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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여행을 추억하거나 서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육성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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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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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从2013年开始，为访问首尔的国内外游客留下美好回忆或塑造
美丽的首尔形象，以首尔市主办、首尔设计财团主管为中心重
点开发及培养象征首尔的旅游纪念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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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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

—— BUSINESS BRIEF
—— INDEX

119
124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0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005
007

顺序

大奖
安静的早晨之国传统茶套组

入选
009

金奖

光化门

024

守护神 副题:保护你的手！

045

光化门金属弹出卡

024

崇礼门套组 大[EC16]

045

守护宫殿的雕刻放大镜

025

崇礼门套组 小[EC9]

046

Kim Yoo Na

025

五方色迷你香水

046

传统人物小镜子

047

首尔故事-3折屏风

010

首尔为您送礼物-首尔标志性照明(南大门) 026

韩国模式DDP簪子

010

螺钿杯垫

026

纸庭园-回收再利用的手工卡片

047

包含獬豸的碟子

011

N首尔塔开信刀放大镜

027

书签-景福宫

048

首尔生漆碟子

011

DDP UGLIES 玩具

027

书签-光化门

048

甜蜜首尔-巧克力

012

创作你的天际

028

书签-交泰殿

049

首尔，当时很幸福，现在也很幸福

012

名片盒

028

书签-国会

049

朴世种画家-手机壳

029

书签-崇礼门

050

班次图艺术灯

029

书签-青瓦台

050

我爱首尔

030

书签-韩国银行

051

030

青瓷花瓶

051

水晶音箱

052

银奖
韩屋村螺钿文房四宝名片盒

013

首尔24节气

首尔包袱

013

应用首尔故宫传统纹样模式的

书签-明洞圣堂

014

VIP办公用品-钢笔和名片座

031

回形针钢笔

052

纸的灵魂，首尔

014

首尔8个旅游景点-钱夹

031

首尔景点磁铁

053

首尔旅游画册-首尔插画地图

015

首尔8个旅游景点-长款钱包

032

韩国假面扇子

053

首尔8个旅游景点&象征物-卡项链

032

韩国之花滚珠香水-五方色系列(单个)

054

首尔交通卡包

033

韩文圆珠笔套组

054

首尔小镜子

033

韩文钢笔一体式名片盒

055

10种首尔地标书签

034

汉阳都城南大门便条盒

055

首尔为您送礼物-首尔标志性照明（南山） 015

铜奖
弹出首尔

016

11种首尔地标套组- 纸玩具

034

韩屋饰品

056

首尔册架图-螺钿铝钟表

016

首尔茶匙套组

035

韩屋村胸针系列

056

寻找美丽首尔

017

首尔时间旅游

韩屋村螺钿文房四宝笔盒

057

首尔防水钟表系列

017

(首尔象征设计USB、鼠标套组)

035

韩屋村灯笼

057

大韩民国首尔金属弹出卡

018

首尔时间旅游(首尔象征设计USB)

036

獬豸1

058

獬豸韩纸手绢

018

首尔时间旅游(1个首尔象征设计大型鼠标) 036

獬豸3

058

首尔地标连点线

019

首尔饼干

037

护身用瓷器笛子＂笛子鸟Z I N O＂

059

RL书签-表现出首尔象征物的书签

019

首尔风景花书签

037

护身用瓷器笛子＂笛子鸟Z I N O＂

059

BOS (brick of seoul)

020

首尔ː印(in)

038

训民正音手巾

060

语言回形针 5pcs_Hi首尔

020

首尔手绢

038

2015年韩国都城路年历

060

照明灯

021

首尔旅游画册-首尔市笔记本

039

N首尔塔照明

061

首尔旅游画册-首尔市便签

039

首尔旅游画册-首尔市插画明信片

040

首尔纸牌

040

首尔之光

041

首尔形象的随行杯

041

首尔故事-6折屏风

042

首尔袋子

042

首尔钱包

043

事业简介

093

首尔册架图-螺钿钥匙环

043

索引

100

世宗大王开瓶器、崇礼门开瓶器、

006

普信阁开瓶器、 獬豸首尔开瓶器

044

餐桌型杯托

044

第1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
大赛获奖作品

차례
대상
—— 大奖

首尔八音盒
서울 오르골

008

입선
—— 入选
韩屋郊游
한옥 나들이

庆熙宫的复活
西阙图系列
경희궁의 부활 –
- 서궐도시리즈
금상
—— 金奖

螺钿翻板子游戏
나전윷놀이
汉江拍纸簿书签
한강메모패드 북마크
首尔迷你磁铁
套组
세트
서울 미니 마그넷

首尔的承诺:
绳结防尘塞
이어캡
서울의 약속: 매듭

010
012
014

汉阳都城5大宫殿系列
한양도성의 5대궁담음 시리즈
汉阳都城手绢
한양도성 손수건
首尔‘宫’涂色游戏
서울 '궁' 색칠놀이
獬豸刺绣架相框
해치 수틀 액자

은상
—— 银奖
홀더
모닝캄 티라이트
Morning
Calm蜡烛座
북촌
北村
서울 디자인 엽서
首尔设计明信片
금빛의 600년
灿烂的600年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首尔旅游景点导游卡

首尔相册
서울 포토북

016
018
020
022
024

首尔书签
서울 북마크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首尔书立
서울 북엔드
首尔皱纹包
서울주름가방
R茶匙、餐叉套组
R티스푼포크세트
북촌지도 일러스트 손수건
北村地图插画手绢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螺钿崇礼门放大镜
자개 휴대폰케이스
螺钿手机壳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首尔旅游地图手绢
홍군 서울풍경화 엽서
红军首尔风景画明信片
메탈 팝업카드 경복궁 3종 콜렉션
铁质弹出卡景福宫3种模式
서울랄라
首尔哈哈
서울 핸디 노트
首尔手册
마이스티커
贴纸
해치 컵홀더
獬豸
杯托
한국의 탈 엽서세트
韩国的面具明信片套组

서울 디자인 머그컵
首尔设计大口杯
& 随行杯
& 텀블러

026
028
030
032
034
036
038
040
042
044

수문장 한글 문양
守门将韩文纹样
나전 패브릭 상품 / 세라믹 상품
螺钿织物商品／陶器商品
서울문자도엽서
首尔文字图明信片
북촌 한옥마을 여행 수첩
北村韩屋村旅游手册

N首尔塔设计产品
N서울타워디자인제품
— 오리엔탈 타워 시리즈
— 东方塔系列
— 하트 타워 시리즈
— 心形塔系列
태극으로 표현되는 서울
以太极表现的首尔
서울시 지하철 노선 에코백
首尔市地铁路线图环保袋
한양도성 상징 액세서리
汉阳都城象征饰品
한국의 자개
韩国的螺钿
숭례문 벽시계
崇礼门挂钟
서울 티스푼
(I LOVE SEOUL)
首尔
茶匙(我爱首尔)
나전명함케이스
螺钿名片盒
나전자석
螺钿磁铁
나전텀블러
螺钿随行杯
[MINISEOUL环保袋+化妆包
] 에코백+파우치
[迷你首尔]
크리스탈 메모홀더, 메모보드
水晶便条座、便条板
코리아 - 배지
그래픽 딕셔너리胸章
图像词典韩国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首尔火车地图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名片盒和小镜子
서울명소
首尔景点
에론
ERON
멀티홀더
多功能座
서울타워 미니어처 2P
NN首尔塔小模型2P
서울타워 뱃지
NN首尔塔胸章

45 DEGREE
DEGREEWALL
WALL
CLOCK
45
CLOCK
아트메모 '서울이 좋다'
艺术便条’我喜欢首尔’
아리랑 / 북촌 오르골 문방사우
阿里郎／北村八音盒文房四宝
한옥마을 감성 자개기념품
韩屋村风味的螺钿纪念品
서울상징 기념스탬프
首尔象征纪念图章
빅 시티 타임 서울
大城市时间首尔
사운드페블
Sound
Pebbles
종이접기 한복색종이 3종
折纸韩服彩纸3种
해치에코백
獬豸环保袋
내찬기 치읓비읍 세트
餐具‘ㅊㅂ’套组

63빌딩
63大厦
서울상징 팝업카드
首尔象征弹出卡
SEOUL 자석책갈피
首尔磁铁书签
기와집형 청자 도자목걸이 장신구
瓦屋型青瓷陶器项链
서울 글루메모
首尔便条纸
서울 글루메모 4종 세트
首尔便条纸4种套组

006

木质磁铁小型花瓶
나무자석 작은 꽃병
我们的首尔
우리서울
韩屋和韩服之美
한옥과 한복의 미
MORE
MORETHAN首尔记忆力游戏
THAN SEOUL 기억력 게임
首尔卡座
SEOUL 카드홀더
七色彩缎耳环
색동귀걸이
씨앗카드
种子卡片
엽서화분
明信片花盆

我爱首尔蜡烛座
I LOVE SEOUL 초받침
궁중 한복 당의 앞치마
宫中韩服唐衣围裙

我爱首尔
I LOVE SEOUL

119
124

0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머그컵, 마그넷, 마우스패드
大口杯、磁铁、鼠标垫
한지 월렛 DDP
韩纸钱包DDP

064
065

——
사업소개
—— 事业简介
——
인덱스
—— 索引

首尔图形PP文件夹
서울 그래픽 PP 폴더

북촌 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北村韩屋村携带用U型护颈枕

062
063

서울여행 머그컵
首尔旅游大口杯
궁궐지킴이 해치 명함함
宫殿守卫者獬豸名片盒

首尔邮票型装饰贴纸
서울 우표모양 데코 스티커

북촌 한옥마을 편지지&봉투
北村韩屋村信纸&信封

060
061

098

Travel저널
Journal
首尔
서울 트레벨

鱼木照明
물고기 나무 조명

057
058
059

북촌지도 일러스트 티셔츠
北村地图插画T恤衫
동상
—— 铜奖

首尔迷你笔记本
서울 미니 노트
首尔城市笔记本套组
서울 시티노트 세트

글자를 만들어보자
写个字吧!
韩文／罗马字母饼干
! 한글/알파벳쿠키
안녕! 서울
再见！首尔

114
115
116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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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품 25선

25Winners
获奖作品25件

대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통차 세트

금상

GRAND PRIZE
Land of Morning Calm Tea bag Set

GOLD PRIZE

大奖
安静的早晨之国传统茶套组

金奖

서울이야기_3단 병풍

Seoul story

首尔故事-3折屏风

코리아 패턴 플레이 DDP 비녀

Korea traditional pattern play DDP binyeo

韩国模式DDP簪子

해치를 담은 접시

Plate containing Haechi

包含獬豸的碟子

서울옻칠플레이트

Seoul lacquer plate

首尔生漆碟子

스윗서울_다크

Sweet Seoul

甜蜜首尔-巧克力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서울

Past and Present-Seoul with happiness!

首尔，当时很幸福，现在也很幸福

은상

SILVER PRIZE

银奖

Mother of Pearl stationery_ Hanok Village

韩屋村螺钿文房四宝名片盒

서울보따리

Seoul Boddari

首尔包袱

책갈피_명동성당

Bookmark_Myeongdong Cathedral

书签-明洞圣堂

페이퍼 소울, 서울

Paper Soul, Seoul

纸的灵魂，首尔

서울여행스케치_서울일러스트지도

Illustrated Seoul Sketch Map

首尔旅游画册-首尔插画地图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_서울 상징물 조명(남산)

It’s for your great Seoul_Symbolic light of Soul(Namsan)

首尔地标连点线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명함함

동상

BRONZE PRIZE

铜奖

팝 업 서울

POP-UP Seoul

弹出首尔

서울책가도_자개알루미늄시계

Seoul Book Pictures _Mother of Pearl Aluminum Watch

首尔册架图-螺钿铝钟表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Finding the beauty of Seoul with color

寻找美丽首尔

서울 방수 시계 시리즈

SEOUL WATERPROOF CLOCK

首尔防水钟表系列

대한민국 서울 금속 팝업카드

Seoul of KOREA pop up card

大韩民国首尔金属弹出卡

해치 한지 손수건

HAECHI Korean Paper Handkerchief

獬豸韩纸手绢

서울 랜드마크 점선잇기

Seoul Landmarks dot-to-dot

首尔地标性标志连点成线

RL책갈피 -서울의 상징을 담은 메모리마크

RLbookmark_Symbol of Seoul in memorymark

RL书签-表现出首尔象征物的书签

보스

BOS (brick of seoul)

BOS (brick of seoul)

클립랭귀지 5피스_하이 서울

Clip language 5pcs_Hi Seoul

语言回形针 5pcs_Hi首尔

조명등

Seoul ‘puzzle’ magnet

首尔‘拼图’磁铁

Light fixture

照明灯

008

대상

GRAND PRIZE
大奖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통차 세트

MATERIALS
전통차 (이슬차, 뽕잎차, 국화차, 녹차, 메밀차)

Land of Morning Calm Tea bag Set

Korea traditional tea (Hydrangea leaf tea,
Mulberry tea, Green tea, Chrysanthemum
flower tea, Buckwheat tea)
传统茶 (露水茶、桑叶茶、菊花茶、绿茶、荞麦茶)

安静的早晨之国传统茶套组

PRICE
25,000 원(WON)
고요컴퍼니 Goyo Company
010-8522-0270
xbirdx@naver.com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조선의 궁궐 이야기를 담은
한국 전통차 세트이다. 내국인 뿐 아니라 한국
전통차의 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순한 향과 맛의 다섯 가지 국내산 고급 전통차로
구성되어있다.

‘Land of Morning Calm’ is a sample set of
Korean traditional teas that comes included
with stories of the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The set, which contains five mild
flavors, wer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to foreigners who might be unfamiliar with
Korean tea.

安静的早晨之国是包含朝鲜时代宫殿故事的韩国传
统茶套组。这是以香味、口感很清淡的五种韩国高
档传统茶为组成的查套组。这不仅仅是韩国人，对
韩国传统茶不熟悉的外国人也可以享受韩国传统茶
的风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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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金奖
서울이야기_3단 병풍

Seoul story

首尔故事-3折屏风

서울이야기는 전통과 최첨단의 매력이 공존하는

Seoul story is a work of art and best describes
the attractiv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high
technology of Seoul. Employing a patented
technique of remodeling traditional mother-ofpearl to be adorned with sensuous patterns
and colors, we made it as a practical tourist
souvenir with unchanging color or gloss.

首尔是传统文化和最尖端城市的魅力共存的著名城

명품 도시 서울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품이다.
우리의 전통 자개를 특허 기술을 통해 감각적인
패턴과 컬러로 재해석 하였으며 색상이나 광택이
변하지 않는 실용성을 강조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市，首尔故事是最好能展现出首尔特色的艺术品。
通过韩国传统螺钿技术和专利技术，体现出新的创
意设计、精致色彩，永不退色、永葆光泽。同时，
这是实用性也很强的文化旅游商品。

MATERIALS
천연자개, 장식, MDF, PET

Mother-of-pearl, MDF, PET
天然螺钿、装饰、MDF、PET

PRICE
33,000 원(WON)
㈜나전칠기컴 NAJEONCHILGI CO.,LTD
02-757-5300
najeon71@naver.com

코리아 패턴 플레이
DDP 비녀

韩国模式DDP簪子
Korea traditional
pattern play DDP binyeo

한국 전통 문양 장식부가 자석으로 간편하게 분리

A hairpin made of brass featuring the
decoration of a traditional pattern that has
a magnetic clip. The frame of the hairpin
suggests an outer wall of the DDP. Employing
the technique of bratticing to repres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the design is based on traditional,
auspicious patterns such as a window frame,
flowers, and butterflies.

및 결합이 되는 기능적인 황동 비녀이다. 비녀대는
DDP의 외벽을 연상하게 하며, 전통과 미래의 소통을
표현한 투각기법. 창살문, 꽃 문, 나비문등 길상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전통 문양을 모태로 만들었다.
(디자인등록 제30-0762697)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88,000 원(WON) (Gold/Silver 택 1)
러뷰카타 LOVEUKATA
070-8759-1250
loveuka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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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是利用磁铁易于与韩国传统纹样装饰头部分离及
结合的多功能黄铜簪子。簪子杆表现出DDP的外墙，
应用透刻技法来表现出传统和未来之间的沟通，以
窗格、花、蝴蝶等象征吉祥的美丽的传统纹样为核
心制作。（设计注册第30-0762697）

금상 GOLD PRIZE 金奖
해치를 담은 접시

Plate containing Haechi

包含獬豸的碟子

해치는 재앙을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Haechi is an imaginary creature that wards off
misfortunes and evil. This dish offers those in
its possession Haechi’s protection and help.

獬豸是击败灾祸、抵挡邪气的吉祥物，这个碟子里

지킴이로 이 접시는 해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일상
생활에 전해준다.

的獬豸让我们的日常生活更加舒心。

MATERIALS
도자기-백자토

white porcelain
陶瓷-白瓷土

PRICE
39,000 원(WON)
석재영 Suk jae young
010-3771-2032
relationship777@gmail.com

서울옻칠플레이트

Seoul lacquer plate

首尔生漆碟子

옻의 깊이 있는 독특한 색감과 오색영롱한 나전의

This handicraft is a unique work with its
deep and authentic colors of Korean lacquer
and brilliant mother-of-pearl. Korean lacquer
has a variety of practical functions such as
water resistance, thermal resistance, flame
resistance, antisepsis, and anticorrosion,
making it very hygienic and safe to be used as
a dish or food tray.

具有深度和独特的色彩与螺钿的美丽完美融合而完

아름다움이 만들어낸 유니크한 공예품이다.
기능적으로 옻칠은 방수, 내열, 방염, 방충,
방부성을 지녀 식판이나 접시로 사용하기에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하다.

成固有风格的工艺品。不仅如此，在功能方面来
看，涂漆有防水、耐热、防燃、防虫、防腐功能，
用于餐盘或碟子，应该很卫生，也很安全。

MATERIALS
나무, 삼베, 옻칠, 나전

wood, hemp cloth, lacquer, mother-of-pearl
木头、麻布、涂漆、螺钿

PRICE
119,000 원(WON)
수 갤러리 Soo-gallery
010-9151-9942
p1107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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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金奖
스윗서울_다크

Sweet Seoul

甜蜜首尔-巧克力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100% 화이트 초콜릿으로

This chocolate contains photo images of the
real world in Korea imprinted in a variety of
patterns with 100% white chocolate.

