츠
서울 디자인 머그컵 & 텀블러
수문장 한글 문양 나전 패브릭 상품/세라믹 상품
서울문자도엽서
북촌 한옥마을 여행 수첩
서울여행 머그컵
궁궐지킴이 해치 명함함
N 서울타워디자인제품

-오리엔탈 타워 시리즈
-하트 타워 시리즈

태극으로 표현되는 서울
서울시 지하철 노선 에코백
한양도성 상징 액세서리
한국의 자개
숭례문 벽시계
서울 티스푼(I LOVE SEOUL)
나전명함케이스
나전자석
나전텀블러
[miniseoul]에코백+파우치
크리스탈 메모홀더, 메모보드그
래픽 딕셔너리 코리아-배지
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서울명소
에론
멀티홀더

— HONORABLE MENTION
JOURNEY TO HANOK

REVIVAL OF GYEONGHUIGUNG

PROMISE OF SEOUL (KNOT EAR CAP)

5 PALACES OF HANYANG FORTRESS WALL SERIES

HANYANG FORTRESS WALL HANDKERCHIEF

COLORFUL STORY OF SEOUL

AUSPICIOUS ANIMAL - HAECHI -  LUCKY FRAME

SEOUL PHOTOBOOK

SEOUL BOOKMARK

SEOUL BOOKEND

SEOUL WRINKLE BAG

R TEASPOON FORK SET

SEOUL BUKCHON MAP ILLUSTRATION HANDKERCHIEF

SEOUL BUKCHON MAP ILLUSTRATIONT - SHIRT

SEOUL DESIGN MUG & TUMBLER

SUMUNJANG IN MOTHER - PEARL / FABRIC / CERAMIC

SEOUL MUNJADO POSTCARD

BUKCHON HANOK VILLAGE TRAVEL JOURNAL

SEOUL TRAVEL MUG

PALACE GUARD HAECHI BUSINESS CARD CASE

N SEOUL TOWER DESIGN PRODUCT

- ORIENTAL TOWER SERIES

- HEART TOWER SERIES

TAEGEUK SEOUL

SEOUL SUBWAY MAP ECO BAGH

ANYANG FORTRESS WALL ACCESSORY

MOTHER-OF-PEARL OF KOREA

NAMDAEMUN WALL CLOCK

SEOUL TEASPOON (I LOVE SEOUL)

MOTHER-OF-PEARL BUSINESS CARD CASE

MOTHER-OF-PEARL BUSINESS CARD CASE

MOTHER-OF-PEARL MAGNET

MOTHER-OF-PEARL TUMBLER

MINISEOUL 'SEOUL'  ECO BAG & POUCH SET

CRYSTAL MEMO HOLDER,  MEMO BOARD

GRAPHIC DICTIONARY KOREA BADGE

SEOUL RAILWAY CITY MAP

BUSINESS CARD CASE AND HAND MIRROR

SEOUL LANDMARK TOURIST PRODUCT

ERON

MULTI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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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 육성 사업 이야기

Seoul Themed Souvenir

Development and Project

首尔象征观光纪念品

开发培育事业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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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개요

- 공모기간 : 2017. 4. 18(화) ~ 7.17(월) 91일간

- 심사 : 2017. 7. 20(목) ~ 8. 30(수) 30일간

- 수상작 발표 : 2017. 9. 14(목)

- 수상작 확정 발표 : 2017. 10. 12(목)

- 서울시 부문(100선) : 대상(1) / 금상(3) / 은상(6) / 동상(10) / 입선(80)

-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9선) : 롯데월드 대표이사상(1) / 롯데월드 금상(2) / 롯데월드 은상(2)/ 

롯데월드 동상(4)

-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 부문(2선) : 한화호텔&리조트 금상(1), 한화호텔&리조트 은상(1)

제5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공고

- 공고일 : 2017. 4. 18(화)

-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진행 - 진행일 : 2017. 4. 28(금)

- DDP 살림관 2층 세미나실

공모전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7(금) ~ 7. 17(월)

- 440선 접수 – 서울시 부문 284선,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105선,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 

부문 51선

1차 전문가 심사 2017. 7. 20(목)

- 유어스빌딩 5층 패션아트홀

- 심사결과 : 236선 선정 – 서울시 부문 205선,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21선, 63빌딩 부문 10선 

- 심사위원 : MD, 상품기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7명)

2차 시민 / 관광객 심사 참여 기간 : 2017. 8. 4(금) ~ 8. 15(금), 10일간

- 1부 : 2017. 8. 4(금) ~ 8. 8(화), 63빌딩 B1층

- 2부 : 2017. 8. 11(금) ~ 8. 15(화), DDP 살림터 1층 

총 3,838명 참가(총 투표수 50,514표, 1인당 13개 배포)

대상 : 1차 전문가 심사 선정작 236선

평가자 : 시민, 관광객

평가방법 : 1차 전문가 선정작품 236선(서울시 부문 205선,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21선, 63빌딩 

부문 10선)의 현황보드판에 각각 13개(서울시 부문 10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2개, 63빌딩 부

문 1개) 선호 상품 스티커 부착

3차 최종 전문가 심사 2017. 8. 30(수)

- DDP 살림터 1층 까페2

전체 평가를 반영하여 전문가 순위 및 당락 선정

서울시 부문 100선,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9선, 63빌딩부문 2선 총 111선 선정

제 5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11선 발표

2017. 9. 14(목)

- 서울시 부문(100선) : 대상(1) / 금상(3) / 은상(6) / 동상(10) / 입선(80)

-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9선) : 롯데월드 대표이사상(1)

롯데월드 금상(2) / 롯데월드 은상 (2) / 롯데월드 동상(4)

-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 부문(2선) : 한화호텔&리조트 금상(1), 한화호텔&리조트 은상(1)

제 5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2017. 10. 16(월) 14:00 ~ 15:30

- DDP 살림터 3층 나눔관

상품양산을 위한 

디자인 보완 자문회의

2017. 9. 18(월)~9. 29(금)

- 1/3차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포함 4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상품의 보완을 통해 상품완성도 높임

국내프리마켓 참여 2016. 9. 23(금) ~ 2016. 10. 6(목)

- 2017 DDP 공예프리마켓

- 서울시 부문 상위 수상작 100선 중 10작품 프리마켓 참여

수상작 대상 판로 및 입점 지원 2017. 10 ~ 2017. 11

- DDP 내 DDP Store, 롯데월드타워 내 기념품 숍, 63아트 숍, 다누리 매장(신청사) 등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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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hemed SouvenirDevelopment and Project

Outline of 5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 Application Period: For 91 days from Tuesday, April 18 to Monday, July 17, 2017

- Judging Period: For 30 days from Thursday, July 20 to August 30, 2017

- Preliminary Announcement of Prizewinners: Thursday, September 14, 2017

- Final Announcement of Prizewinners: Thursday, October 12, 2017

- Seoul Category (Top 100 works): Grand Prize(1) / Gold Prize(3) / Silver Prize(6) / Bronze 

Prize(10) / Honorable Mention(80)

-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9): Lotte World Representative Director’s Prize(1) / Lotte 

World Gold Prize(2) / Lotte World Silver Prize (2) / Lotte World Bronze Prize (4)

-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2): Hanwha Hotels & Resorts Gold Prize(1), 

Hanwha Hotels & Resorts Silver Prize(1)

Announcement of 5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 Date of Announcement: Tuesday, April 18, 2017

- Official sites of Seoul City and Seoul Design Foundation

Project Briefing - Date: Friday, April 28, 2017

- Conference Room on the 2nd floor of DDP Sallimgwan (Design Shop)

Contest Entry - Period: Friday, July 7, 2017 to Monday, July 17, 2017

- Received 440 works – 284 works in the Seoul category and 105 works in the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51 works in the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First Evaluation by Experts Thursday, July 20, 2017

- Fashion Art Hall on the 5th floor of Fashion Art Hall in Yours Building

- Results of Evaluation: 236 works were selected – 205 works in the Seoul category, 21works 

in the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10 works in the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 Judges: Seven experts in MD, product planning, designs, etc.