这是用100%白巧克力表现出世界所有形象和韩国多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서울

Past and Present-Seoul
with happiness!

首尔，当时很幸福，现在
也很幸福

따뜻하고 아름다운 과거와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This set of popup cards and post cards features
images of Seoul past and present.

为记住和回忆首尔的温暖、美丽的过去和现在，制

실사 표현한 포토 이미지 초콜릿으로 다양한 서울의
이미지와 디자인이 화이트 초콜릿으로 표현된

彩形象的旅游纪念品。

관광기념품이다.

MATERIALS
화이트&다크초콜릿

white & dark chocolate
白巧克力&黑巧克力

PRICE
12,000 원(WON)
스윗해피니스 Sweet Happiness
070-4632-0167
peter@sweeth.co.kr

기억하고 추억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 팝업
카드+엽서세트로 기획/디자인한 제품이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9,000 원(WON)
㈜솜씨카드 Somssicard co.,ltd.
02-928-9056
sing@soms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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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插画弹出卡和明信片套组商品。

은상 SILVER PRIZE 银奖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명함함

韩屋村螺钿文房四宝名
Mother of Pearl
stationery_ Hanok Village 片盒

북촌, 남산 한옥마을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패턴화

This name card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features patterns characteristic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s, Bukchon and
Namsan.

시켜 자개를 응용하여 명함함으로 만든 제품이다.

将北村、南山韩屋村的特点转换为一种模式，制作
出螺钿名片盒。

MATERIALS
목재, 자개

wood, mother-of-pearl
木材、螺钿

PRICE
20,000 원(WON)
㈜성협공예 sung hyup co.,Ltd
02-2265-0781~3
kji3285@chol.com

서울보따리

Seoul Boddari

首尔包袱

먼 길을 떠날 때 짐을 꾸려 짊어지고 다녔던 ‘괴나리

A traveler’s sack featuring a number of straps
and three holes that can be used as a backpack
and portable sitting mat.

过去长途出门时收拾行李的包袱，利用一根绳子和

봇짐’
, 끈과 세 개의 구멍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가방이나 걸이, 돗자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

三个孔，可用于各种形式的包、架子、地席的携带
性很强的旅游用包袱。

간편한 아이디어 여행용 보자기이다.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28,000 원(WON)
디자인플레이지기 Design play ZIGI
02-458-4535
oksun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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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银奖
책갈피_명동성당

Bookmark_
Myeongdong Cathedral

书签-明洞圣堂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A bookmark featuring three-dimensional
images of a beautiful building in Korea.

这作品是在书或文件中夹的书签，表现出韩国建筑

페이퍼 소울, 서울

Paper Soul, Seoul

纸的灵魂，首尔

접어두는 엽서가 아니라 책상위에 올려두고 추억을

Unlike foldable post cards, these cards are
made to stand on your desk and display
some of Seoul’s key landmarks. All of these
landmarks are represented in a series of threedimensional images.

这不是普通明信卡，而是放在桌子上回忆每次旅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物的艺术性和立体感。

표현한 상품이다.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8,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담은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 상징물 관광
카드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상징물을 입체카드
시리즈로 제작했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개당 7,000 원(WON) 세트 20,000 원(WON)
박일진 Park Iljin
02-6449-2345
ilj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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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的纪念品，这是象征首尔主要地区的立体卡片
系列。

은상 SILVER PRIZE 银奖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지도

Illustrated Seoul Sketch
Map

首尔旅游画册-首尔插画
地图

아기자기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서울의 아름다운

A map with pen-and-ink drawings of beautiful
scenes in Seoul, featuring those subway line
exit numbers connected with tourist spots to
assist with getting around Seoul by subway.

直接用钢笔画出来有趣的故事和美丽的风景的手工

모습을 펜화로 직접 그린 핸드메이드 일러스트맵
으로 서울, 지하철노선도의 출구번호를 관광지와
연결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의 지하철서울여행을

插画地图，在地图上表示首尔地铁路线图的出口和
旅游胜地，帮助外国人和韩国人坐地铁游首尔。

실질적으로 돕도록 하였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8,000 원(WON)
드림헤븐앤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naver.com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
서울 상징물 조명(남산)

It’s for your great Seoul
Symbolic light of
Soul(Namsan)

首尔为您送礼物-首尔标
志性照明（南山）

종이가방을 닮은 조명은 소중한 사람에게 빛을 통해

A paper bag-like lighting unit suitable as
a present for that significant other. In the
lighting, you can put your present for your
dearest one.

像纸袋的照明包含着通过亮光将特别的礼物送给特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탄생했다.
이 조명에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선물을
담을 수 있다.

别的人的意思。这照明利用亮光和影子可以表现出
丰富多彩的礼物。

MATERIALS
플라스틱판, LED 조명, 배터리

plastic plates, LED lamp, battery
塑料板、LED照明、电池

PRICE
29,000 원(WON)
스튜디오 산길 Studio Sangil
010-4780-8016
studiosang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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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铜奖
팝 업 서울

POP-UP Seoul

弹出首尔

서울의 명소를 재현하여 서울의 역사와 지역특성을

A series of popup cards showcasing hot spots
of Seoul.

这张卡是体现首尔旅游胜地，表现出首尔的历史和

서울책가도_
자개알루미늄시계

Seoul Book Pictures
_Mother of Pearl
Aluminum Watch

首尔册架图-螺钿铝钟表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풍경을 이미지화시켜 민화

This aluminum watch is offered as a tourist
souvenir, on which an iconic landscape of Seoul
is integrated into a folk painting, harmonizing
the past and present.

将首尔最有代表性的风景融入在册架图民画之中，

아름답게 보여주는 시리즈 팝업카드이다.

美丽的地区特性的系列弹出卡。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5,000 원(WON)
오원플러스디자인 owonplus design
010-6771-6184/010-8942-9433
owonplusdesign@live.co.kr

책가도안에 담아 과거와 현대의 어우러짐을 자개
시계에 재현시켜 만든 관광기념품이다.

MATERIALS
알루미늄, 자개

Aluminum, mother-of-pearl
铝、螺钿

PRICE
30,000 원(WON)
㈜성협공예 sung hyup co., Ltd
02-2265-0781~3
kji328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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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现过去和现代和谐共存，而制作出螺钿钟表旅游
纪念品。

동상 BRONZE PRIZE 铜奖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Finding the beauty of
Seoul with color

寻找美丽首尔

서울을 대표하는 10가지 서울색을 기반으로 서울의

Based on 10 symbolic colors of Seoul, this set
of post cards represents historic artifacts and
beautiful local spots in Seoul imprinted with
mother-of-pearl in colors and patterns.

以首尔最具代表性的10大首尔颜色为基础，利用螺

역사적 유물과 지역적 아름다움을 패턴으로 표현,
자개로 인쇄하여, 서울색과 맞게 디자인한 기념
엽서이다.

钿描写首尔历史文化遗产和美丽风景而设计和制作
的纪念明信卡。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장:1,000 원(WON) 10 장(1세트) :10,000 원(WON)

㈜가와코리아 KAWAKOREA.INC
02-3445-8432
kawa@kawakorea.com

서울 방수 시계 시리즈

SEOUL WATERPROOF
CLOCK

首尔防水钟表系列

숭례문, 해태, 서울, 개나리, 무궁화, 까치와 소나무

The design of these products are based on
some of Soul’s symbolic icons such as the
Sungryemun gate, Haetae (mythical unicorn
lion), forsythia, hibiscus, magpie, and pine. The
symbolic icons of Seoul are reinterpreted with
the traditional coloring of folk paintings.

以崇礼门、獬豸、首尔、迎春花、木槿花、喜鹊、

등의 서울 상징물을 주제로 디자인 하였다. 대표적
서울의 상징물을 민화적 전통채색 기법으로
재해석한 캐릭터 작품이다.

松树等首尔象征物为主题进行制作。通过民画式传
统技法，重新表现出首尔象征物来完成的作品。

MATERIALS
PP, 실리콘
PP, silicon
PP、硅酮

PRICE
25,000 원(WON)
그랑 graang
070 8289 7075
cy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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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铜奖
대한민국 서울 금속
팝업카드

Seoul of KOREA pop up
card

大韩民国首尔金属弹出卡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The famous landmarks and buildings of Seoul
here are not printed on paper cards, but carved
onto stainless steel sheets using the technique
of etching. This set of cards stand on your desk
showcasing famous sights in Seoul, helping
those in its possession to recall their memories
of Seoul..

以首尔和代表性建筑为主题，利用不锈钢的腐蚀性

해치 한지 손수건

HAECHI Korean Paper
Handkerchief

獬豸韩纸手绢

한국의 전통소재인 한지사로 제작한 서울의 상징

These Handkerchiefs are made of Koreanpaper yarn, embroidered with the symbolic
colors of Seoul. Included on each handkerchief
are images of the mythical creature, Haechi.

利用韩国传统材料韩纸丝制作的手绢，以首尔的象

상징적인 건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25개의 자치구를
일반적인 종이 팝업카드가 아닌, 스텐레스를 이용한
부식을 통해 간단하게 건물을 세워 책상위에 올려
두면서 서울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게 했다.

能，体现25个自治区的代表性建筑。因为这不是一
般的纸张弹出卡，把它放在桌子上，会让首尔旅游
胜地永远留在心中。

MATERIALS
스텐레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25,000 원(WON)
비에스 BS
031-219-8731
bbss1945@naver.com

색과 해치로 디자인된 손수건이다.

MATERIALS
한지사

Cloth made of Korean-paper yarns
韩纸丝

PRICE
13,000 원(WON)
제이한 JHAN
010-2012-6404
joongja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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征颜色和獬豸为设计的手绢

동상 BRONZE PRIZE 铜奖
서울 랜드마크 점선잇기

Seoul Landmarks dot-to- 首尔地标连点线
dot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타워 브릿지, 바르셀로나의

There are many features that can represent
cities: buildings are one of the most prominent.
Seoul Landmarks Dot-to-dot introduces the
emblematic structures of Seoul in a fun and
interesting way.

가우디 건축물과 같이 자연과 역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의 멋진 랜드마크들을 소개하는 점선
잇기 놀이 책이다.

这是介绍首尔的像巴黎埃菲尔铁塔、伦敦塔桥、巴
塞罗那高迪建筑等这样的美丽的地标的连点线书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5,000 원(WON)
담담프로젝트 damdam project
010-3684-2372
pengstyle4@gmail.com

RL책갈피 -서울의 상징을
담은 메모리마크

RLbookmark - Symbol of RL书签-表现出首尔象征
物的书签
Seoul in memorymark

항시 책에 장착이 가능한 책갈피로, 좌우 줄표시를

Each bookmark can mark lines at the left
and right and wonderful to look at. These
bookmarks are detachable and can be used
with a hardcover book or a diary.

할 수 있고, 미관상 아름다워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
책갈피만 분리하여 끈이 있는 양장본이나
다이어리에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随时可以夹在书中的书签，可以表示左右详细位
置，美丽的外观也能用于装饰。同时，书签分离
后，也可用于精装书或日记簿。

MATERIALS
금속,섬유

Metal, textiles
金属、纤维

PRICE
5,000 원(WON)
실버피쉬 sliverfish
032-875-4717
kking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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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铜奖
보스

BOS (brick of seoul)

BOS (brick of seoul)

직접 만드는 조립 종이 토이이다.

A construction toy made of paper.

自己组装的的纸玩具

클립랭귀지 5피스_
하이 서울

Clip language 5pcs_
Hi Seoul

语言回形针 5pcs_
Hi首尔

클립 끝에 달린 메시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Clips with messages attached at their ends.
These can be used as file clips, bookmarks, or
fashion items.

这是在回形针尾部有字，可以传达心情的语言回形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5,000 원(WON)
짐볼리쉬 Gymballlish
010-4721-0519
010-3118-8563
hesu519@naver.com
whalecompositions@gmail.com

메시지 클립이다. 클립 철, 북마크로 사용하거나
패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MATERIALS
스텐레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15,000 원(WON)
낫씽디자인그룹 Nothing design group
02-334-3320
koojinwoo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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针，这可用于回形针、书签，还可用于时尚物品。

동상 BRONZE PRIZE 铜奖
조명등

Light fixture

照明灯

한국적 이미지와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상품으로

This ornamental piece effuses a traditional
Korean image and mood, featuring delicate
patterns and durable construction. Brightness
is adjustable using its 3-step touch sensor. Its
built-in LED lamps are also highly durable.

这是与韩国气氛相符的商品，由于精美的图案、完

문양의 정교한 패턴과 견고한 조립성으로 안전하며,
문양사이에서 비춰지는 빛의 부드러움은 한국적
이미지를 더욱 정겹게 한다. 3단 터치센서로 빛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LED램프를

美的组装，安全性很强。不仅如此，从每个图案中
散出的亮光，让韩国形象更上一层楼。通过3级触摸
传感器，可以调整亮度，采用半永久性的LED灯。

적용한 상품이다.

MATERIALS
집성합판

Laminated wood
集成胶合板

PRICE
100,000 원(WON)
디자인뷰 Design-view
010-2234-3284
youngjb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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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작품 75선

75 Honorable Mention
入选作品75件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Gwang Hwa Mun

光化门

광화문 금속 팝업카드

GWANGHWAMUN Metal pop up card

光化门金属弹出卡

궁궐 품은 해치 확대경

Haechi Loupe

守护宫殿的雕刻放大镜

김유나

Kim Yoo Na

Kim Yoo Na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_

It’s for your great Seoul_

首尔为您送礼物-

광화문

서울 상징물 조명(숭례문)

Symbolic light of Soul (Namdaemun)

首尔标志性照明(南大门)

나전컵받침

Mother-of-pearl Saucers

螺钿杯垫

돋보기 품은 N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

N Seoul Tower paper knife in Loupe

N首尔塔开信刀放大镜

디디피 어글리즈 토이

DDP uglies toy

DDP uglies 玩具

메이크 유어 스카이라인

Make Your Skyline

创作你的天际

명함케이스

Business card case

名片盒

박세종작가_휴대폰케이스

Cell Phone Cases Made by Park Sejong

朴世种画家-手机壳

반차도 아트 램프

ART LAMP

班次图艺术灯

사랑해 서울

I LOVE SEOUL

我爱首尔

서울 24절기

Seoul 24 Seasonal Divisions

首尔24节气

서울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응용한 VIP데스트 용품_

Traditonal pattern VIP deskware product _

应用首尔故宫传统纹样模式的VIP办公用品-

만연필과 명함 홀더

pencil & namecard holder.

钢笔和名片座

서울 관광명소 8경_머니클립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Money clip

首尔8个旅游景点-钱夹

서울 관광명소 8경_장지갑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breast wallet

首尔8个旅游景点-长款钱包

서울 관광명소 & 상징물_카드 목걸이

Seoul tourist attractions and landmarks_necklace card holder

首尔8个旅游景点&象征物-卡项链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

SEOUL in Card Case

首尔交通卡包

서울 담은 손거울

SEOUL in Hand Mirror

首尔小镜子

서울 랜드마크 10종 북마크 세트

Seoul landmark bookmark set

10种首尔地标书签

서울 랜드마크 11종 SET_페이퍼 토이

Seoul landmark papertoy set

11种首尔地标套组- 纸玩具

서울 사각사각 티스푼 세트

SEOUL TEA SPOON

首尔茶匙套组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마우스SET)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Mouse Set)

首尔时间旅游(首尔象征设计USB、鼠标套组)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首尔时间旅游(首尔象征设计USB)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컴퓨터마우스 大1개)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computer mouse)

首尔时间旅游(1个首尔象征设计大型鼠标)

서울 쿠키들

Seoul Cookie Frame

首尔饼干

서울 풍경 꽃갈피

Seoul Landscape Bookmark

首尔风景花书签

서울ː印(in)

Seoulːin

首尔ː印(in)

서울 손수건

Seoul Handkerchief

首尔手绢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노트

Illustrated Seoul Sketch Notes

首尔旅游画册-首尔市笔记本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포스트잇

Illustrated Seoul Sketch Post-it

首尔旅游画册-首尔市便签

서울여행스케치_서울일러스트엽서

Illust Seoul Sketch Post card

首尔旅游画册-首尔市插画明信片

서울을 담은 트럼프 카드

All about Seoul

首尔纸牌

서울의 빛

Light of Seoul

首尔之光

서울이미지텀블러

Tumbler for Seoul Image

首尔形象的随行杯

서울이야기_6단 병풍

Seoul story

首尔故事-6折屏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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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머니

Seoul pouch

首尔袋子

서울지갑

Seoul wallet

首尔钱包

서울책가도_자개열쇠고리 043

Seoul books Pictures -Mother of Pearl Keychains

首尔册架图-螺钿钥匙环

세종대왕오프너, 숭례문오프너, 보신각오프너,

King Sejong Opener, Sungryemun Opener,

世宗大王开瓶器、崇礼门开瓶器、

해치서울오프너

Bosingak Opener, Haechi Seoul Opener

普信阁开瓶器、獬豸首尔开瓶器

소반

Soban

餐桌型杯托

수호신(手護神)_부제:당신의 손을 지켜드립니다

SU-HO-SHIN

守护神 副题:保护你的手！

숭례문세트 大[EC16]

Sungnemun Gate L [EC16]

崇礼门套组 大[EC16]

숭례문세트 小 [EC9]

Sungnemun Gate S [EC9]

崇礼门套组 小[EC9]

오방색 미니향수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五方色迷你香水

전통캐릭터손거울

Classic character mirror

传统人物小镜子

종이정원_업사이클링 수제카드

Paper Garden_Upcycled Handmade Pot Paper

纸庭园-回收再利用的手工卡片

책갈피_경복궁

Bookmark_Gyeongbokgung

书签-景福宫

책갈피_광화문

Bookmark_Gwanghwamun

书签-光化门

책갈피_교태전

Bookmark_Cyotaejeon

书签-交泰殿

책갈피_국회

Bookmark_The National Assembly

书签-国会

책갈피_숭례문

Bookmark_Sungnyemun

书签-崇礼门

책갈피_청와대

Bookmark_Cheongwadea

书签-青瓦台

책갈피_한국은행

Bookmark_The Bank of Korea

书签-韩国银行

청자화병

Jade Green Vase

青瓷花瓶

크리스탈 스피커

Crystal speaker

水晶音箱

클립 펜

Clip pen

回形针钢笔

판타스틱 서울

Fantastic Seoul

首尔景点磁铁

한국 가면 부채

Korean Costume Fan

韩国假面扇子

한국의 꽃 롤온향수 오방색 시리즈 (낱개)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韩国之花滚珠香水-五方色系列(单个)

한글볼펜세트

HANGUEL BALLPEN SETS

韩文圆珠笔套组

한글 펜 장착 명함집

Name cardcase with pen

韩文钢笔一体式名片盒

한양도성 남대문 메모함

NAMDAEMOON MEMO CASE

汉阳都城南大门便条盒

한옥 주얼리

HanOk-Jewelry

韩屋饰品

한옥마을 브로치 시리즈

Hanok Village brooch series

韩屋村胸针系列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필함

Hanok Village inlaid mother of pearl pencil case

韩屋村螺钿文房四宝笔盒

한옥마을 초롱불

HANOK VILLAGE LAMP

韩屋村灯笼

해치 1

Haechi 1

獬豸1

해치 3

Haechi 3

獬豸3

호신용 도자기 피리 “피리새 지노” (색 남대문 목걸이)

Ceramic whitle“ZINO”

护身用瓷器笛子＂笛子鸟ZI－NO＂

호신용 도자기 피리 “피리새 지노” (색 남산)

Ceramic whitle“ZINO”

护身用瓷器笛子＂笛子鸟ZI－NO＂

훈민정음 타올

Hunminjeoneum Towel

训民正音手巾

2015 한양도성길 달력

2015 Calendar - Fortress Wall of Seoul

2015年韩国都城路年历

N Seoul Tower Lighting

N首尔塔照明

N서울타워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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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광화문

Gwang Hwa Mun

光化门

광화문을 모티브로 제작된 명함꽂이이다.