Second Evaluation by Citizens and 

Tourists

Participating Period: 10days from Friday, August 4, 2017 to Friday, August 15, 2017

- Part 1: Friday, August 4, 2017 – Tuesday, August 8, 2017, 1st Basement Floor of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 Part 2: Friday, August 11, 2017 ~ Tuesday, August 15, 2017, 1st floor of DDP Salimpteo

-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3,838 (the total number of votes: 50,514, the total number of 

distributed votes per person: 13)

- Entries: 236 works selected by specialists

- Evaluators: Citizens and tourists

- Evaluation Method: One evaluator had 13 voting stickers and the person put the stickers on all 

different 13 works (ten stickers on works in the Seoul category, two stickers in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one sticker in Hanwha Resorts & Hotels 63 Building) out of first selected 236 

works (205 works in the Seoul category, 21 works in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10 

works in Hanwha Resorst & Hotels 63 Building category) by experts.

Third and Final Evaluation by Experts Wednesday, August 30, 2017

- Cafe 2 on the 2nd floor of DDP Salimteo

Selecting ranks and prizewinners based on overall evaluation

100 works in Seoul category, nine in Lotte World SEOUL SKY and two in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A total of 111works were selected

Announcement of 111 Prizewinner of the 

5th Seoul Symbol Souvenir Contest

Thursday, September 14, 2017

- Seoul category (100 works): Grand Prize(1) / Gold Prize(3) / Silver Prize(6) / Bronze Prize(10) / 

Honorable Mention(80)

-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9 works): Lotte World Representative Director’s Prize(1) / 

Lotte World Gold Prize(2) / Lotte World Silver Prize (2) / Lotte World Bronze Prize (4)

-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2 works): Hanwha Hotels &Resorts Gold 

Prize(1), Hanwha Hotels & Resorts Silver Prize(1)

Awards Ceremony of the 5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14:00 – 15:30 on Monday, October 16, 2017

- Nanum Hall on the 3rd floor of DDP Salimteo

Advisors Meeting on Design before Mass-

Production

Monday, September 18, 2017 - Friday, September 29, 2017

- Upgrading the quality of products by applying the opinions of four people including the 

chairpersons of the first and third evaluation

Participation in Domestic Exhibitions Friday, September 23, 2016 - Thursday, October 6, 2016

- 2017 Seoul Crafts Fair and Crafts Free Market

- Top 10 works out of 100 in the Seoul category

Helping Prizewinners Find Buyers and 

Open Stores

October, 2017 – November, 2017

- DDP Store in DDP, Souvenir Store in Lotte World Tower, 63 Art Shop, Danuri Store (New City 

Hal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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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象征 观光纪念品 开发培育事业故事

第五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事

业概要

-	征集期间：2017.4.18(周而)~7.17(周一)，共91天

-	评审：2017.	7.	20(周四)~8.30(周三)，共30天

-	获奖作品发表：2017.	9.	14(周四)	

-	获奖作品确定发表：2017.	10.	12(周四)

-	首尔市部门(100选)：大奖(1)/金奖(3)/银奖(6)/铜奖(10)/入选(80)

-	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9选）：乐天世界代表理事奖(1)/乐天世界金奖(2)/乐天世界银

奖(2)/乐天世界铜奖(4)

-	韩华酒店&度假村63大厦部门(2选)：韩华酒店&度假村金奖(1)，韩华酒店&度假村银奖(1)

第五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公

告

-	公告日期：2017.	4.	18（周二）

-	首尔市，首尔设计财团官方网站

事业说明会 -	说明会日期：2017.	4.	28（周五）

-	DDP生活馆2楼会议室

征集作品展公告申请 -	申请日期：2017.	7.	7（周五）~7.	17（周一）

-	申请440选（首尔市部门284选，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105选，韩华酒店&度假村63

大厦部门51选）

第一次专家评审

2017.	7.	20（周四）

-	U:US大厦5楼时尚艺术大厅

-	评审结果：选定236选（首尔市部门205选，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21选，63大厦部

门10选）

-	评审委员：MD，商品企划，设计等相关部分专家（7人）

第二次市民/游客评审 参与期间：2017.	8.	4（周五）~	8.	15（周五），共10天

-	第1部：2017.	8.	4（周五）	~	8.	8（周二），63大厦B1

-	第2部：2017.	8.	11（周五）~	8.	15（周二），DDP生活馆1楼

参与人总数3838名（投票总数50514票，一人13票）

对象：第一次专家评审选定作品236选

评委：市民，游客

评价方式：板子上有236选第1次专家选定作品	(首尔市部门205选，乐天世界塔SEOUL	SKY部

门21选，63大厦部门10选)，参与人给自己喜欢的作品贴贴画。其中，首尔市部门提供10个贴

画，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提供2个贴画，63大厦部门提供1个贴画。

第三次专家最终评审 2017.	8.	30（周三）

-	DDP生活馆1楼咖啡2

反映全体评价选定专家顺序及当选和落选

首尔市部门100选，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9选，63大厦部门2选

共111选

第五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获

奖作品111选发表

2017.	9.	14(周四)

-	首尔市部门(100选)：大奖(1)/金奖(3)/银奖(6)/铜奖(10)/入选(80)

-	乐天世界塔SEOUL	SKY部门(9选)：乐天世界代表理事奖(1)

乐天世界金奖(2)/乐天世界银奖(2)/乐天世界铜奖(4)

-	韩华酒店&度假村63大厦部门(2选)：韩华酒店&度假村金奖(1)，韩华酒店&度假村银奖(1)

第五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颁

奖仪式

2017.	10.	16（周一）14:00	~	15:30

-	DDP生活馆3楼分享馆

为商品量产的设计完善咨询会议 2017.	9.	18（周一）~9.	29（周五）

包括1/3次专家评审委员长，反映4位的意见，通过完善部分商品提高商品的完成度

参加国内自由市场 2016.	9.	23（周五）	~	2016.	10.	6（周四）

-	2017DDP工艺自由市场

-	首尔市部门获奖作品的前100部作品中10部作品参加自由有市场

获奖作品销路及进店支持 2017.	10	~	2017.	11

-	DDP内的DDP	Store，乐天世界塔内的纪念品商店，63艺术商店，DANURY商店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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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로 7017 " 걷는 다리 " 배지 , 
간판배지

로드레인저
 ( 문상훈 , 손현선 ,
최수인 , 최영인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 가 120-3, 진양상가 461 호
instagram/

roadrangers.rr
roadranger.rr@gmail.com

010-3317-9028,
010-3745-3542

서울로 패스포트 엽서세트
HANADURI

( 이두리 , 이하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 다길 21 1 층 hanaduri.co hello@hanaduri.net 010-9023-0022

서울로 플립북 메모지 전태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19  ghount@naver.com 010 2887 7886

보 ; 황동자 + 책갈피 
보

( 조영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4 길 12 102-401 taam95@naver.com 010-6229-4403

Seoullo7017 나전 자 두레공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82 우리은행 2 층 두레공예 dooreart.co.kr dooreart@hanmail.net 02-797-5730

서울을 걷다 책 따라 글 따라 
책갈피 페르소나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 가길 26-1 
personaproject17@gmail.com    010-6276-7241