A name card holder with a motif of the
Gwanhwamun gate.

以光化门为主题制作的名片架

광화문 금속 팝업카드

GWANGHWAMUN
Metal pop up card

光化门金属弹出卡

서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을 일반적인

A metal popup card of the Gwanghwamun
gate, one of Seoul’s icons. Unlike ordinary
popup cards made of paper, corroded grooves
made on a stainless steel penal make out the
figure of the Gwanhwamun gate in a threedimensional effect.

光化门是首尔的代表性景点之一，因为这不是一般

MATERIALS
철

Iron
铁

PRICE
15,000 원(WON)
후스디자인 Hoosdesign
070-4190-5347
hoosdesign@naver.com

종이팝업카드가 아닌, 스텐레스 금속부식을 이용해
광화문의 형태에 입체감을 더해 제작하였다.

MATERIALS
스텐레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25,000 원(WON)
비에스 BS
031-219-8731
bbss19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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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纸张弹出卡，而是利用不锈钢的腐蚀性能制作，
添加了光化门的立体感。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궁궐 품은 해치 확대경

Haechi Loupe

守护宫殿的雕刻放大镜

우리 궁궐 모양의 돋보기를 고급 섬유 소재

A leather pouch containing a magnifying glass
with a Korean palace figure, which is whittled
from cellulose acetate. The imaginary creature,
Haechi, depicted on the pouch seems to guard
the palace. It can be used as a key ring or
magnifying glass.

雕刻高级纤维材料纤维素和醋酸盐，制作韩国宫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깎아 만든 가죽파우치
안에 넣었다. 가죽 파우치 위의 해치가 마치 궁궐을
지키는 듯하다. 열쇠고리 및 돋보기로 활용 가능한
액세서리다.

殿形状的放大镜，而把它放到皮包里。这好像皮
包上的獬豸守护宫殿。这是可用于钥匙环及放大镜
的饰品。

MATERIALS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인조가죽

Cellulose acetate, synthetic leather
纤维素、醋酸盐、人造革

PRICE
29,000 원(WON)
아스카 IASUKA
02-6382-6635
asukakorea@hotmail.com

김유나

Kim Yoo Na

Kim Yoo Na

‘북촌 한옥마을과 전통문화’라는 주제로 전통의상 중

To suit the theme of “Bukchon Village of
Korean-style houses and traditional culture,”
a doll representing a young girl is dress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to wear to her first
birthday party. She wears a multicolored jacket
and red skirt, with a winter hat on her head and
a first-birthday ring on her finger.

以“北村韩屋村和传统文化”为主题，给娃娃穿上

첫 돌잔치에 입는 색동저고리와 빨간 치마, 머리에는
조바위를 쓰고 돌 반지를 낀 모습을 인형으로
재현하였다.

韩国传统服装中周岁宴上穿的彩缎上衣、红色裙
子，头上戴防寒帽，并戴上周岁戒指。

MATERIALS
원단, 원사

Cloth and yarn
面料、原丝

PRICE
50,000 원(WON)
와이앤앤 YNN
070-7622-0911
turtle3pn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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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_ It’s for your great Seoul_ 首尔为您送礼物-首尔标
서울 상징물 조명(숭례문)
志性照明(南大门)
Symbolic light of Soul

(Namdaemun)

A paper bag-like lighting unit suitable as
a present for that significant other. In the
lighting, you can put your present for your
dearest one.

像纸袋的照明包含着通过亮光将特别的礼物送给特

나전컵받침

Mother-of-pearl
Saucers

螺钿杯垫

진주와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우리 고유의 자개에

A design representing Seoul is printed on a
piece of unique, luminous Korean mother-ofpearl. These elegant and beautiful saucers can
be used as ornamental pieces.

利用如珍珠般散出光芒的韩国固有的螺钿，印刷首

종이가방을 닮은 이 조명은 소중한 사람에게
빛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탄생했다. 이 조명에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선물을 담을 수 있다.

别的人的意思。这照明利用亮光和影子可以表现出
丰富多彩的礼物。

MATERIALS
플라스틱 판, LED 조명, 배터리

Plastic panels, LED lamps, battery
塑料板、LED照明、电池

숭례문
Sungryemun
崇礼门开

PRICE
29,000 원(WON)
스튜디오 산길 Studio Sangil
010-4780-8016
studiosangil@naver.com

서울 상징 디자인을 인쇄, 매치하여 고풍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장식성이 뛰어난 컵받침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MATERIALS
나전, UV필름코팅

Mother-of-pearl, UV protection films
螺钿、UV 涂层薄膜

PRICE
1Set: 50,000 원(WON)
1개: 16,500 원(WON)

엠앤티 M&T
010-6289-7606
sjho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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尔象征性设计，制作出一个美丽、优雅的杯垫，也
具有很强的装饰性，可用于装修用品。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돋보기 품은 N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

N Seoul Tower paper
knife in Loupe

N首尔塔开信刀放大镜

돋보기 품은 N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는 서울의

This is a premium souvenir including a figure
of the N Seoul Tower, one of Seoul’s symbolic
icons. The figure can be used as a paper knife
as well as a magnifying mirror.

在首尔代表性建筑N首尔塔形状的设计里面有放大镜

랜드마크 N서울타워의 디자인에 돋보기와 페이퍼
나이프의 기능을 넣어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고급
기념품이다.

和开信刀功能的高档纪念品。

MATERIALS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Cellulose, acetate
纤维素、醋酸盐

PRICE
29,000 원(WON)
아스카 Asuka
010-2900-6635
asukakorea@hotmail.com

디디피 어글리즈 토이

DDP uglies toy

DDP UGLIES 玩具

DDP 동대문 디자인 파크를 상징화하여, 디자인

These toys symbolize modules on the outer
wall and the park of the Dongdaemun Design
Plaza.

表现出DDP东大门设计公园的象征性，应用设计公园

파크의 외벽모듈과 잔디공원의 상징성을 어글리즈
플랫폼토이로 제작하였다.

的外墙模式和草坪公园，制作 UGLIES 平台玩具。

MATERIALS
페브릭 인형

Fabric dolls
布娃娃

PRICE
17,000 원(WON)
어글리즈 uglies
02-6149-4949
lefty@ugli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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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메이크 유어 스카이라인

Make Your Skyline

创作你的天际

세계 유명 도시별 랜드마크로 구성된 조립식

A wooden chess set, which consists of
landmarks of the world’s famous cities. By
setting a character piece on each landmark the
chess piece is completed, and you can make
your own skyline.

以世界著名城市的景点为组成的木制国际象棋，使

명함케이스

Business card case

名片盒

천연무늬목(호두나무)재질과 색상, 광광명소

Its natural wood pattern and colors, along with
the images of tourist attractions, represent
Korea’s dignity and antiquity. When the
covering opened, the cards contained pop up
to display a name card. Thus the user can more
easily pick up a card.

天然纹样(核桃树)木质、颜色、旅游景点形象都营

WOOD CHESS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CHARACTER PIECE와 랜드마크를 조립함으로서
CHESS PIECE를 구성하여 나만의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다.

用者选择自己愿意的旗子和景点而组成，可以完成
自己固有的天际。

MATERIALS
MDF

PRICE
78,000 원(WON)
891스튜디오 891 studio
010-5033-7597
nono89no@nate.com

이미지는 한국의 품격과 고풍스러운 이미지
전달한다. 덮개를 열었을 때 명함이 위로 올라가는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기능적 아이디어 상품이다.

MATERIALS
집성합판, MDF

Laminated wood, MDF
集成胶合板、MDF

PRICE
15,000 원(WON)
디자인뷰 Design-view
010-2234-3284
youngjb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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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韩国文化的品格和古香古色的气氛。考虑打开盖
子时方便性的商品。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박세종작가_휴대폰케이스

Cell Phone Cases
Made by Park Sejong

朴世种画家-手机壳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에 소질이 있어

Park Sejong, who hopes to make his debut as
an artist, has publicly showcased his talent
as a painter for the first time despite his
battle with autism. He represented tourist
attractions recommended to foreigners in
paintings, and those paintings are applied to
such commodities as postcards, T-shirts, and
smartphone cases.

他虽然患自闭症障碍，但是在美术方面有才能，作为

작가로서의 사회진출을 꿈꾸고 있는 박세종 작가의
첫 번째 도전으로,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서울의
관광명소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엽서, 티셔츠,
스마트폰 케이스에 적용해 상품화 하였다.

画家向社会迈出第一步，这作品是他的第一个挑战，
用画表达推荐给外国人的首尔旅游景点，还把它应用
于明信卡、T恤衫、 智能手机壳等更多的商品。

MATERIALS
스마트폰보호케이스

Smartphone cases
智能手机保护壳

PRICE
20,000 원(WON)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Dongjakgu Sheltered Workshop for the disabled
070-7834-4671
happywork71@hanmail.net

반차도 아트 램프

ART LAMP

班次图艺术灯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차도를 리모콘이

On a remote-controlled lamp printed is the
historical picture “Honor Guard Arrangement,”
which is a story of the Great King Jeongjo. This illuminating historical style lamp is
reminiscent of Seoul’s beautiful nightscape.

班次图记录了正祖大王的历史，这班次图灯是无线

포함되어있는 무선램프에 담았다. 빛나는 반차도
램프는 야경이 예쁜 서울을 추억하게 한다.

灯，还包括遥控器。美丽的班次图灯让人回忆美丽
的首尔夜景。

MATERIALS
폴리프로필렌, LED PP, LED

Polypropylene, LED
聚丙烯、LED

PRICE
20,000 원(WON)
㈜한국아트체인 HANKUK ART CHAIN Co., Ltd.
070-8240-5863
nikos@artshop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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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사랑해 서울

I LOVE SEOUL

我爱首尔

사랑해 서울 티셔츠는 한글과 영문 2가지 버전으로

This tourist souvenir, is made of two versions
of Korean and English.

我爱首尔T恤衫图案有两种，一种是韩文T恤衫，另

서울 24절기

Seoul 24 Seasonal
Divisions

首尔24节气

1년간 촬영된 서울 사진으로 24절기의 계절을 담은

This set of photos displays Seoul in the 24 solar
terms of a year, along with an explanation on
the 24 terms divided by solar cycle and nice
places in the city. It is contained in a calendar
with an accordion pattern.

拍摄首尔一年四季24节气的变化，制作手风琴式年

디자인하여 제작한 관광기념품 티셔츠이다.

一种是英文T恤衫，也是旅游纪念品T恤衫。

MATERIALS
100% 면
100% cotton
100% 棉

PRICE
18,000 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2-2205-5331
marc@milepost.co.kr

아코디언 형태의 달력이다.
태양의 운행주기에 따른24절기 구분법과 도심의
좋은 곳, 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2,000 원(WON)
일삼일와트 131WATT
070-4681-5858
jyeong@131wa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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历，并介绍首尔旅游景点，还是有实用性。首尔24
节气是根据太阳运行周期划分的24节气。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응용한 VIP데스트
용품_만연필과 명함 홀더

应用首尔故宫传统纹样模
Traditonal pattern VIP
式的VIP办公用品-钢笔和
deskware product _
pencil & namecard holder. 名片座

한국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디자인화 하여 현대적

This product uses a modern adaptation of a
traditional pattern common among ancient
Korean palaces—it is a spatial pattern formed
by two beauties of the palace’s curves and
traditional door frames.

으로 디자인한 제품이다. 고궁 기와의 곡선의 아름
다움과 전통문양 문살의 아름다움을 접목하여 공간
적인 형태가 형성되는 디자인이다.

将韩国故宫的传统纹样融入到商品设计当中，并体
现出现代设计理念。故宫瓦曲线美和传统纹样门格
的美丽相结合，透露出一种独特的空间风格。

MATERIALS
금도금 판재금속

Gold-plating metal board plank
金镀金板材金属

PRICE
39,600 원(WON)
소유디자인 SOYOU DESIGN
02-430-0314
design@ofunit.com

서울 관광명소 8경_
머니클립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Money clip

首尔8个旅游景点-钱夹

머니클립에 서울의 관광명소를 이미지 작업으로

Illustrated on a money clip a series of
attractions in Seoul. You can see a variety
of Soul’s major tourist attractions using this
product.

在钱夹皮革上用插图方式表现出首尔旅游景点，通过

가죽에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제품하나로 서울의
중요 명소를 알 수 있게 하였다.

这一商品可以显示出首尔的旅游胜地。

MATERIALS
가죽, 금속장식

Leather, metal decorations
皮革、金属装饰

PRICE
23,000 원(WON)
레더라인/세상누비 leatherline/seasangnubi
02-2208-0235
leatherline@naver.com/seasangnu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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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관광명소 8경_장지갑

Eight best tourist
attractions, Seoul,
Korea_breast wallet

首尔8个旅游景点长款钱包

장지갑에 서울의 관광명소를 이미지 작업으로

Illustrated on a breast wallet a series of
attractions in Seoul. You can see a variety
of Soul’s major tourist attractions using this
product.

在长款钱包皮革上用插图方式表现出首尔旅游景点，

가죽에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제품하나로 서울의
중요 명소를 알 수 있게 하였다.

通过这一商品可以显示出首尔的旅游胜地。

MATERIALS
가죽, 금속장식

Leather, metal decorations
皮革、金属装饰

PRICE
28,000 원(WON)
레더라인/세상누비 leatherline/seasangnubi
02-2208-0235
leatherline@naver.com/seasangnubi@naver.com

서울 관광명소 & 상징물_
카드 목걸이

Seoul tourist attractions 首尔8个旅游景点&象征
物-卡项链
and landmarks_
necklace card holder

카드목걸에 서울의 여러 관광명소를 이미지

On a necklace card holder are illustrated a
series of attractions in Seoul. When foreigners
see the text on each of these card holders
presented in the “Seoul Namsan” font, they
will be able to sense the beauty of Korean
characters.

작업으로 가죽에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서체는 ‘
서울남산체’를 사용해서 외국인들이 영어보다는
한글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MATERIALS
가죽, 금속장식

Leather, metal decorations
皮革、金属装饰

PRICE
28,000 원(WON)
레더라인/세상누비 leatherline, seasangnubi
02-2208-0235
leatherline@naver.com/seasangnu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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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卡项链皮革上用插图方式表现出首尔旅游景点。
这利用“首尔南山体”，让外国人感受到韩文的
美丽。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 SEOUL in Card Case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는 여러 가지 서울의
상징물을 담아 디자인한 ‘서울 담은’ 이미지를 넣은
교통카드 케이스이다. 목걸이형 교통카드로 다섯

These transportation card cases contain a
number of Seoul’s icons and are available in
five different colors.

首尔交通卡包
首尔交通卡包是以首尔的象征物图案为主题进行设
计的项链型交通卡，共有5种颜色。

가지 색상이 있다.

MATERIALS
DS (PVC), DC (PVC)

PRICE
6,000 원(WON)
김윤정 Kim Yune Jung
010-7123-3731
kimyunej01@naver.com

서울 담은 손거울

SEOUL in Hand Mirror

首尔小镜子

서울 담은 손거울은 여러가지 서울의 상징물을 담아

These hand mirrors contain a number of Seoul’s
icons, which convey the message “Don’t forget
Seoul,” and are available in five different
colors.

首尔小镜子是将首尔象征物的形象融入在镜子一面

디자인한 ‘서울 담은’ 이미지를 넣은 제품이다.
‘서울을 잊지마세요’라는 의미를 지닌 거울이며,
다섯 가지 색상이 있다.

的产品，这具有“请不要忘记首尔”的意义，共有
5种颜色。

MATERIALS
DS (PVC), DC (PVC)

PRICE
10,000 원(WON)
김윤정 Kim Yune Jung
010-7123-3731
kimyunej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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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랜드마크 10종
북마크 세트

Seoul landmark
bookmark set

10种首尔地标书签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랜드마크를 쉽게

These Bookmarks, perfect for a gift, are
designed to help bring to mind Seoul’s major
landmarks.

将首尔著名地标体现在书签，这让人易于携带、便

서울 랜드마크 11종 SET_
페이퍼 토이

Seoul landmark
papertoy set

11种首尔地标套组纸玩具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These papertoys are designed to help bring to
mind Seoul’s major landmarks.

将首尔最具代表性的景点制作成纸玩具，就能让访

간직하고, 선물할 수 있는 북마크로 상품화하였다.

于收藏，也可以当作给朋友的礼物。

MATERIALS
메탈

Metal
金属

PRICE
20,000 원(WON)
너울나비 noulnabi
010-6209-2324
love8340@naver.com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페이퍼토이로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5,000 원(WON)
너울나비 noulnabi
010-6209-2324
love83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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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首尔的游客保留一份美好的回忆。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사각사각 티스푼 세트 SEOUL TEA SPOON
서울 명소 이름 첫 글자와 상징물의 형태 유사성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숭례문 남산타워 인사동 독립문
해치 등의 명소를 사진으로 찍어 액자에 넣은
콘셉트다.

The design of this souvenir makes use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first letters of
the names of attractions in Seoul and their
symbolic icons. These attractions include
Sungnyemun gate, Namsan Tower, Insa-dong,
Dongnimmun gate, and Haechi, all captured in
photos.

首尔茶匙套组
利用首尔旅游景点的第一个字和象征物形状的相似
性，拍摄崇礼门、南山塔、仁寺洞、独立门、獬豸
等旅游景点，将其照片放在相框里。

MATERIALS
스테인레스 27종

18/10 stainless steel
27种不锈钢

PRICE
28,000 원(WON)
에벤에셀프린텍 Ebenezer Printec
02-2277-7760
kostick@printed.co.kr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마우스SET)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Mouse Set)

首尔时间旅游
(首尔象征设计USB、
鼠标套组)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On a digital product are illustrated symbols that represent Seoul’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urface of
the painting, illustrated using a unique lacquer painting technique, is completed with lacquer powder, gold
powder, pearl powder, and mother-of-pearl. It is a real
work of craftsmanship.

将首尔过去、现在、未来最具代表性的象征物体现

디지털 제품에 예술적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독창적인 칠공예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뒤 표면에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등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100%수공예 제품으로 장인의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다.

在数码产品中，艺术性很强的作品。通过韩国固
有的漆工艺技法画画，然后在表面上利用漆粉、金
粉、珍珠粉、螺钿等高档材料完成的100%手工艺作
品，这简直是匠人心血的凝聚。

MATERIALS
칠, 칠가루, 자개, 난각, 색분, 은분, 진주펄, 스톤, 매듭

Lacquer, mother-of-pearl, egg-shells, coloring powder,
gold powder, pearls, stones, knots
生漆、漆粉、螺钿、卵壳、色粉、银粉、珍珠粉、石头、绳结

PRICE
89,000 원(WON)
에이치디자인앤마케팅 H Design N marketing
02-6405-1245
gift@hdesign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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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USB)

首尔时间旅游
(首尔象征设计USB)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On a digital product are Seoul’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urface of the painting,
illustrated using a unique lacquer painting
technique, is completed with lacquer powder,
gold powder, pearl powder, and mother-ofpearl. It is a real work of craftsmanship.

将首尔过去、现在、未来最具代表性的象征物体现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컴퓨터마우스 大1개)

About Time in Seoul
(Seoul symbol computer
mouse)

首尔时间旅游
(1个首尔象征设计大型鼠
标)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On a digital product are Seoul’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urface of the painting,
illustrated using a unique lacquer painting
technique, is completed with lacquer powder,
gold powder, pearl powder, and mother-ofpearl. It is a real work of craftsmanship.

将首尔过去、现在、未来最具代表性的象征物体现

디지털 제품에 예술적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독창적인 칠공예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뒤 표면에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등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100%수공예 제품으로 장인의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다.

在数码产品中，艺术性很强的作品。通过韩国固
有的漆工艺技法画画，然后在表面上利用漆粉、金
粉、珍珠粉、螺钿等高档材料完成的100%手工艺作
品，这简直是匠人心血的凝聚。

MATERIALS
칠, 칠가루, 자개, 난각, 색분, 은분, 진주펄, 스톤, 매듭

Lacquer, mother-of-pearl, egg-shells, coloring powder,
gold powder, pearls, stones, knots
生漆、漆粉、螺钿、卵壳、色粉、银粉、珍珠粉、石头、绳结

PRICE
44,000 원(WON)
에이치디자인앤마케팅 H Design N marketing
02-6405-1245
gift@hdesignmall.com

디지털 제품에 예술적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독창적인 칠공예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뒤 표면에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등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100%수공예 제품으로 장인의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다.

MATERIALS
칠, 칠가루, 자개, 난각, 색분, 은분, 진주펄, 스톤, 매듭

Lacquer, mother-of-pearl, egg-shells, coloring powder,
gold powder, pearls, stones, knots
生漆、漆粉、螺钿、卵壳、色粉、银粉、珍珠粉、石头、绳结

PRICE
52,000 원(WON)
에이치디자인앤마케팅 H Design N marketing
02-6405-1245
gift@hdesign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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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数码产品中，艺术性很强的作品。通过韩国固
有的漆工艺技法画画，然后在表面上利用漆粉、金
粉、珍珠粉、螺钿等高档材料完成的100%手工艺作
品，这简直是匠人心血的凝聚。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 쿠키들

Seoul Cookie Frame

首尔饼干

서울 쿠키틀은 쿠키를 먹는 아이들과, 쿠키를 만드는

Seoul Cookies Cutters strongly appeal to
children and adults with their different images
of Seoul. Think enough to allow for a good grip,
these cookie cutters are easy for all to use.

首尔饼干给吃饼干的孩子和做饼干的大人留下甜蜜

어른들에게 서울의 이미지를 쿠키틀으로 강력하게
어필한다. 두께감이 있어 한손으로 가볍게 잡히게
디자인 하였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다루기 편리하다.

的回忆。首尔饼干的厚度比较厚，男女老少都能方
便地吃。

MATERIALS
PP

PRICE
15,000 원(WON)
페이퍼워크 paperwork
010-5150-7809
design8912@naver.com

서울 풍경 꽃갈피

Seoul Landscape
Bookmark

首尔风景花书签

서울의 대표적인 Landmark를 [풍부한 심상의

Seoul's key landmarks are reorganized
into the design of this product. Traditional
craftsmanship, women's craft, traditional
embroidery and knotting are all integrated in
this highly functional design.

通过闺房工艺、传统刺绣、传统绳结等韩国传统工

Landscape]로 재구성하였다. 한국의 전통 공예
기법인 규방공예, 전통자수, 전통 매듭을 통해
서울의 멋을 알림과 동시에,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예 상품을

艺技法，将首尔的魅力推广到全世界。不仅如此，
这还加上了实用性，制造出在日常生活当中也可以
使用的胜果工艺商品。

제안하였다.

MATERIALS
견직물

Silk fabrics
丝织品

PRICE
12,000 원(WON)
꼬르동 CORDON
010-4598-7905
hs326@hanmail.net

037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ː印(in)

Seoulːin

首尔ː印(in)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울의 7가지 아이콘을

7 icons of Seoul, whether traditional or
modern, are reshaped into these seals. In
particular, the cute Haechi sculpture placed on
the seal makes it a lovely ornamental peice.

这是选定超越传统和现代界限的首尔7大象征物而制

서울 손수건

Seoul Handkerchief

首尔手绢

잘 마르고 잘 닦이는 천연염색 서울 손수건이다.

A set of handkerchiefs that dry and wash
easily, featuring the insignia “Seoul”
embroidered and needled by hand.

首尔手绢是在手绢用刺绣手艺表现出首尔的作品，

선별하여 만든 도장이다. 그 중 ‘해치’는 도장에
기능과 도장 위에 올려진 귀여운 조형물로 장식성을
강조한다.

作的印章。其中“獬豸”是具有印章功能，也是放
在印章上面的可爱装饰品。

MATERIALS
황동, 적동, 고무인

Brass, red copper, rubber stamp
黄铜、赤铜、橡胶印

PRICE
20,000 원(WON)
훗 팩토리 Hott factory
010-3358-0013
hdesignm@naver.com

서울을 자수로 표현하여 손바느질 한 상품이다.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12,000 원(WON)
카인드펄슨 Kindperson
070-7578-9590
klshin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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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是容易干、容易擦干的天然染色手绢。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노트

Illustrated Seoul Sketch
Notes

首尔旅游画册-首尔市笔
记本

1년 4개월 동안 33나라 150지역을 여행한

Sketches of the 12 most beautiful places in
Seoul are gathered together to make this
designer product by illustrator Lee Juncheon,
who traveled 150 areas in 33 countries in one
year and 4 months.

李准天插画家在一年四个月的时间里去３３个国家

이준천 일러스트레이터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12곳을 스케치하여 디자인 제품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

１５０个地区旅游，他选定首尔最美的１２个地方画
画及设计后制作出产品。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3,300 원(WON)
드림헤븐앤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naver.com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포스트잇

Illustrated Seoul Sketch
Post-it

首尔旅游画册-首尔市便
签

1년 4개월 동안 33나라 150지역을 여행한

Sketches of the 12 most beautiful places in
Seoul are gathered to make this design product
by illustrator Lee Juncheon who traveled 150
areas in 33 countries in one year and 4 months.

李准天插画家在一年四个月的时间里去３３个国家

이준천 일러스트레이터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12곳을 스케치하여 디자인 제품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

１５０个地区旅游，他选定首尔最美的１２个地方画
画及设计后制作出产品。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3,300 원(WON)
드림헤븐앤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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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엽서

Illust Seoul Sketch
Post card

首尔旅游画册-首尔市插
画明信片

서울을 대표하는 11풍경을 스케치와 디자인의

The 11 most popular landscapes of Seoul are
included in the design of this post card set.
Traveler and sketch artistist Lee Juncheon
presents a unique arial view of Seoul,
combined with an attractive design concept
and story.

首尔最具代表性的１１个风景的画册和设计相结

서울을 담은 트럼프 카드

All about Seoul

首尔纸牌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 건축물 담아 외국인 관광객

A pack of cards with images of iconic spaces
and structures to help make foreign travelers
familiar to Seoul.

在纸牌上表现首尔代表性空间和建筑，在玩纸牌的

만남으로 표현한 서울여행스케치 엽서세트이다.
여행스케치 작가 이준천이 직접 서울을 여행하며
하늘에서 본모습을 독특한 앵글과 아기자기한
디자인컨셉과 스토리텔링으로 작업한 엽서이다.

合，而诞生了首尔旅游画册明信片套组。旅游画
家李准天通过独特的角度和可爱的设计以及描写方
法，将在首尔旅游当中他自己感受的感觉体现在明
信片上。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Set: 12,000 원(WON)
개당 : 1,500 원(WON)
드림헤븐앤드림스카이 DreamSky
070-8274-8630

skyjoon1000@naver.com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로 제작한
놀이 용품이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0,000 원(WON)
이혜민 Lee Hye Min
010-8653-5044
dreamin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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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程中让外国人能够自然而然地熟悉首尔。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의 빛

Light of Seoul

首尔之光

늘 언제나 밝게 빛나는 서울임을 표현하였다. 조선

These represent a Seoul that brightly shines
at all time. Historic remains and artifacts from
Joseon Dynasty untill today are integrated into
these products to represent the noble beauty
of the shiny city.

这意味着永不熄灭的首尔之光。这还表现出从朝鲜

시대로부터 현시대까지 유적들과 문화재들을 품어,
하나의 빛으로 반짝이는 고결한 아름다움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时代到现在首尔包含着历史遗迹和文化遗产而辉煌
灿烂的文化之光。

MATERIALS
동, led

Cooper, led
铜, led

PRICE
70,000 원(WON)
라온 raon
010-4039-9829
raon7717@naver.com

서울이미지텀블러

Tumbler for Seoul Image 首尔形象的随行杯

서울의 관광이미지 요소들을 일러스트 작업하여

Tumblers with illustrations of Seoul tour
images.

만든 텀블러이다.

通过插图方式表现首尔旅游形象的随行杯。

MATERIALS
아크릴수지, 실리콘, 폴리프로필렌

Acrylic resins, silicon, polypropylene
丙烯酰胺树脂、硅酮、聚丙烯

PRICE
6,600 원(WON)
디자인파머 designfarmer
02-3445-1055
designfar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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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이야기_6단 병풍

Seoul story

首尔故事-6折屏风

서울이야기는 전통과 최첨단의 매력이 공존하는

Seoul story is a work of art and best describes
the attractiv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high
technology of Seoul. Employing a patented
technique of remodeling traditional mother-ofpearl to be adorned with sensuous patterns
and colors, we made it as a practical tourist
souvenir with unchanging color or gloss.

首尔是传统文化和最尖端城市的魅力共存的著名城

서울주머니

Seoul pouch

首尔袋子

서울 지도 그림을 그려 주머니를 만들었다. 화장품,

A map of Seoul is printed on a light weight
pouch suitable for putting cosmetics, paper
money, glasses, and coins.

在袋子表面上画了首尔地图，利用这袋子很容易收

명품 도시 서울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품이다.
우리의 전통 자개를 특허 기술을 통해 감각적인
패턴과 컬러로 재해석 하였으며 색상이나 광택이
변하지 않는 실용성을 강조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市，首尔故事是最好能展现出首尔特色的艺术品。
通过韩国传统螺钿技术和专利技术，体现出新的创
意设计、精致色彩，永不退色、永葆光泽。同时，
这是实用性也很强的文化旅游商品。

MATERIALS
천연자개, 장식, MDF, PET

Mother-of-pearl, ornaments, MDF, PET
天然螺钿、装饰、MDF、PET

PRICE
38,000 원(WON)
㈜나전칠기컴 NAJEONCHILGI CO., LTD
02-757-5300
najeon71@naver.com

지폐, 안경, 동전 등을 담기 쉬우며 매우 가볍다.

MATERIALS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聚酯

PRICE
대 12,000 원(WON), 중 8,000 원(WON)
소 6,000 원(WON), set 21,000 원(WON)
론리헬렌 LONELY HELEN
010-9937-0429
klshin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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拾化妆品、纸币、眼镜、硬币等东西，也很轻。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서울지갑

Seoul wallet

首尔钱包

서울지갑 시리즈는 지갑, 여권지갑, 카드지갑으로

A set of a wallet, a passport case, and a card
case. Sold in a clean, finished style and a DIY,
half finished style, the design is available to be
customized on demand.

首尔钱包系列以钱包、护照包、卡包为组成，以成品

구성되어 있다. 완제품 및 DIY반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 디자인 인쇄가
가능하다.

和DIY半成品形式进行销售，按照客户的要求提供针
对性设计服务。

MATERIALS
타이벡

Tieback
特卫强

PRICE
9,000 원(WON)
꼼꼼바늘창작공방 KKOMKKOM NEDDLE CREATION
SPACE
02-737-0855
lindentree@naver.com

서울책가도_자개열쇠고리

Seoul books Pictures
-Mother of Pearl
Keychains

首尔册架图-螺钿钥匙环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풍경을 이미지화시켜

This key holder is offered as a tourist souvenir,
on which an iconic landscape of Seoul is
integrated into a folk painting, harmonizing the
past and present.

将首尔最有代表性的风景融入在册架图民画之中，

민화 책가도안에 담아 과거와 현대의 어우러짐을
열쇠고리에 재현시켜 만든 관광기념품이다.

体现过去和现代和谐共存，而制作出螺钿钥匙环旅
游纪念品。

MATERIALS
금속, 자개

metal, mother-of-pearl
金属、螺钿

PRICE
6,000 원(WON)
㈜성협공예 sung hyup co.,Ltd
02-2265-0781~3
kji328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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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세종대왕오프너,
世宗大王开瓶器、崇礼门
King Sejong Opener,
숭례문오프너, 보신각오프너, Sungryemun Opener,
开瓶器、普信阁开瓶器、
해치서울오프너
Bosingak Opener, Haechi 獬豸首尔开瓶器

Seoul Opener

Bottle openers designed with simple symbolic
icons of Seoul, such as the National Treasure
No. 1 Sungryemun (south gate to Seoul) and
Haechi (mythical creature).

将国宝第一号崇礼门、獬豸等首尔象征物塑造简单

소반

Soban

餐桌型杯托

한국의 전통소반인 <공고상>을 응용한 컵홀더이다.

Cup holders that are made in the shape of
the small Korean traditional dining table,
Gonggosang. These miniature objects are
handmade by the best artisans, for use as
saucers, napkin holders, candle holders, and a
variety of other things.

将韩国传统餐桌“公故床”设计应用于杯托的作

국보 1호 숭례문, 해치 등 서울의 상징물을 단순화해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오프너이다.

化，而制作开瓶器。

MATERIALS
철

Iron
铁

PRICE
5,000 원(WON)
주식회사 동숭아트센터 Dongsoong Art Center
02-766-3390
xmas@dsartcenter.co.kr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미니 찻잔받침, 냅킨 홀더,
캔들 홀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미감을 감상할 수 있는 미니어처 오브제이다.
장인에 의해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었다.

MATERIALS
목재

Wood
木材

PRICE
49,000 원(WON)
리빙오브제 Living Objet
031-217-8816
silvini@daum.net

blog.daum.net/livingob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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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按照消费者的要求，可用于迷你杯托、餐巾
座、蜡烛座等多方面，可欣赏到韩国传统之美，这
都是匠人用心制作的手工艺品。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수호신(手護神)_부제:
당신의 손을 지켜드립니다

SU-HO-SHIN

守护神 副题:保护你的手！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와 경복궁의 동, 서, 남, 북을

Kitchen mitts designed with the mythical
creatures Haechi (a symbolic icon of Seoul),
and the four guardian spirits of the four
directions: Blue Dragon (East), White Tiger
(West), Red Phoenix (South), and Black Turtle
(North). These are made in close collaboration
with a master craftsman and a local designer in
Changsin-dong.

以代表首尔的獬豸和守护景福宫东北西南的青龙、

지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캐릭터로 만든
주방장갑이다. 창신동의 장인과 디자이너의 긴밀한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白虎、朱雀、玄武为主题制作的厨房手套。这是经
过昌信洞匠人和设计师的紧密合作而完成的商品。

MATERIALS
면 30수 원단, 솜패치

Cotton (30m/g type), cotton patch
棉３０面料、棉花

PRICE
26,000 원(WON)
미쓰김라일락, 어반하이브리드
Misskimlilac/Urban Hybrid
02-762-1220
kimjayeong@naver.com/mook@urbanhybrid.co.kr

숭례문세트 大[EC16]

Sungnemun Gate L
[EC16]

崇礼门套组 大[EC16]

조리 시 편리하도록 26cm로 길게 제작된 그립감이

Chopsticks with empty insides to give lighter
weight and better thermal insulation. Each set
is 26 cm in length, making it easier to grip. It
is approximately 1.5 times longer than a tea
spoon.