서울로 7017 라인북 뺨이스튜디오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6 차 212-5 ppyame.com ppyame_k@naver.com 070-8227-0313

나전시크릿 카드 ( 주 ) 성협공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 청량리 ) 상경빌딩 2 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2-2265-0781

서울로 컬러링스케치 엽서세트 드림스카이 서울시 중랑구 중화 1 동 291-58 dreamsky33.com  skyjoon1000@hanmail.net 070 8274 8630

서울 이야기 달력 임선정 , 김도희 - - yehseonjeong5@gmail.com 010-9953-6983,
010-6866-5720 

나뭇잎 마우스패드 송숙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 다길 31-12 103 호 - eunyin2@naver.com  010-7466-2206

경복궁 맵핑스티커 매드맵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 층 ,
 매드맵

madmap.co.kr madmap.official@gmail.com 010-9138-7969

서울관광 손수건 디아트
( 김영희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2 길 46 B101 호 yh977@naver.com 02-977-7131

광화문 편지 , 명함꽂이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20 부유빌딩 2 층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2-2264-2577

궁 엽서 14 종 박은지 nio9227@naver.com

윤희철의 서울건축풍경 2018 
탁상용 캘린더 윤희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휴먼건축공학부 hcyoon@daejin.ac.kr 031-539-1945

서울 고궁 , 종묘 나전카드 김아람 , 김나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 2 길 23 지하 ( 이화동 4-14) 010-9269-6456,
01090268501

서울로 자석시트 세트 엠앤티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9 번지 , 3 층 najeon.net sjhome@hanmail.net 02-704-6147

자음한글 종이접기 
서울 & 자음 김보은 darory@naver.com

서울자석지도 노태그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11 길 49,201 notaggroup.com aien0808@notag.co.kr 010-9034-1304

N 서울타워 야경펜 나누디자인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 2 길 34 9days.kr nuri6626@nanudesign.co.kr 010-2246-2118

서울에서 온 편지 선오브제 ( 유미리 , 김
효선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1-1001 hs326@hanmail.net 02-6166-3979

건축가의 어반스케치 
서울드로잉산책 윤희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휴먼건축공학부 hcyoon@daejin.ac.kr 010-5337-6944

나전명함집 조각보코리아 ( 우 : 031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 길 11 02-2264-6440

단청파레트 최유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 길 6-60 우림필유타운하우스
 103 동 101 호 olive4119@naver.com  010-4119-2191

서울스카이 플립북 노트 전태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19 ghount@naver.com 010-2887-7886

나전시크릿 카드
( 시크릿타워 ) ㈜성협공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 청량리동 ) metrosh.co.kr kji3285@chol.com 02-2265-0781

나전시크릿 카드
( 시크릿 63)

㈜성협공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 청량리동 ) metrosh.co.kr kji3285@chol.com 02-2265-0781

편지 , 명함꽂이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20 부유빌딩 2 층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2-2264-2577

서울 스카이라인 북마크 크래프트웍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15 번길 21 craftworkslab.com craftworks@naver.com 070-7776-3437

문구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로 7017 젓가락 김아람 , 김나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 2 길 23 지하 ( 이화동 4-14) - -
010-9269-6456,
010-9026-8501

서울로 7017 롱유리컵 , 
물컵 , 소주컵

글라스메이트
( 박혜림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 2 길 27 1 층 theglassmate.com axlvoice@gmail.com 02-499-0995

서울로 7017  햇살부채 허은혜 서울시 강남구 대치 4 동 910-14 번지 B02 호 m.blog.naver
.com/102lab

102lab@naver.com 010-3077-3110

서울로 7017 반다나
빗살무늬

( 정혁식 , 장지유 )
41965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44-4, 3 층 , 빗살무늬 - batman35@daum.net 053-424-0882

서울로 7017 종이컵 김홍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4 동 삼성아파트 112동 2005호 - - 010-8856 8738