长达26cm、手感更舒服的真空筷子，让您做菜更方

좋은 진공 젓가락으로, 기존의 티스푼 포크보다
1.5배 정도 길어 머그컵에 딱 좋은 길이이다. 제이손
진공젓가락은 속이 비어있어 가볍고 열전도가 되지
않는다.

便，比以前的茶匙、餐叉约长1.5倍，长度正适合大口
杯。Jeison真空筷子因为是空心的，感觉很轻，没有
热传递。

MATERIALS
스테인리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63,000 원(WON)
㈜제이손 JEISON
070-4651-4168
myohoo@jei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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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숭례문세트 小 [EC9]

Sungnemun Gate S
[EC9]

崇礼门套组 小[EC9]

조리 시 편리하도록 26cm로 길게 제작된 그립감이

Chopsticks with empty insides to give lighter
weight and better thermal insulation. Each set
is 26 cm in length, making it easier to grip. It
is approximately 1.5 times longer than a tea
spoon.

长达26cm、手感更舒服的真空筷子，让您做菜更方

오방색 미니향수

Flowers of Korea rollon perfume-five colors
series

五方色迷你香水

한국의 전통적 색채 오방색을 바탕으로 민화 속 다섯

Based on the traditional five colors of Korea,
this perfume set is designed using flowers
that appear in the folk paintings of birds and
flowers, providing a unique mixture of colors
and scents.

基于韩国传统色彩五方色，以民画中5个花鸟画里

좋은 진공 젓가락으로, 기존의 티스푼 포크보다
1.5배 정도 길어 머그컵에 딱 좋은 길이이다. 제이손
진공젓가락은 속이 비어있어 가볍고 열전도가 되지
않는다.

便，比以前的茶匙、餐叉约长1.5倍，长度正适合大口
杯。Jeison真空筷子因为是空心的，感觉很轻，没有
热传递。

MATERIALS
스테인리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36,000 원(WON)
㈜제이손 JEISON
070-4651-4168
myohoo@jeison.co.kr

가지 화조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꽃을 주제로 기획한
향수로써 색과 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아이템이다.

MATERIALS
향료, 알코올

Spices, alcohol
香料、酒精

PRICE
세트 50,000 원(WON)
그랑 graang
070-8289-7075
cy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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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现的韩国花为主题，制作出色与香完美融合的
香水。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전통캐릭터손거울

Classic character mirror

传统人物小镜子

귀여운 캐릭터에 전통 복식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여

These hand mirrors come with prints of cute
characters in traditional costumes printed on
the outside. A highly portable and functional
item.

在镜子后面详细描述穿韩服的可爱人物，这小镜子

휴대하기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손거울과 매치하여
제작하였다.

易于携带，实用性也很强。

MATERIALS
철, 거울

Iron, mirror
铁、镜子

PRICE
5,000 원(WON)
비에스 BS
031-219-8731
bbss1945@naver.com

종이정원-업사이클링
수제카드

Paper Garden-Upcycled
Handmade Pot Paper

纸庭园-回收再利用的手
工卡片

사무실 등에서 쇄 절기로 잘려져 재활용 되지 못하고

Eco-friendly, upcycled handicrafts that reuse
shredded paper, employing a Korean paper
making technique and aquaculture technology.

将在办公室等进入破碎机而废弃的废纸，通过韩纸

버려지는 파쇄 종이를 한지 제작 방식과 씨앗 수경
재배 기술로 되 살림한 폐종이 Upcycling 친환경

制作方式及种子水栽培技术，将废纸转换为回收再
生利用的绿色环境文化手工艺作品。

문화 수공예품이다.

MATERIALS
폐종이(파쇄종이)

Waste paper (shredded paper)
废纸(破碎纸)

PRICE
1매: 4,500 원(WON)
5 장 Set: 22,000 원(WON)

협동조합 온리 COOP.ONRE
063-282-0028
muz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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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책갈피_경복궁

Bookmark_
Gyeongbokgung

书签-景福宫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_광화문

Bookmark_
Gwanghwamun

书签-光化门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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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책갈피_교태전

Bookmark_Cyotaejeon

书签-交泰殿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책갈피_국회

Bookmark_The National 书签-国会
Assembly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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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책갈피_숭례문

Bookmark_Sungnyemun 书签-崇礼门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_청와대

Bookmark_
Cheongwadea

书签-青瓦台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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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책갈피_한국은행

Bookmark_
The Bank of Korea

书签-韩国银行

읽던 책이나 중요한 서류사이에 끼울 수 있는

This bookmark slips between the pages of
your book or important file and represent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in three
dimensions

这是可以夹在阅读中的书籍里或重要文件中的书

책갈피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체적로
표현한 상품이다.

签，表现了韩国传统建筑的美丽立体感。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0,000 원(WON)
아트라인상사 artline co.
02-2264-2577
artline601@naver.com

청자화병

Jade Green Vase

青瓷花瓶

청자도자기의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탄생된 청자

Made by modernizing the traditional celadon
porcelain, this item connects modern life with
tradition.

经过青瓷的现代化工程诞生了青瓷花瓶，这是作为

화병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현대 삶속에서 전통을
엮어낸다.

装饰品，在我们目前的生活当中散出明亮而柔和的
传统光彩。

MATERIALS
PET, 알루미늄
PET, aluminum
PET、铝

PRICE
80,000 원(WON)
디자인이즘 designism
02-720-0771
designism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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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크리스탈 스피커

Crystal speaker

水晶音箱

각종 디지털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고품질의

A speaker that provides high quality sounds
when connected to various digital devices.
While giving the luxurious look and appeal of
crystal, this item is also light weight, highly
portable, and offers high quality sound.

这个音箱与各种数码机器相连接，就可以享受高品质

클립 펜

Clip pen

回形针钢笔

한국의 기와를 모티브로 제작된 펜으로 종이나

A pen designed based on the Korean roof tile
that clip onto paper or a notebook.

这是以韩国瓦为主题制作的钢笔，可以夹在纸或

음악청취가 가능한 스피커이다. 크리스탈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무게가 가벼워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것이 특징 이며, 최상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的音乐。以水晶为组成的高档外观，重量很轻，随时
随地可以使用，这将为你带来最完美的音质。

MATERIALS
크리스탈, 플라스틱

Cristal, plastic
水晶、塑料

PRICE
32,000 원(WON)
더피 DUFFY
02-337-3317
lks9623@naver.com

노트에 끼워서 보관 가능하다.

MATERIALS
플라스틱

Plastic
塑料

PRICE
1,800 원(WON)
모지스튜디오 Mozi studio
010-8979-6363
mozistu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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笔记本。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판타스틱 서울

Fantastic Seoul

首尔景点磁铁

판타스틱 서울 마그넷은 서울의 대표적

This souvenir item is designed with illustrations
of famous landscapes of Seoul.

首尔景点磁铁是表现出首尔最具代表性的景点而制

전경을 모던한 일러스트로 디자인하여 제작한

作的旅游纪念品。

관광기념품이다.

MATERIALS
종이, 자석

Paper, magnets
纸、磁铁

PRICE
3,000 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2-2205-5331
marc@milepost.co.kr

한국 가면 부채

Korean Costume Fan

韩国假面扇子

관광객이 관광지 또는 자신의 집 등에서 사진을

When put to your face, these transparent hand
fans can be used to give the look of a couple
dressed in their traditional wedding clothes.
While keeping you cool, it can be used as a
novelty accessory when taking photos.

在游客在旅游地或家里拍照时，将扇子叠在自己的

남길 때, 자신의 얼굴에 겹쳐, 한국의 신랑 신부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부채이다.

脸上可以演出新郎新娘。

MATERIALS
투명 PP

Transparent PP
透明 PP

PRICE
5,500 원(WON)
콘트블루 conte blue
010-3411-0385
admin@conte-ble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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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한국의 꽃 롤온향수 오방색 Flowers of Korea roll시리즈 (낱개)
on perfume-five colors

韩国之花滚珠香水-五方
色系列(单个)

Based on the traditional five colors of Korea,
this perfume is designed using flowers that
appear in the folk paintings of birds and
flowers, providing a unique mixture of colors
and scents.

基于韩国传统色彩五方色，以民画中5个花鸟画里

한글볼펜세트

HANGUEL BALLPEN
SETS

韩文圆珠笔套组

한글이 조각되어 있어 세련된 볼펜으로 한글볼펜과

A ball-point pen and a refill set printed with
Korean letters

在圆珠笔上雕刻着韩文，让人感觉很优雅，这套组

series

한국의 전통적 색채 오방색을 바탕으로 민화 속 다섯
가지 화조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꽃을 주제로 기획한
향수로 색과 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아이템이다.

出现的韩国花为主题，制作出色与香完美融合的
香水。

MATERIALS
향료, 알코올

Spices, alcohol
香料、酒精

PRICE
낱개 12,000 원(WON)
그랑 graang
070-8289-7057
cyy26@naver.com

볼펜심으로 함께 세트로 구성 되어 있다.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PRICE
30,000 원(WON)
메디파크 MEDIPARK
02-574-6526
ducksp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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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韩文圆珠笔和笔芯为组成。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한글 펜 장착 명함집

Name cardcase with pen 韩文钢笔一体式名片盒

훈민정음내용을 조각하여 특수 알루미늄 코팅 명함

A business card holder and pen, coated with
special aluminum and printed with Korean
letters.

케이와 펜이 장착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在名片盒上雕刻训民正音的内容，并对此进行特殊
铝涂层处理，以钢笔为套组，更易于使用。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PRICE
30,000 원(WON)
메디파크 MEDIPARK
02-574-6526
duckspark1@hanmail.net

한양도성 남대문 메모함

NAMDAEMOON
MEMO CASE

汉阳都城南大门便条盒

국보1호인 남대문을 나전의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A memo case inlaid with the image of
Namdaemun, Korea's No. 1. National Treasure.
A highly functional item and easy to use.

利用螺钿材料表现国宝第一号南大门的便条盒，

메모함이다. 한국의 미를 감상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다.

可以享受韩国之美，也具有实用性，易于使用。

MATERIALS
ABS(투명 스프레이코팅) LACQUERWORK
ABS (transparent sprayed coatings) LACQUERWORK
ABS(透明喷雾涂层) LACQUERWORK

PRICE
50,000 원(WON)
메디파크 MEDIPARK
02-574-6526
ducksp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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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한옥 주얼리

HanOk-Jewelry

韩屋饰品

한옥 주얼리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살아 숨 쉬는

A neck lace made with an image of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韩屋饰品是以韩国文化和情绪生生不息的韩屋形象

한옥마을 브로치 시리즈

Hanok Village brooch
series

韩屋村胸针系列

한옥의 문창살과 단청, 돌담을 모티브로 전통의

Traditional window frames,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and stone walls are reinterpreted
into modern deigns. Mass production is
achieved by employing the thermal hardening,
as well as natural-air drying.

以韩屋的窗格、丹青、石墙为主题，把它融入到设

한옥 이미지를 모티브로 목걸이를 디자인 하였다.

为主题而设计的项链。

MATERIALS
은, 사파이어, 큐빅지르코니아

Silver, sapphire, cubic zirconia
银、蓝宝石、立方氧化锆

PRICE
60,000 원(WON)
디아뎀 주얼리 DIADEME JEWELRY
010-3955-1278
ryuki2002@hanmail.net

현대화를 디자인에 담았다. 자연건조와 더불어 ‘
고온경화’ 방법을 적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MATERIALS
옻칠, 자개

Lacquer, mother-of-pearl
涂漆、螺钿

PRICE
30,000 원~75,000 원(WON)
김민지 Kim Min-ji
010-7530-4632
sidadal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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计中，表现出传统的现代化。利用自然干燥和高温
硬化方式，具备大量生产能力。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필함

Hanok Village inlaid
mother of pearl pencil
case

韩屋村螺钿文房四宝笔盒

북촌, 남산 한옥마을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This pencil case inlaid with mother-of-pearl
features patterns characteristic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s, Bukchon and
Namchon.

将北村、南山韩屋村的特点转换为一种模式，制作

패턴화시켜 자개를 응용하여 필함으로 만든 제품
이다.

出螺钿笔盒。

MATERIALS
목재, 자개

Wood, mother-of-pearl
木材、螺钿

PRICE
30,000 원(WON)
㈜성협공예 sung hyup co., Ltd
02-2265-0781~3
kji3285@chol.com

한옥마을 초롱불

HANOK VILLAGE LAMP

韩屋村灯笼

제미영작가의 한옥마을 작품을 리모콘이 포함되어

This wireless lantern, including remote control,
features the paintings of Korean villages by
artist Je Miyeong. The brilliant Korean village
paintings recall to memory the beautiful night
life of Seoul.

将北村、南山韩屋村的特点转换为一种模式，制作

있는 무선 램프에 담았다. 빛나는 한옥마을은
야경이 예쁜 서울을 추억하게 한다.

出螺钿笔盒。

MATERIALS
폴리프로필렌, LED PP, LED

Polypropylene, LED
聚丙烯、LED

PRICE
22,000 원(WON)
㈜한국아트체인 HANKUK ART CHAIN Co., Ltd.
070-8240-5863
nikos@artshop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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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해치 1

Haechi 1

獬豸1

100%수공예 시계로 케이스는 황동으로, 시계판은

100% handcrafted wrist watch comes included
with a brass case. The back plate of the watch
has a cloisonné worked Haechi, and the leather
strip is hand dyed.

这是100%手工艺手表，外壳是以黄铜制作的，表盘

해치 3

Haechi 3

獬豸3

100%수공예 시계로 케이스는 황동으로, 시계판은

100% handcrafted wrist watch comes included
with a brass case. The back plate of the watch
has a cloisonné worked Haechi, and the leather
strip is hand dyed.

这是100%手工艺手表，外壳是以黄铜制作的，表盘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칠보 공예로 작업을 하였으며
가죽을 직접 염색하여 만들었다.

利用七宝工艺技术表现首尔象征物獬豸，直接在皮
革染色而制作。

MATERIALS
황동, 가죽, 유약, 전사지

Brass, leather, glaze, transfer paper
黄铜、皮革、釉药、转印纸

PRICE
98,000 원(WON)
복희칠보 BOKII CHILBO
070-4228-7575
dorazl@naver.com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칠보 공예로 작업을 하였으며
가죽을 직접 염색하여 만들었다.

MATERIALS
황동, 가죽, 유약, 전사지

Brass, leather, glaze, transfer paper
黄铜、皮革、釉药、转印纸

PRICE
98,000 원(WON)
복희칠보 BOKII CHILBO
070-4228-7575
doraz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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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七宝工艺技术表现首尔象征物獬豸，直接在皮
革染色而制作。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호신용 도자기 피리
“피리새 지노”
(색 남대문 목걸이)

Ceramic whitle“ZINO”
Namdaemun

护身用瓷器笛子
＂笛子鸟ZI－NO＂

청각장애인 박진오씨가 소리를 동경하며 만들어 낸

A ceramic amulet in the form of a flute,
handcrafted by Park Jino, a hearing impaired
craftsman longing for sound. Plus, a painting by
mentally disabled artist Kim Wujin transferred
onto its surface, expressing the world he sees,.

渴望声音的听障人士朴鎭悟就制作出护身用瓷器笛

호신용 도자기 피리에, 정신지체장애인 김우진씨가
강렬한 색채로 자신이 본 세계를 표현한 그림을 피리
표면에 전사하여 제품화 하였다.

子，肢残人士金宇真(音)用强烈的色彩在笛子上表
现出自己看到的世界，这样就完成了作品。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13,000 원(WON)
㈜달항아리 Dalhangari
02-355-3324
hwamongkr@hanmail.net

호신용 도자기 피리
“피리새 지노”(색 남산)

Ceramic whitle“ZINO”
Namsan

护身用瓷器笛子
＂笛子鸟ZI－NO＂

청각장애인 박진오씨가 소리를 동경하며 만들어 낸

A ceramic amulet in the form of a flute,
handcrafted by Park Jino, a hearing impaired
craftsman longing for sound. Plus, a painting by
mentally disabled artist Kim Wujin transferred
onto its surface, expressing the world he sees,.

渴望声音的听障人士朴鎭悟就制作出护身用瓷器笛

호신용 도자기 피리에, 정신지체장애인 김우진씨가
강렬한 색채로 자신이 본 세계를 표현한 그림을 피리
표면에 전사하여 제품화 하였다.

子，肢残人士金宇真(音)用强烈的色彩在笛子上表
现出自己看到的世界，这样就完成了作品。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5,000 원(WON)
㈜달항아리 Dalhangari
02-355-3324
hwamong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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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훈민정음 타올

Hunminjeoneum Towel

训民正音手巾

훈민정음을 모티브로제작한 타올로 한글의

A set of towels with a motif of Korean
characters, Hunminjeongeum. The fabric
resists repeated washing and provides a long
lasting, soft and cushiony feel.

以训民正音为主题制作的手巾，这体现了韩文的亲

친숙함을 나타내었다. 반복 세탁 시에도 원단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이 원형 그대로이며 부드러운 촉감과
폭신함이 오래 지속된다.

密感。面料反复干洗也几乎没有变化，保持原形，
具有软和和软绵绵的感觉。

MATERIALS
면 50%, 대나무원사 50%

50% cotton, bamboo yarns
50%棉、竹原丝

PRICE
4 장셋트 17,600 원(WON)
㈜우리타올컴퍼니 WOORITOWEL COMPANY
02-557-6668~9
pj4374@hanmail.net

2015 한양도성길 달력

2015 Calendar - Fortress 2015年韩国都城路年历
Wall of Seoul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한양도성 길을 주제로 디자인

A calendar with a motif of Seoul’s fortress
wall. Each month of the calendar contains
one of 12 tourist sites that you can visit when
traveling along the wall

하였다. 이 달력에는 한양도성 길을 여행하면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12개의 주제로 선별하여
각월마다 다른 주제의 여행지에 담았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6,000 원(WON)
낫씽디자인그룹 Nothing design group
02-334-3320
koojinwoo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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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位于首尔中心位置的汉阳都城路作为设计主题，
选定12个在汉阳都城路中可以遇见的旅游景点，在
每个月年历上展现不同的旅游主题。

입선 HONORABLE MENTION 入选
N서울타워조명

N Seoul Tower Lighting

Ｎ首尔塔照明

Dynamic Seoul: 서울 상징의 하나인

Dynamic Seoul: One of the symbolic icons of
Seoul, the N Seoul Tower, is translated into
this lighting set to represent Seoul’s dynamic
nature.