별이 빛나는 서울로 하우스오브세라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4 단지
 404 동 1204 호

- alravu@naver.com  010-5797-7238

서울로 수저받침 
목 , 금 , 토

고요컴퍼니
( 최유진 )

서울시 서초구 서래로 
47, 402 호

- xbirdx@naver.com 010-8522-0270

플로팅 가든 램프 우드락공작소
( 유은정 )

075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8 길 40 ( 방화동 ) 
304 호 ( 방화 2-1 임대상가 ) woodrock.kr anidream76@naver.com 02-2663-7020

서울로 7017
 스마트폰 홀더 머그컵

실버피쉬
( 유효상 ) 인천광역시 남구 비룡길 11 번길 43( 용현동 ) blog.naver.com/

kkingyou kkingyou@naver.com 032-875-4717

서울로 함께 걷자 
종이방향제 마이어스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서 1 길 16-3 maius.modoo.net - 0507-1454-5667

서울로 다리다리
에코백 키트 곽예진 , 김가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34 길 3, 302 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 가길 57, 102 동 705 호 -  yejin_gh@naver.com,
 hiyacintha@naver.com 

070-4196-7309,
02.3217.8397

서울 이어폰 홀더 차스워스하우스 경기도 군포시 당동 134-14 1 층 차스워스하우스 housechatsworth.
com

 chatsworth_h
@naver.com 1544-9386

소지품과 함께 들고 
걸을 수 있는 

Takeout 용 일회용 컵홀더
디자인팡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6 호  K-fingeroo.com paihoo@hanmail.net 070-8161-8143

서울을 걷다 맛따라 멋따라 옻칠 
젓가락 페르소나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 가길 26-1 -   personaproject17

@gmail.com  010-6276-7241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단청닷컴 대전시 동구 중앙로 200 번길 99 중앙메가프라자 255 호 
단청닷컴

cafe.daum.net/
danchoung - 042-222-4805

스케치라이트 스탠드 조명 감성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269 번길 37-24 artinbay.co.kr artinbay@naver.com 031-542-9051

걷자 , 같이 걷자 장예지 - - pingjang@naver.com -

서울로 다믄 손수건 또봄공작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06( 동부센트레빌 )103-205 -  pommelee@hanmail.net 010-2393-1390,
010-4476-2223

서울로 7017 네임택 뺨이스튜디오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6 차 212-5 ppyame.com ppyame@naver.com 070-8227-0313

걸으며 들기 편안한 
서울로 형태의 손잡이가 

있는 머그컵
디자인팡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6 호  K-fingeroo.com paihoo@hanmail.net 070-8161-8143

서울로 7017 
추억담기 구리함 에그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7-131 번지 - egg1102@gmail.com 010-8652-7122

서울로 70-17 화동(정윤아, 이수현) 서울시 광진구 자양 2 동 현대아파트 301 동 908 호 - garu8426@naver.com 010-9252-1968,
010-4352-1588

서울로 모양 컵받침 김경은 , 홍태화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  onyou501@naver.com
010-2862-5602,
010-4053-4311

서울로 구조를 한 손잡이가
 달린 커플 머그컵 디자인팡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6 호  K-fingeroo.com paihoo@hanmail.net 070-8161-8143

버라이어티 서울 몰로 ( 박민정 )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 길 23, 별관 104 호  themollo.com bkwl16@naver.com 070-4453-2055

월드프렌즈 랜드마크
서울 자석 ㈜두버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10 2F dobuddy.co.kr  admin@dobuddy.co.kr 1522-5830

캄포도마 디자인뷰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3-1904 - wltjs9771@naver.com 031-8058-3356

그리다 , 서울 머그잔
 키미스아트 
( 김윤미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212, 102 6 층 13 호 kimijaak.com kimijaak@gmail.com  010-5346-1147

월드프렌즈 조선 
궁궐 캐릭터 자석

㈜두버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10 2F dobuddy.co.kr  admin@dobuddy.co.kr 1522-5830