活力首尔：首尔最有代表性的N首尔塔安装了照明设

N서울타워를 조명으로 만들어 서울의 다이나믹함을
표현하였다.

备，表现出首尔的热情和活力。

MATERIALS
PET, 알루미늄
PET, aluminum
PET、铝

PRICE
70,000 원(WON)
디자인이즘 designism
02-720-0771
designism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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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the 1st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Winner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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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품 19선

19 WINNERS

—— 대상
서울 오르골

—— GRAND PRIZE
SEOUL MUSIC BOX

—— 금상

—— GOLD PRIZE

나전윷놀이

MOTHER-OF-PEARL YUTNOLYI
MESSAGE OVER HANRIVER
SEOUL MINI MAGNET SET

한강 메모패드 북마크
서울 미니 마그넷 세트

—— 은상
모닝캄 티라이트 홀더
북촌
서울 디자인 엽서
금빛의 600년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 SILVER PRIZE
MORNING CALM TEALIGHT METAL HOLDER
BUKCHON
SEOUL DESIGN POSTCARDS
600 YEARS OF GOLD
SEOUL SPOT TOUR GUIDE CARD

—— 동상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자개 휴대폰케이스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홍군 서울풍경화 엽서
메탈 팝업카드 - 경복궁 3종 콜렉션
서울랄라
서울 핸디 노트
마이스티커
해치 컵홀더
한국의 탈 엽서세트
064

—— BRONZE PRIZE
NAMDAEMUN MAGNIFYING GLASS WITH MOTHER-OF-PEARL
MOTHER-OF-PEARL PHONE CASE
SEOUL TRAVEL MAP HANDKERCHIEF
HONG-GUN SEOUL LANDSCAPE POSTCARDS
METAL POP-UP CARDS (GYEONGBOKGUNG)
SEOULALA
SEOUL HANDY NOTES
MY STICKER
HAECHI CUP HOLDER
KOREA EYE MASK POSTCARD

009

대상 GRAND PRIZE
서울 오르골

SEOUL MUSIC BOX

MATERIALS
도자기, 금속, 나무

CERAMICS, METAL, WOOD

PRICE
오르골: 51,000 원(WON)
함: 75,000 원(WON)
북촌, 서촌 오르골: 41,000 원(WON)

(주)무늬공방
010-2245-5733
MOONYYOU@NAVER.COM

금상 GOLD PRIZE
나전윷놀이

한강 메모패드 북마크

MOTHER-OF-PEARL YUT NORI

MESSAGE OVER HANRIVER

MATERIALS

MATERIALS

나전, 아크릴, 나무

종이, 스테인리스

MOTHER-OF-PEARL, ACRYLIC, WOOD

PAPER, STAINLESS STEEL

PRICE
82,500 원(WON)

PRICE
18,000 원(WON)

엠앤티(M&T)

테일윈드

010-6289-4015

010-8845-4489

SJHOME@HANMAIL.NET

WIND_COL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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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은상 SILVER PRIZE

서울 미니 마그넷 세트

모닝캄 티라이트 홀더

SEOUL MINI MAGNET SET

MORNING CALM TEALIGHTMETAL
HOLDER

MATERIALS
국산 고급 인쇄지, 국산 100% 재생지,
고무마그네틱판

HIGH-QUALITY PAPER, 100% RECYCLED
PAPER, RUBBER MAGNETIC STICKS

MATERIALS
금속 + 티라이트 1EA

METAL, TEALIGHT 1EA

PRICE
12,000 원(WON)

PRICE
4,000 원(WON)

S:IM DESIGN LAP.

팬지데이(주)

010-6828-4684

010-2024-9174
NIVRAM@PANSYDAISY.COM

SIMDESIGNLAB@GMAIL.COM

은상 SILVER PRIZE
북촌

서울 디자인 엽서

BUKCHON

SEOUL DESIGN POSTCARDS

MATERIALS

MATERIALS

종이, 나무

종이

PAPER, WOOD

PAPER

PRICE
대(L): 85,000 원(WON)
커스텀크리에이티브

PRICE
소(S): 58,000 원(WON)

낱장(EA): 1,000 원(WON)

마일포스트

010-9775-4457

010-6473-5331

YOOSTEPH@NAVER.COM

MARC@MIL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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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금빛의 600년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600 YEARS OF GOLD

SEOUL SPOT TOUR GUIDE CARD

MATERIALS

MATERIALS

전통 방짜유기(구리78%,주석22%)

종이, 고무줄

PAPER, RUBBER BAND

PRICE
낱개(EA): 16,500 원(WON)

PRICE
9,000 원(WON)

세트(SET): 33,000 원(WON)

유유코리아

퍼니피쉬(주)

010-8787-2335

010-3280-8956

UUKOREAGIFT@GMAIL.COM

ART@FUNNYFISH.CO.KR

동상 BRONZE PRIZE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자개 휴대폰케이스

NAMDAEMUN MAGNIFYING
GLASS WITH MOTHER-OF-PEARL

MOTHER-OF-PEARL PHONE CASE
MATERIALS
천연자개, 물감잉크, PC, PET, UV

MATERIALS
셀룰로으스아세테이트, 자개, 유리렌즈

CELLULAR ACETATE, MOTHER-OF-PEARL, GLASS LENS

PRICE
숭례문: 45,000 원(WON)

연꽃무늬: 59,000 원(WON)

불꽃무늬: 79,000 원(WON)

레더 오: 79,000 원(WON)

손거울: 39,000 원(WON)

NATURAL MOTHER-OF-PEARL, INK, PC, PET, UV

PRICE
28,000 원(WON)
(주)나전칠기컴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아스카
010-2900-6635
ASUKA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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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홍군 서울풍경화 엽서

SEOUL TRAVEL MAP
HANDKERCHIEF

HONG-GUN SEOUL LANDSCAPE
POSTCARDS

MATERIALS

MATERIALS

면 100%

종이

COTTON 100%

PAPER

PRICE
10,000 원(WON)

PRICE

카인드펄슨

홍성찬

낱장(EA): 2,000 원(WON)

010-4026-9590

010-3298-1542

CEO@KINDPERSON.CO.KR

HONGGOONNET@NAVER.COM

동상 BRONZE PRIZE
메탈 팝업카드 경복궁 3종 콜렉션

서울랄라

METAL POP-UP CARDS
GYEONGBOKGUNG SET

SEOULALA
MATERIALS

MATERIALS
금속

METAL

PRICE
각(EA): 10,000 원(WON)

S:IM DESIGN LAP.
010-6828-4684
SIMDESIGNLAB@GMAIL.COM

종이, 유리, 자석

PAPER, GLASS, MAGNET

PRICE
엽서: 5,000 원(WON)
마그넷 세트: 12,000 원(WON)
마그넷 낱개: 3,000 원(WON)

THINGS DESIGN
010-5063-5964
WOOR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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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서울 핸디 노트

마이스티커

SEOUL HANDY NOTES

MY STICKER

MATERIALS

MATERIALS

습식PU, 모조지

종이

WET TYPE PU, SIMILI PAPER

PAPER

PRICE
35,000 원(WON)

PRICE
2장세트: 3,000 원(WON)
4장세트: 5,000 원(WON)

한국폼택(주)
010-3202-8411
HJKIM@FORMTEC.CO.KR

한국폼택(주)
010-4010-6594
HJKIM@FORMTEC.CO.KR

동상 BRONZE PRIZE
해치 컵홀더

한국의 탈 엽서세트

HEACHI CUP HOLDER

KOREA EYE MASK POSTCARD

MATERIALS

MATERIALS

양모, 플라스틱(단추)

종이, 고무줄

FELT, PLASTIC BUTTONS

PAPER, RUBBER BAND

PRICE
12,000 원(WON)

PRICE
4,000 원(WON)

(주)두손컴퍼니

미라클피쉬

010-9427-9273

010-8907-1562

CJAEPARK@DOHANDS.COM

IBRAIN@MIRACLEFISH.CO.KR
SEYUN9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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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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름가방

R티스푼포크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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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서울타워디자인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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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보드
그래픽 딕셔너리 코리아 - 배지
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서울명소
에론
멀티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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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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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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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H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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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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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HONORABLE MENTION

N 서울타워 미니어처 2P
N 서울타워 뱃지
45 degree wall clock
아트메모 '서울이 좋다'
아리랑 / 북촌 오르골 문방사우
한옥마을 감성 자개기념품
서울상징 기념스탬프
빅 시티 타임 서울
사운드페블
종이접기 한복색종이 3종
해치에코백
내찬기 치읓비읍 세트

63빌딩
서울상징 팝업카드

Seoul 자석책갈피
기와집형 청자 도자목걸이 장신구
서울 글루메모
서울 글루메모 4종 세트
서울 미니 노트
서울 시티노트 세트
서울 트레벨 저널
서울 우표모양 데코 스티커
서울 그래픽 PP 폴더
나무자석 작은 꽃병
우리서울
한옥과 한복의 미

More than SEOUL 기억력 게임
SEOUL 카드홀더
물고기 나무 조명
색동귀걸이
씨앗카드
엽서화분
북촌 한옥마을 편지지&봉투

I Love Seoul 초받침
궁중 한복 당의 앞치마
북촌 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I LOVE SEOUL
한지 월렛 DDP
글자를 만들어보자! 한글/알파벳쿠키
안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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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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한옥 나들이

경희궁의 부활 서궐도 시리즈

JOURNEY TO HANOK

REVIVAL OF GYEONGHUIGUNG
SEOGWOLDO-THEMED

MATERIALS
도자, 금속

MATERIALS

EARTHENWARE, METAL

면, 실크

COTTON, SILK

PRICE
캔들홀더: 15,000 원(WON)

향꽂이: 15,000 원(WON)

브로치: 7,000 원(WON)

목걸이: 7,000 원(WON)

PRICE
스카프: 120,000 원(WON)
넥타이: 70,000 원(WON)

경선도예공방

손수건: 12,000 원(WON)

010-8993-0515
JOOY0515@GMAIL.COM

그랑
010-6336-5970
cyy26@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의 약속: 매듭 이어캡

한양도성(서울)의 5대궁담음 시리즈

PROMISE OF SEOUL:
KNOT EAR CAP

5 PALACES OF HANYANG FORTRESS
WALL SERIES

MATERIALS

MATERIALS

매듭실

종이, 캔버스원단 외 양가죽(고트지)

KNOT THREAD

PAPER, CANVAS, SHEEPSKIN

PRICE
각(EA): 8,000 원(WON)

너날들이

PRICE
엽서: 1,000 원(WON)

포장지 4장: 2,200 원(WON)

펜슬케이스: 5,900 원(WON)

미니지갑: 8,000 원(WON)

미니가방: 10,000 원(WON)

010-9427-8885
JHMJAY@NAVER.COM

너울나비
010-6209-2324
OVE83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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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한양도성 손수건

서울 궁 색칠놀이

HANYANG FORTRESS WALL
HANDKERCHIEF

COLORFUL STORY OF SEOUL
(COLORING BOOK)

MATERIALS

MATERIALS

면

종이

COTTON

PAPER

PRICE
각(EA) : 12,000 원(WON)

노릇(NOLEUT)

PRICE
11,000 원(WON)
담담프로젝트

010-2110-0636

010-3684-2372

NOLEUT@NAVER.COM

LIKE_DAMDAM@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해치 수틀 액자

서울 포토북

AUSPICIOUS ANIMAL -HAECHILUCKY FRAME

SEOUL PHOTOBOOK
MATERIALS

MATERIALS
수틀, 천, 종이

EMBROIDERY FRAME, CLOTH, PAPER

PRICE
32,000 원(WON)
테일리블라썸
010-6278-9317

종이

PAPER

PRICE
12,000 원(WON)
두손
011-742-2862
PHOTOTOP@NAVER,COM

ROMANTIC9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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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북마크 / 서울 북엔드

서울주름가방

SEOUL BOOKMARK /
SEOUL BOOKEND

SEOUL WRINKLE BAG
MATERIALS
폴리에스테르, 인조 스웨이드

MATERIALS

POLYESTER, ARTIFICIAL SUEDE

금속 / 철(SK5)

METAL, STEEL

PRICE
북마크: 4,500 원(WON)
북엔드: 17,000 원(WON)

PRICE
25,000 원(WON)
디자인바치
010-3204-9436
DESIGNVACI@NAVER.COM

디셀
010-2310-8278
DCELL@DCELL.CO.KR

입선 HONORABLE MENTION
R 티스푼포크세트

서울 북촌지도 일러스트 손수건

R TEASPOON FORK SET

SEOUL BUKCHON MAP
ILLUSTRATION HANDKERCHIEF

MATERIALS
BRASS, WOOD

PRICE
30,000 원(WON)
로얄아트
011-273-3406

MATERIALS
면100% 60수

100% COTTON 600-THREAD-COUNT

PRICE
10,000 원(WON)
룸투로움
010-9508-8118
INFO@ROOMTORO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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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북촌지도 일러스트 티셔츠

서울 디자인 머그컵 & 텀블러

SEOUL BUKCHON MAP
ILLUSTRATION T-SHIRT

SEOUL DESIGN MUG & TUMBLER

MATERIALS

MATERIALS

면 30수 티셔츠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300-THREAD-COUNT

POTTERY, POLYPROPYLENE

PRICE

PRICE
12,000 원(WON)

반팔티: 20,000 원(WON)
긴팔티: 23,000 원(WON)

마일포스트
010-6473-5331

룸투로움

MARC@MILEPOST.CO.KR

010-9508-8118
INFO@ROOMTOROAM.KR

입선 HONORABLE MENTION
수문장 한글 문양 나전 패브릭 상품 /
세라믹 상품

SUMUNJANG IN MOTHER-OF-PEARL
/ FABRIC / CERAMIC
MATERIALS
실크,천,나전, 세라믹, 나무 등

SILK, CLOTH, MOTHER-OF-PEARL, CERAMIC, WOOD

PRICE
부부커피잔세트: 50,000 원(WON)
넥타이: 80,000 원(WON)
나전필함: 50,000 원(WON)
나전메모함: 50,000 원(WON)
나전명함함: 38,000 원(WON)
수문장 클리너: 4,000 원(WON)
스카프: 120,000 원(WON)

메디파크
010-6272-5723
DUCKSP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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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문자도엽서

북촌한옥마을 여행 수첩

SEOUL MUNJADO POSTCARD

BUKCHON HANOK VILLAGE TRAVEL
JOURNAL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5,000 원(WON)
미라클피쉬
010-8907-1562
IBRAIN@MIRACLEFISH.CO.KR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4,800 원(WON)
봄날프로젝트
010-4491-2714

SEYUN96@PARAN.COM

SPRINGDAY99@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여행 머그컵

궁궐지킴이 해치 명함함

SEOUL TRAVEL MUG

PALACE GUARD HAECHI BUSINESS
CARD CASE

MATERIALS

MATERIALS

도자기

MDF, 나전칠기, 주석합금

POTTERY

MDF, LACQUERWARE WITH PEARLS,
TIN ALLOY

PRICE
4,800 원(WON)

PRICE
200,000 원(WON)

봄날프로젝트
010-4491-2714
SPRINGDAY99@NAVER.COM

비앤디컬쳐
010-2491-2334
2ZOWOR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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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N서울타워디자인제품

N SEOUL TOWER DESIGN PRODUCT
오리엔탈 타워 시리즈

ORIENTAL TOWER SERIES
하트 타워 시리즈

HEART TOWER SERIES
MATERIALS
고무, 종이, 도자기, 플라스틱

RUBBER, PAPER, POTTERY, PLASTIC

PRICE
코스터, 키링: 4,000 원(WON)
텀블러: 16,000 원(WON)
머그: 12,000 원(WON)
엽서 세트(8장): 9,000 원(WON)

센엔딘커뮤니케이션 N디자인
010-9195-6357
SENNDIN@GMAIL.COM

입선 HONORABLE MENTION
태극으로 표현되는 서울

서울시 지하철 노선 에코백

TAEGEUK SEOUL

SEOUL SUBWAY MAP ECO BAG

MATERIALS

MATERIALS

면 90%, 폴리에스터 10%

면

COTTON 90 %, POLYESTER 10%

COTTON

PRICE
PK티셔츠: 29,000 원(WON)

PRICE
15,000 원(WON)

반팔티셔츠: 22,000 원(WON)
긴팔: 25,000 원(WON)

솜씨아트콜래보
010-6370-4859

소통

SOMSSI2030@GMAIL.COM

010-5437-2938
SOTONG29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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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한양도성 상징 액세서리

한국의 자개

HANYANG FORTRESS WALL
ACCESSORY

MOTHER-OF-PEARL OF KOREA
MATERIALS
알루미늄, 자개, 한지

MATERIALS

ALUMINIUM, MOTHER-OF-PEARL,

구리에 도금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COPPER PLATED WITH GOLD

PRICE
목걸이: 24,000 원(WON)

HANDMADE FROM MULBERRY TREES)

PRICE
자개 메모지: 28,000 원(WON)

반지: 26,000 원(WON)

메모함: 18,000 원(WON)

스페셜핸즈
010-5492-1315

신도상사
010-5286-1457

SPECIALHANDS@NAVER.COM

LYEON01@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숭례문 벽시계

서울티스푼 (I LOVE SEOUL)

NAMDAEMUN WALL CLOCK

SEOUL TEASPOON (I LOVE SEOUL)

MATERIALS

MATERIALS

알미늄, 플라스틱, 아크릴, 건전지

스테인레스 스틸

ALUMINIUM, PLASTIC, ACRYLIC,

STAINLESS STEEL

BATTERIES

PRICE
34,000 원(WON)

PRICE
28,000 원(WON)
에벤에셀프린텍

아티모
010-9971-6366
YJS89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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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364-7480
KOSTICK@PRINTED.CO.KR

입선 HONORABLE MENTION
나전명함케이스

MOTHER-OF-PEARL BUSINESS
CARD CASE
나전자석

MOTHER-OF-PEARL MAGNET
MATERIALS
나전, 우레탄코팅, 스텐프레임, 니켈도금

MOTHER-OF-PEARL, URETHANE COATING,
STAIN FRAME, NICKEL PLATED

PRICE
나전명함함: 16,500 원(WON)
나전자석: 16,500 원(WON)

엠앤티(M&T)
010-6289-7606
SJHOME@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나전텀블러

[미니서울] 에코백 파우치 세트

MOTHER-OF-PEARL TUMBLER

[MINISEOUL] ECO BAG & POUCH SET

MATERIALS

MATERIALS

나전, 우레탄코팅, 스텐프레임, 니켈도금

광목천 (아이보리)

MOTHER-OF-PEARL, URETHANE COATING,

COTTON CLOTH (IVORY)

STAIN FRAME, NICKEL PLATED

PRICE
55,000 원(WON)

PRICE
17,600 원(WON)
영오스튜디오

엠앤티(M&T)
010-6289-7606 S

010-3865-2088
CONTACT@05STUDIO.COM

JHO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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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크리스탈 메모홀더, 메모보드

그래픽 딕셔너리 코리아 배지

CRYSTAL MEMO HOLDER,
MEMO BOAR

GRAPHIC DICTIONARY
KOREA BADGE

MATERIALS

MATERIALS

유리, 자석, 금속

금속

GLASS, MAGNET, METAL

METAL

PRICE
낱개: 3,000 원(WON)

PRICE
5,500 원(WON)

2개세트: 6,000 원(WON)

제로로퍼제로
010-8862-1996

자람산업

INFO@ZEROPERZERO.COM

010-3712-5243
JARAM@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SEOUL RAILWAY CITY MAP

BUSINESS CARD CASE AND HAND
MIRROR

MATERIALS
종이

PAPER

PRICE
9,000 원(WON)
제로로퍼제로
010-8862-1996
INFO@ZEROPERZERO.COM

MATERIALS
천연자개, 스텐, 물감잉크, PET, UV

NATURAL MOTHER-OF-PEARL, STAINLESS, INK, PET, UV

PRICE
18,000 원(WON)
(주)나전칠기컴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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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명소 관광상품

에론

SEOUL LANDMARK TOURIST
PRODUCT

ERON
MATERIALS
ABS, 금속

MATERIALS
천연자개, 동, 물감잉크, MDF

NATURAL MOTHER-OF-PEARL, COPPER, INK, MDF

PRICE
시계: 60,000 원(WON)

회전필통: 38,000 원(WON)

3단: 30,000 원(WON)

문구함: 55,000 원(WON)

(주)나전칠기컴

ABS, METAL

PRICE
120,000 원(WON)
(주)노브
010-8451-8457
NOVV@HANMAIL.NET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멀티홀더

N서울타워 미니어처 2P

MULTI HOLDER

N SEOUL TOWER MINIATURE 2P

MATERIALS

N서울타워 뱃지

실리콘

SILICON

PRICE
7,900 원(WON)

N SEOUL TOWER BADGE
MATERIALS
금속

(주)닷즈커뮤니케이션

METAL

010-9677-2712
KT.OK@DATZ.CO.KR

PRICE
미니어처: 9,800 원(WON)
뱃지: 4,000 원(WON)

(주)더무아
011-240-0514
IMAS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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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45 DEGREE WALL CLOCK

아트메모 ‘서울이 좋다’

MATERIALS

MATERIALS

ART MEMO ‘I LOVE SEOUL’

원목, ABS, STAINLESS STEEL

종이

WOOD, ABS, STAINLESS STEEL

PAPER

PRICE
99,000 원(WON)

PRICE
12,000 원(WON)

(주)디자인모올

(주)새순기획

010-4576-2624

010-5226-6368

BIGIDEA@DESIGNMALL.COM

SESOON@UNITEL.CO.KR

입선 HONORABLE MENTION
아리랑 / 북촌 오르골 문방사우

ARIRANG / BUKCHON MUSIC BOX
MUNBANGSAU
(THE FOUR TREASURES OF
THE STUDY)
MATERIALS
자개, 카슈, 장식

LACQUERWARE, CASHEW COATING,
FELDSPAR

PRICE
펜함: 50,000 원(WON)

명함거치대: 60,000 원(WON)

명함함: 50,000 원(WON)

필함: 70,000 원(WON)

보석함: 80,000 원(WON)

(주)성협공예
010-2272-0782
KJI328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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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한옥마을 감성 자개기념품

MOTHER-OF-PEARL HANOK
VILLAGE
MATERIALS
자개, 크리스탈, 글라스, 카슈, 흑목, 금속, 무브먼트, 가죽

MOTHER-OF-PEARL, CRYSTAL, GLASS, CASHEW COATING,
BLACKWOOD, METAL, MOVEMENT, LEATHER

PRICE
손거울: 12,000 원(WON)
명함케이스: 13,000 원(WON)
문진: 30,000 원(WON)
마그넷 낱개: 5,000 원(WON)
지칼: 10,000 원(WON)
연필 5P세트: 8,000 원(WON)
시계: 37,000 원(WON)
명함 꽂이: 12,000 원(WON)
열쇠고리: 6,000 원(WON))
컵받침 낱개: 7,000 원(WON)
컵받침 2P세트: 14,000 원(WON)

(주)성협공예
010-2272-0782
KJI3285@CHOL.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상징 기념스탬프

빅 시티 타임 서울

CELEBRATION STAMP OF SEOUL
SYMBOLS (HAVE FUN SEOUL
WITH CRAFT!)

BIG CITY TIME SEOUL
MATERIALS
플라스틱, 스펀지, 시계바늘

PLASTIC, SPONGE, CLOCK HANDS

MATERIALS
나무, 고무, 스폰지

WOOD, RUBBER, SPONGE

PRICE
17,000 원(WON)

PRICE
26,000 원(WON)
주식회사타즈
010-8777-1531
TAZDESIGN@NAVER.COM

(주)솜씨카드
010-9039-4015
DDOMA4015@SOMS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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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사운드페블

종이접기 한복색종이 3종

SOUND PEBBLE

ORIGAMI HANBOK COLORED PAPER

MATERIALS

MATERIALS

PLOYAMIDE

색종이, 꾸미기용 보드, 유리액자

COLORED PAPER, DECORATION BOARD, GLASS FRAME

PRICE
150,000 원(WON)

PRICE

(주)쓰리티커넥션

색종이: 6,000 원(WON)

액자: 22,000 원(WON)

병풍족자: 3,000 원(WON)

3종세트: 27,500 원(WON)

010-3139-4907
INFO@3DCONNECTION.CO.KR

(주)유디플러스
011-326-6785
UDPLUS1004@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해치 에코백

내찬기 치읓비읍 세트

HAECHI ECO BAG

CHI-UT BI-UP NAECHANGI SET

MATERIALS

MATERIALS

폴리에스테르, 지퍼, 고리, 프린팅 외

세라믹

POLYESTER, ZIPPER, COIL, PRINTING ETC

CERAMIC

PRICE
33,000 원(WON)

PRICE
3종세트: 62,000 원(WON)
5종세트: 98,000 원(WON)

(주)제타랩
010-3828-3537
INFO@ZETALAB.CO.KR

(주)케이테이블웨어
010-3706-9697
KTABLEWA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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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63빌딩

서울상징 팝업카드

63 BUILDING

SEOUL POP-UP CARD

MATERIALS

MATERIALS

친환경종이

종이

ECO-FRIENDLY PAPER

PAPER

PRICE
18,500 원(WON)

PRICE
3,000 원(WON)

(주)페이퍼로빈

지콘디자인

010-9756-5645

010-4719-4346

BOB@BOBDESIGN.CO.KR

ZENJANG88@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SEOUL 자석책갈피

기와집형 청자 도자목걸이 장신구

SEOUL MAGNET BOOKMARK

TILED-ROOF HOUSE CELADON
CERAMIC NECKLACE

MATERIALS
인조피혁, 아연

ARTIFICIAL LEATHER, ZINC

PRICE
6,000 원(WON)
카라빈카
010-8475-3922
KALA2001@PARAN.COM

MATERIALS
소지(백자,청자), 유약(청자유,투명유), 안료

CERAMIC BODY (WHITEWARE AND CELADON), GLAZE
(CELADON GLAZE AND TRANSPARENT GLAZE), PIGMENT

PRICE
목걸이, 브로치: 25,000 원(WON)

테세라믹
010-5274-1007
TANDJ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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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글루메모

SEOUL GLUE MEMO
글루메모 4종 세트

GLUE MEMO SET
MATERIALS
국산 재활용지

RECYCLED PAPER

PRICE
서울 글루메모 낱개(EA): 1,800 원(WON)
4종 세트: 3,000 원(WON)

펜지데이(주)
010-2024-9174
NIVRAM@PANSYDAISY.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미니 노트

SEOUL MINI NOTE
서울 시티노트 세트

SEOUL CITY NOTE SET
서울 트레벨 저널

SEOUL TRAVEL JOURNAL
MATERIALS
표지는 국산 고급팬시지, 내지는 국산 20% 재생지

HIGH-QUALITY PAPER FOR COVER, 20% RECYCLED PAPER FOR PAGES

PRICE
서울 시티노트 세트: 3,000 원(WON)
서울 미니 노트 낱개(EA) : 1,500 원(WON)
서울 트레벨 저널 낱개(EA) : 8,000 원(WON)

펜지데이(주)
010-2024-9174
NIVRAM@PANSYDAI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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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서울 우표모양 데코 스티커
SEOUL STAMP DECO STICKER
서울 그래픽 PP FOLDER
SEOUL GRAPHIC PP FOLDER
MATERIALS
PP후지에 아트지 인쇄지(스티커), 국산

나무자석 작은 꽃병

SMALL TUBE VASE WITH A MAGNET
MATERIALS
나무, 유리

WOOD, GLASS

PRICE
10,000 원(WON)

폴리프로필렌 원단(PP폴더)

ART PAPER, POLYPROPYLENE

퍼니피쉬
010-3280-8956
MAIL@FUNNYFISH.CO.KR

PRICE
스티커: 1,000 원(WON)

PP홀더: 1,500 원(WON)

펜지데이(주)
010-2024-9174
NIVRAM@PANSYDAISY.COM

입선 HONORABLE MENTION
우리서울(OUR SEOUL) 에코백

한옥과 한복의 미

OUR SEOUL ECO BAG

HANOK AND THE BEAUTY OF
HANBOK

MATERIALS
면

COTTON

PRICE
20,000 원(WON)
프로젝트블링블링
010-3426-1546
FOLIEGEM@NAVER.COM

MATERIALS
은(백금 도금)

SILVER PLATED WITH PLATINUM GOLD

PRICE
각 49,000 원(WON)
프로젝트블링블링
010-3426-1546
FOLIEG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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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MORE THAN SEOUL 기억력 카드 게임

SEOUL 카드홀더

MORE THAN SEOUL
MEMORY CARD GAME

SEOUL CARD HOLDER
MATERIALS
천연소가죽(카드홀더), 합성피혁(스트랩)

MATERIALS

NATURAL COWHIDE FOR CARD HOLDER,

종이

SYNTHETIC LEATHER FOR STRAP

COATED PAPER

PRICE
27,000 원(WON)
피에이치세븐(PH7)

PRICE
35,000 원(WON)
한국폼택(주)

010-9383-2269

010-4010-6594

HELLO.PH7@GMAIL.COM

BABAGOGO@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물고기 나무 조명

색동귀걸이

FISH TREE LAMP

KOREAN CLOTHES EARRINGS
MATERIALS

MATERIALS
스테인레스, 전기부품, 집성목

STAINLESS, ELECTRICAL MATERIAL,
GLUED LAMINATED WOOD

PRICE
95,000 원(WON)
흠흠그림단
010-9670-5235
DUTUB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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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천, 펠트, 실버 (귀걸이)

SAEKDONG (CLOTH WITH MULTICOLORED
STRIPES), FELT, SILVER

PRICE
35,000 원(WON)

A.PAIR
010-8961-2406
JIYEON@A-PAIR.KR

입선 HONORABLE MENTION
씨앗카드

엽서화분

SEED OF SEOUL (SOUL) CARD

POSTCARD POT

MATERIALS

MATERIALS

씨앗, 종이

크라프트 종이

SEED, PAPER

CRAFT PAPER

PRICE
5,500 원(WON)

PRICE
3,000 원(WON)

MARCH

SAGE

010-3129-7551

010-9570-7676

JUNE@OH-MARCH.COM

SAGEDG@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북촌 한옥마을
편지지&봉투 세트

BUKCHON HANOK VILLAGE
STATIONERY PAPER &
ENVELOPE SET
MATERIALS
종이(대례지 한지), 매듭

HANJI, KNOT

PRICE
편지지 2장 구성: 4,000 원(WON)
돈봉투: 4,000 원(WON)

SENY
010-4575-6749
LAVYNI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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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I LOVE SEOUL 초받침

궁중 한복 당의 앞치마

I LOVE SEOUL CANDLESTICK

HANBOK COURT DRESS APRON

MATERIALS

MATERIALS

스테인레스 스틸

양단(폴리에스테르), 숙고사

STAINLESS STEEL

POLYESTER, SUKGOSA (TRADITIONAL
FABRIC WIDELY USED ON WOMEN’S

PRICE
66,000 원(WON)

VIA K STUDIO

CLOTHING)

PRICE
35,000 원(WON)

010-9996-1151
VIAKSTUDIO@GMAIL.COM

WONWAYINT’L
010-3737-4509
SWSONG77@NAVER.COM

입선 HONORABLE MENTION
북촌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BUKCHON HANOK VILLAGE
PORTABLE NECK PILLOW

I LOVE SEOUL
MATERIALS

MATERIALS
폴리에스테르, 솜

POLYESTER, COTTON

PRICE
15,000 원(WON)

도자기, 고무

CERAMIC, RUBBER

PRICE
마우스패드: 8,000 원(WON)
타일자석 낱개(EA) : 4,000 원(WON)
머그컵: 10,000 원(WON)

김지수
010-9018-7615
BECOMEMD@NAVER.COM

신민섭
010-8867-2352
SMS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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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HONORABLE MENTION
한지 월렛 DDP

글자를 만들어보자! 한글/알파벳쿠키

HANJI WALLET DONGDAEMUN
DESIGN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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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전통 한지

HANJI

MATERIALS
밀가루, 버터 ,물 등

PRICE
19,800 원(WON)
유미자-태원

CERAMIC, RUBBER

PRICE
15,000 원(WON)

010-8874-8962
HANJIWALLET@NAVER.COM

이관영, 최현주
010-3585-5735
HJCHOI69@HANMAIL.NET

입선 HONORABLE MENTION
안녕! 서울

HI! SEOUL
MATERIALS
면, 도자기, 천, 고무 등

COTTON, CERAMIC, CLOTH,
RUBBER ETC

PRICE
티셔츠: 20,000 원(WON)
머그컵: 10,000 원(WON)
타일자기: 4,000 원(WON)
마우스패드: 8,000 원(WON)

조민지
010-9132-0169
ALSWL2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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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BUSINESS BRIEF
事业简介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사업

SEOUL TOURISM
SOUVENIR
DEVELOPMENT AND
PROMOTION
BUSINESS PLAN
首尔象征
旅游纪念品
开发及培养事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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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사업
이야기

제 2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개요

공모기간 : 2014.3.17(월)~6.24(화)
심사 : 2014.7.18(금)~9.17(수)
•1차 전문가 심사 2014.7.18(금)
•2차 시민/관광객 심사
		 (2014.8.5~8.7/ 3일간)청와대 사랑채
		 (2014.8.9~9.15/ 7일간)서울시 신청사 1층 로비
		 (2014.8.22~8.24/ 3일간)DDP 둘레길
•3차 최종 전문가 심사 2014.9.17(수)
수상작 발표 2014.10.13(월)
시상내역 : 대상(1) / 금상(6) / 은상(6) / 동상(12) / 입선(75)
시상식 : 2014.11.26(수), 15:00~16:00, DDP 나눔관
수상작 전시 및 B2B판매 : 2014.11.6(목)~11.10(월)
			

디자인코리아(킨텍스)

수상작 전시 및 B2C판매 : 2014.11.26(수)~11.30(일)

2014.3.14(금) 부터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하는

			

헤럴드디자인마켓(DDP)

제2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공고

제2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2014.4.1(화)

공모전 사업 설명회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2014.6.19(목)~6.24(화)
공모전 접수

2014.7.18(금)
1차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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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6개 기업 275점 접수

심사결과 : 상위 175점 선정
심사위원 : 상품기획,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7명)
심사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2차 시민 / 관광객 선호도 평가
총 9,366명 참가
2014.8.5(화)~8.24(일)
2차 시민 / 관광객 심사

대상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173점
평가방법 : 1차 선정작품 173점의 현황 보드판에 가각 10개 선호 상품 스티커 부착
평가자 : 시민/관광객
(2014.8.5(화)~8.7(목) / 3일간)청와대 사랑채
(2014.8.9(토)~9.15(금) / 7일간)서울시 신청사 1층 로비
(2014.8.22(금)~8.24(일) / 3일간)DDP 둘레길

2014.9.17(수)
3차 최종 전문가 심사

2014.10.13(월)

1차 / 2차 전문가 심사 선정작 173점 중 상위 25점
(대상1, 금상6, 은상6, 동상12) 및 입선 75점 순위 결정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제2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1 / 금상6 / 은상6 / 동상12 / 입선75

상품 양산을 위한 디자인 보완 자문회의
2014.9.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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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6(월) 부터

수상작 디자인태그 온·오프라인 숍 임점 계약 진행

2014.11.26(수) 시상

시상식 개최 (DDP 나눔관)

2014.11.6(목) ~ 11.10(월)

수상작 전시 및 B2B판매 / 디자인코리아(킨텍스)

2014.11.26(수) ~ 11.30(일)

수상작 전시 및 B2C판매 /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하는 헤럴드디자인마켓(DDP)

2014.12 ~ 2015.2
수상작 대상 판로 및 입점 지원

다누리 매장(신청사, 강남, 강북), 광화문 광장 캐릭터숍, 명동 관광안내센터,
관광안내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아트숍, DDP아트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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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OURISM
SOUVENIR
DEVELOPMENT
AND
PROMOTION

Period: March 17–June 24, 2014
Judging: July 18 (Fri)–September 17 (Wed), 2014
• 1st

round to be judged by a panel of experts on July 18 (Fri), 2014

• 2nd

round to be judged by a panel of citizens/tourists

(August 5–7) Sarangchae (Guest Quarter) at the Blue House
(August 9–September 15) Lobby on the 1st floor, the new Seoul
City Hall
(August 22–24) Dulle-gil trail of the DDP
• 3rd

Overview of the Second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and final round to be judged again by a panel of experts on

September 17, 2014
The prize winners announced on October 13, 2014
Prizes: Grand (1) / Gold (6) / Silver (6) / Bronze (12) / Honorary (75)
Award ceremony: 15:00–16:00, November 16 (Wed), 2014, at the Nanum
hall of the DDP
Exhibition and B2B sale of awarded works: November 6 (Thu)–10 (Mon),
2014 at the Design Korea
(KINTEX)
Exhibition and B2C sale of awarded works: November 26 (Wed)–30 (Sun),
2014 at the Harold Design Market (DDP) in collaboration with
the Seoul Design Foundation

March 14 (Fri), 2014

April 1 (Tue), 2014
June 19 (Thu)–24 (Tue), 2014
Application to the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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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announced
Presentation on the Second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on the 13th Fl.
Seoso-mun Off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 total of 275 works from 156 companies applied.