생활용품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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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경 입체자석 수버니어바이킴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8 가길 13-7, 2 층 ( 문래동 3 가 ) souvenirbykim.com cs@souvenirbykim.com 02-2062-2016

한양 도성의 사계 최효정 , 손소현 서울 중구 청구동 약수하이츠아파트 108 동 2005 호 -
ool9893@hanmail.net/
sso7110@naver.com

02-3272-5388

해태 각인비누 몰드코리아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3-18.  4 층 cafe.naver.com/
moldkorea

photoeditor@naver.com 02-434-1062

100 月 박미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4 길 43 성북힐스테이트
 101 동 2204 호

- mirae0326@naver.com 010-8393-7780

단청 카드동전지갑 김은실 - - minacorib@naver.com 010-3661-1399

서울에 담기다
서울명함 / 펜꽂이

차스워스하우스 경기도 군포시 당동 134-14 1 층 차스워스하우스 housechatsworth.
com

 chatsworth_h
@naver.com

 1544-9386

리멤버 서울 텀블러
서울을 기억하다 ! 

서울을 담다 ! 

바인앤브랜치스컴퍼
니

-
rememberseoul.

modoo.at vnbceo@naver.com -

색으로 기억되는 
서울 조각보손수건

선오브제
( 유미리 , 김효선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1-1001 - hs326@hanmail.net 02-6166-3979

아름다운 한국 광화문 
수문장 아크릴스탠드 카우박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5 길 43 엠에스빌딩 203 호 cowbox.co.kr woo753@hanmail.net 02-2699-1973

서울스카이 주얼리 홀더 도자기공방초이 서울 구로구 오류 2 동 146-4 -  yon2world@naver.com 02-6497-2001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팔찌 레오
( 이승우 )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제 2 학생회관 B131 호 인액터스 konkukenactus.com charmer365@naver.com 010-6756-7788

서울로 7017 야경 폰케이스 라프랑
( 김시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여성창업플라자 302 호 lafranc.kr cocobay@naver.com 02-6049-4333

서울로 사뿐사뿐 가방고리 또봄공작소
( 윤선미 , 이영교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06( 동부센트레빌 ) 103-205 - pommelee@hanmail.net 010-2393-1390,
010-4476-2223

서울로 책갈피 / 자수팔찌 온프로젝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대우트럼프월드 102 동 1803 호 - joongja9@naver.com 010-2012-6404

서울 우표 자수 패치시리즈 샌드캐슬클럽
( 박석현 , 이예슬 )

경기 의정부 장곡로 226 번길 52 105 동 1401 호 
( 대우푸르지오 1 차 )

instagram.com/
sandcastleclub

sandcastleclub
@naver. com

010-3348-5858,
010-4210-4264

서울랜드마크 남산
서울타워 , 광화문광장

㈜비오비패키지스타
일그룹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 동 303 호 ipapero.com bob@bobdesign.co.kr 02-6309-7571

남산 , 광화문 , 서울역 
수브니 링 디아즈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24 3 층 1 호 participer-paris.co.kr diaaz@naver.com 02-720-3552

광화문 꽃팔찌
주식회사 

크래프트링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 길 11 SK V1 센터 419 호 

크래프트링크  craft-link.co.kr Lupik@naver.com 02-2634-5720

s- 서울 매듭브로치 A 와 B
배키매듭방
( 배경연 )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 길 15, 903-406 ( 하계동 , 주공 9 단지 ) b312312.blog.me b312312@naver.com 010-4555-6312

자개나비노리개 귀걸이 다이뮤즈루시 - instagram.com/
thy_muse_lucy

thymuselucy@gmail.com 010-4149-9411

서울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비오비패키지
스타일그룹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 동 303 호 ipapero.com bob@bobdesign.co.kr 02-6309-7571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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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로 식물산책 
( 이야기가 있는 식물도감 )

서울산책
( 이국 )

서울시 용산구 만리재로 178 별관 2 층 seoulwalk.org shadow-noh
@seoulwalk.org

02-702-5996

서울로 7017 과 친구들
 스노우글로브

  크래프트 서울
( 서경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52-1, 4 층 craftseoul.com craftseoul@gmail.com 010-9274-9515

서울 여행의 시작 , Seoullo7017 
모노폴리 권세정 , 최미애

010-4814-0554,
010-3929-8328

전통매듭팔찌 DIY 키트 또봄공작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06( 동부센트레빌 ) 103-205 pommelee@hanmail.net 010-2393-1390,
010-4476-2223

Seoullo7017 마블게임 김수연 서울시 양천구 목 1 동 931 번지 현대아파트 107 동 1606 호 suyeono_o@hanmail.net 010–2455-0926

우리서로 세트 송혁 www.instagram.
com/songkingko songkingko@gmail.com -

2018 년 서울로 컬러링 
스케치 달력 , 엽서 이철규  cklee375@naver.com

서울 블로
( 책상위의 서울로 ) 박한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neakure@naver.com 010-9331-7349

팝업 서울 ㈜수브랜드 서울시종로구 돈화문로 11-1, 2 층 www.souveland.
com souveland@hanmail.net 02-2285-3200

서울 . 건강 . 허니 _a type 꿀건달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1 다길 16, 3 층 ggulgundal.com ggulgundal@naver.com 02-914-8900,
010-3705-0730

서울 . 건강 . 허니 B 꿀건달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1 다길 16, 3 층 ggulgundal.com ggulgundal@naver.com 02-914-8900,
010-3705-0730

페이퍼애 광화문 봄의 향기 , N
서울타워 담다디 damdad.co.kr ohmy912@hotmail.com 070-4757-0218

크리스탈 시계 ( 입상형 ) 예함크리스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9 동 2 층 232 호 yaehamcrystal.co.kr yaeham@naver.com 031-689-5860

길위의 향기 에스에이치네스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74, 501 shnesque.com shnesque@naver.com 070-8805-3315

서울 . 건강 . 허니 C 꿀건달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1 다길 16, 3 층 ggulgundal.com ggulgundal@naver.com 02-914-8900,
010-3705-0730

폰 & 마그넷홀더 ㈜오케이아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402 호
( 크란츠테크노 , 상대원동 ) okahha.com ramile37@naver.com 031-777-8811

엔서울타워 초콜릿바 마일포스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 캐슬 407 marc@milepost.co.kr 02-2205-5331

남산타워카드 USB 위성연 tlsqkf345@naver.com 02-2642-5316

아이서울유 마그넷 , 전통의상 
마그넷 , 전통탈 마그넷 디자인이즘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6-606 designism72@daum.net 02-720-0771

서울트럼프카드 ㈜호텔드코드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9 지하 1 층 art.lieul@gmail.com 02-326-0610

서울랜드마크 마그넷 크래프트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52-1, 4 층 craftseoul.com craftseoul@gmail.com 010-9274-9515

서울노리 사단법인 한국
웰니스협회 ( 시남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8 길 16-22 화인빌딩 4 층 wellres79@naver.com 010-7735-0380

서울의 하늘 전통차 티백세트 고요컴퍼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4-5 용마빌딩 4 층 402 호 goyocompany.com xbirdx@naver.com 010-8522-0270

블로썸 서울 주식회사비앤디컬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 길 68-7, 68-9 ( 이화동 ) 2zoworld@hanmail.net 02-461-1490

롯데월드타워 스노우글로브 크래프트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52-1, 4 층 craftseoul.com craftseoul@gmail.com 010-9274-9515

크리스탈 컵받침 예함크리스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9 동 2 층 232 호 yaehamcrystal.co.kr yaeham@naver.com 031-689-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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