July 18 (Fri), 2014

Result: top 175 works selected

1st round to be judged by a

Judges: 7 experts in commodity planning, design, and other relevant fields

panel of experts

Venue: 7th floor, the Seoul Design Support Center

Poll by citizens and tourists
A total of 9,366 participants (2,025 foreigners and 7,341 Koreans) polled.
Candidate works: top 173 works that passed the 1st round
Judging method: each participant attaches 10 stickers on the display boards
to indicate 10 of their preferred works out of the 173 to

August 5 (Tue)–24 (Sun), 2014
2nd round to be judged by
citizens/tourists

choose from.
Judges: citizens/tourists
1,808 participants polled at the Sarangchae (Guest Quarter) of the
Blue House during August 5–7, 2014.
3,788 participants polled at the 1st floor lobby of the new Seoul City
Hall during August 9–September 15.
9,366 participants polled on the Dulle-gil trail of the DDP on August
22–24, 2014.

September 17 (Wed), 2014

Of 173 works that passed the 1st and 2nd rounds, the top 25 works (1 Grand,

3rd and final round to be judged by

6 Gold, 6 Silver, and 12 Bronze Prizes) and other 75 awarded works were

a panel of experts

decided on the 7th floor of the Seoul Design Support Center.

October 13 (Mon), 2014

The Second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Winners (1 Grand, 6 Gold, 6
Silver, 12 Bronze, and 75 Honorable Mentions) were announced.
Advice meeting concerning design and commercialization

September 24 (Wed), 2014

The advice and opinion of three experts, including the head judge of the
first and third rounds, was given about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and their design.

Since October 26 (Mon), 2014
November 26 (Wed), 2014
Award ceremony
November 6 (Thu) - 10 (Mon), 2014

November 26 (Wed) - 30 (Sun), 2014

December 12 - May 2, 2014
Helping awarded works receive channels of
distribution and contracts for shop spaces

Contracting for spaces at online/offline shops to be taken by the awarded
works
Award ceremony at the Nanum hall of the DDP

Exhibition and B2B Sale of Awarded Works at Design Korea (KINTEX)
Exhibition and B2C Sale of Awarded Works at Harold Design Market (DDP)
in collaboration with Seoul Design Foundation
Danuri Shop (New Hall, and Gangnam and Gangbuk shops), Gwanghwa-mun
Square Character Shop, Myeong-d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Namsangol Hanok Village, Seoul Art Center, Seoul Museum of Art, Seoul History
Museum, Cheogwadae Sarangchae Art Shop, DDP Ar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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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象征
旅游纪念品
开发及培养
事业

报名期间：2014.3.17(周一)~6.24(周二)
评审：2014.7.18(周五)~9.17(周三)
·第一次专家评审：2014.07.18(周五)
·第二次市民／游客评审
(2014.8.5~8.7／3天)青瓦台舍廊房
(2014.8.9~9.15／7天)首尔新市政厅1楼门厅
第2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大赛事业简介

(2014.8.22~8.24／3天)DDP小径
·第三次最终专家评审：2014.9.17(周三)
获奖名单公布：2014.10.13(周一)
授奖内容：大奖(1)／金奖(6)／银奖(6)／铜奖(12)／入选(75)
颁奖仪式：2014.11.26(周三)，15:00~16:00，DDP设计中心
获奖作品展示及B2B销售：2014.11.6(周四)~11.10(周一)Design KOREA (KINTEX)
获奖作品展示及B2C销售：2014.11.26(周三)~11.30(周日)与首尔设计财团共同举办
的Herald Design Market(DDP)

从2014.3.14(周五)起开始

第2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大赛公告

第2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
2014.4.1(周二)

大赛事业说明会
首尔市西小门市政厅13楼

2014.6.19(周四)~ 6.24(周二)
大赛报名

2014.7.18(周五)
第一次专家评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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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156家企业275个作品报名

评审结果：选定排名前175个作品
评审委员：商品策划、设计等有关行业的专家(7名)
评审场所：首尔设计支持中心7楼

第二次市民、游客的偏好度评价
共有9,366名参加(2,025名外国人／7,341名韩国人)
对象：在第一次评审过程中被选的前173个作品
评审方法：在第一次评审被选的173个作品中选定10个作品，将贴纸贴在现状板的
2014.8.5(周二)~8.24(周日)
第二次市民／游客评审

作品目录上
评审委员：市民／游客
(2014.8.5(周二)~8.7(周四)／3天) 青瓦台舍廊房
1,808名参加投票(1,125名外国人·683名韩国人)
(2014.8.9(周六)~9.15(周五)／7天) 首尔新市政厅1楼门厅
3,778名参加投票(535名外国人·3,245名韩国人)
(2014.8.22(周五)~8.24(周日)／3天)DDP小径
9,366名参加投票(2,025名外国人·7,341名韩国人)

2014.9.17(周三)
第三次最终专家评审

2014.10.13(周一)

在第一次、第二次专家评审过程被选的173个作品中前25个作品
(大奖1、金奖6、银奖6、铜奖12)以及选定75个入选作品的排位
场所：首尔设计支持中心7楼

发布第2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大赛获奖作品
大奖1／金奖6／银奖6／铜奖12／入选75

为实现大批量生产举行设计咨询会议
2014.9.24(周三)

将包括第一次、第三次专家评审委员长在内的3名专家的意见反映到商品战略，提高
部分商品的水平

从2014.10.26(周一) 起开始

与获奖者签订Designtag网络商店、商店入驻合同

2014.11.26(周三) 颁奖

举行颁奖仪式(DDP设计中心)

2014.11.6(周四)~11.10(周一)

获奖作品展示及B2B销售／Design KOREA (KINTEX)

2014.11.26(周三)~11.30(周日)

获奖作品展示及B2C销售／与首尔设计财团共同举办的Herald Design Market(DDP)

2014.12~2015.2
为获奖作品提供开拓销售渠道及开业支持

DANURI商店(新市政厅、江南、江北)、光化门广场商店、明洞旅游询问中心、旅游询问
中心、南山谷韩屋村、首尔市立美术馆、首尔历史博物馆、 青瓦台舍廊房艺术精品
店、DDP艺术精品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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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E-MAIL

연락처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서울

㈜솜씨카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가길 68 솜씨B/D

www.somssi.co.kr

sing@somssi.co.kr

010-2345-9869

RL책갈피 서울의 상징을 담은 메모리마크

실버피쉬

인천광역시 남구 비룡길 11번길 43(용현동)

http://blog.naver.com/
kkingyou.do

kkingyou@naver.com

010-6292-4717

SEOUL 자석책갈피

카라빈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01-3 번지 3층

WWW.KALAVINKA.CO.KR

KALA2001@PARAN.COM

010-8475-3922

광화문

후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116(풍동823번지)

www.hoosdesign.com

hoosdesign@naver.com

010-9180-5344

나무자석 작은 꽃병

퍼니피쉬(주)

서울 마포구 용강동 179번지 3층

WWW.FUNNYFISH.CO.KR

MAIL@FUNNYFISH.CO.KR

010-3280-8956

나전명함케이스

엠앤티(M&T)

(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9 번지 2,3층

WWW.NAJEON.NET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나전자석

엠앤티(M&T)

(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9 번지 2,3층

WWW.NAJEON.NET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PSE@FORMTEC.CO.KR

010-4010-6594

마이스티커

한국폼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WWW.WORKS.CO.KR /
WWW.MYSTICKER.COM /
WWW.INNOWORKS.CO.KR

명함케이스

디자인뷰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1-701

www.design-view.com

youngjbl@hanmail.net

010-2234-3284

북촌 오르골 문방사우

(주)성협공예

(130-8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WWW.METROSH.CO.KR

WWW.MYSTICKER.COM

010-5272-0782

북촌 한옥마을 여행 수첩

봄날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4-3 201 호

WWW.BOMNALPROJECT.COM

KJI3285@CHOL.COM

010-4491-2714

북촌 한옥마을 편지지 &봉투 세트

SENY HOUSE

서울시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355번지 101동 530호

SPRINGDAY99@NAVER.COM

010-4575-6749

서울 24절기

일삼일와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6, 103-1201
(신내동, 새한아파트)

www.131watt.com

jyeong@131watt.com

010-5000-9989

서울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응용한 VIP 데스트 용품
_ 만연필과 명함 홀더

소유디자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천단산업센터 C동 3층 323호
A-9호실 소유디자인

www.ofunit.com
www.soyoudesign.com

design@ofunit.com

010-6419-0314

서울 궁 색칠놀이
COLORFUL STORY OF
SEOUL

담담 프로젝트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635-407 동산빌라 301호

WWW.FACEBOOK/HELLODAMDAM

LAVYNIALEE@GMAIL.COM

010-3684-2372

서울 그래픽 PP 홀더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LIKE_DAMDAM@NAVER.COM

010-2024-9174

서울 글루메모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글루메모 4종 세트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디자인 엽서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서울 랜드마크 10종
Bookmark set

너울나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천일빌딩 3층

www.noulnabi.com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서울 랜드마크 11종 SET_
페이퍼토이

너울나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천일빌딩 3층

www.noulnabi.com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서울 미니 노트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북마크

디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2 3 층

WWW.DCELL.CO.KR

DCELL@DCELL.CO.KR

010-2310-8278

서울 북엔드

디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2 3 층

WWW.DCELL.CO.KR

DCELL@DCELL.CO.KR

010-2310-8278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퍼니피쉬㈜

서울 마포구 용강동 179번지 3층

WWW.FUNNYFISH.CO.KR

ART@FUNNYFISH.CO.KR

010-3280-8956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010-2245-5733
010-9052-6706

서울 시티노트 세트
서울 오르골

(주)무늬공방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26-7(갈현동)

WWW.MOONYART.COM

MOONYYOU@NAVER.COM
HMGMKC26@NAVER.COM

서울 우표모양 데코 스티커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트레벨 저널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8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포토북

두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2-2(B1)

PHOTOTOP@NAVER,COM

011-742-2862

서울 풍경 꽃갈피

꼬르동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203호

hs326@hanmail.net

010-4598-7905

HJKIM@FORMTEC.CO.KR

010-4010-6594

hdesignm@naver.com

010-3358-0013

서울 핸디 노트

한국폼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서울ː印(in)

홋 팩토리

서울시 종로구 충신 4나길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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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상품명

업체명

주소

E-MAIL

홈페이지

연락처

THINGS
DESIGN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39-3 1 층

WWW.THINGSDESIGN.CO.KR

WOORO2@NAVER.COM

010-5063-5964

서울문자도엽서

미라클피쉬

(135-888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3
블루마운팅빌딩 5층

WWW.MIRACLEKOREA.CO.KR

IBRAIN@MIRACLEFISH.CO.KR
SEYUN96@PARAN.COM

010-8907-1562

서울상징 팝업카드

지콘디자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대림 이편한세상 1103-403

WWW.ZICONDESIGN.COM
CAFE.NAVER.COM/ZENTHESIS

ZENJANG88@HANMAIL.NET

010-4719-4346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노트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www.dreamsky33.com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포스트잇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www.dreamsky33.com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엽서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www.dreamsky33.com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지도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www.dreamsky33.com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와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4

www.kawakorea.com

kawa@kawakorea.com

010-8862-1187

서울지갑

꼼꼼바늘창작공방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7-1 4F

www.kkomkkom.co.kr

lindentree@naver.com

010-2962-7004

(주)성협공예

(130-8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WWW.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서울랄라

아리랑 오르골 문방사우

skyjoon1000@naver.com
SESOON@UNITEL.CO.KR

010-5226-6368

아트메모 '서울이 좋다'

(주)새순기획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3 신사빌딩 202호

WWW.HARUHANA.COM

엽서화분

S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종로6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층, 602호)

WWW.THEPROJECT.CO.KR

SAGEDG@NAVER.COM

010-9570-7676

종이정원-Upcycling수제카드

협동조합 온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전동6동,2층)

http://www.facebook.com/
PaperGarden.cooponre

muze-@hanmail.net

010-3126-7878

책갈피_경복궁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광화문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교태전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국회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명동성당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숭례문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청와대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한국은행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크리스탈 메모홀더 , 메모보드

자람산업

JARAM@HANMAIL.NET

010-3712-5243

mozistudio@gmail.com

010-8979-6363

koojinwoog@empas.com

010-7726-6575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owonplusdesign@live.co.kr

010-6771-6184
010-8942-9433

iljin2@hanmail.net

010-2705-2717

클립 펜

모지스튜디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8-21

https://www.facebook.com.
com/clippenpage

클립랭귀지 5pcs_ Hi 서울

낫씽디자인그룹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60-2번지 2층

www.designnothing.com

판타스틱 서울_자석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호

팝 업 서울

오원플러스디자인

서울시 중구 수하동센터원빌딩 서관 27층

페이퍼 소울, 서울

박일진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5-1, 3층

한강 메모패드 북마크
MESSAGE OVER HANRIVER

국민대학교 대학원
제품디자인전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월드컵참누리아파트 107동 1703호

WWW.TALEWIND DESIGN.COM

WIND_COLOR@NAVER.COM

010-8845-4489

한국의 자개

신도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291-4

WWW.BINDER.CO.KR

LYEON01@NAVER.COM

010-5286-1457

한국의 탈 엽서세트

미라클피쉬

(135-888)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3
블루마운팅빌딩 5층

WWW.MIRACLEKOREA.CO.KR

IBRAIN@MIRACLEFISH.CO.KR
SEYUN96@PARAN.COM

010-8907-1562

한글볼펜세트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www.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글펜장착명함집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www.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양도성 남대문 메모함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대원동 122-7

www.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옥마을 감성 자개기념품

(주)성협공예

(130-8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WWW.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홍군 서울풍경화
‘멋’ 시리즈 8종,
‘서울풍경’ 시리즈 10종

홍성찬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동아아파트 210동 1001호

WWW.HONGGOON.NET

HONGGOONNET@NAVER.COM

010-3298-1542

www.owonplu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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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E-MAIL

연락처

㈜제이손

122-806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71 청마빌딩 6층
(구산동 304-53)

www.jeison.co.kr

myohoo@jeison.co.kr

010-2666-9256

[제이손]숭례문세트 大[EC16]

㈜제이손

122-806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71 청마빌딩 6층
(구산동 304-53)

www.jeison.co.kr

myohoo@jeison.co.kr

010-2666-9256

I LOVE SEOUL

신민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대원아파트 705호

SMSKIN@NAVER.COM

010-8867-2352

I LOVE SEOUL 티스푼

에벤에셀프린텍

(133-835)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02-11

KOSTICK@PRINTED.CO.KR

010-6364-7480

N서울타워디자인제품
_오리엔탈 타워 시리즈

센엔딘 커뮤니
케이션 N디자인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63

SENNDIN@GMAIL.COM

010-9195-6357

N서울타워디자인제품
_하트 타워 시리즈

센엔딘 커뮤니
케이션 N디자인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63

SENNDIN@GMAIL.COM

010-9195-6357

R티스푼포크세트

로얄아트

서울 중구 산림동 69-1

WWW.ROYALMETALART.COM

WWW.ROYALMETALART.COM

011-273-3406

궁중 한복 당의 앞치마

WONWAY INT`L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228번지 성공빌딩 301호 원웨이

WWW.WOORIGGO.OCM

SWSONG77@NAVER.COM

010-3737-4509

그래픽 딕셔너리 코리아-배지

제로퍼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7 1층 ZERO SPACE

WWW.ZEROPERZERO.COM

INFO@ZEROPERZERO.COM

010-8862-1996

금빛의 600년

유유코리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93 녹소연빌딩 1층 유유

UUKOREAGIFT@GMAIL.COM

010-8787-2335

나전 컵받침

엠앤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7-2

http://blog.naver.com/
sjhome73

sjhome@hanmail.com

010-6289-7606

나전텀블러

엠앤티(M&T)

(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2,3층

WWW.NAJEON.NET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내찬기 치읓비읍 세트

(주)케이테이블웨어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WWW.NECHANKI.CO.KR

KTABLEWARE@NAVER.COM

010-3706-9697

돋보기 품은 N
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

아스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www.bonnyl.com

asukakorea@hotmail.com

010-2900-6635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주)나전칠기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8-1 영화빌딩 702호

WWW.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www.artshopkorea.co.kr

nikos@artshopkorea.
co.kr

010-3804-2347

BECOMEMD@NAVER.COM

010-9018-7615

[제이손] 숭례문세트 小 [EC9]

반차도 아트 램프

㈜한국아트체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예술의 전당 아트샵

북촌 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김지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84 아주빌라 라동 302호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호

사랑해 서울

WWW.KOSTICK.CO.KR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kimyunej01@naver.com

010-7123-3731

kimyunej01@naver.com

010-7123-3731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

김윤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라길 55

www.facebook.com/kimyunej01

서울 담은 손거울

김윤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라길 55

www.facebook.com/kimyunej01

서울 디자인 머그컵 & 텀블러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

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제로퍼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7 1층 ZERO SPACE

WWW.ZEROPERZERO.COM

INFO@ZEROPERZERO.COM

010-8862-1996

서울 미니 마그넷 세트

팬지데이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WWW.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방수 시계 시리즈

그랑

서울 종로구 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233호

www.graang.com

cyy26@naver.com

010 6336 5970

서울 보따리

디자인플레이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길 12(천호동, B02)

www.zigimall.com

oksunga@hanmail.net

010-2643-7253

서울 사각사각 티스푼 세트

에벤에셀프린텍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31-35

www.kostick.co.kr

kostick@printed.co.kr

010-6364-7480

design8912@naver.com

010-5150-7809

서울 쿠키들

페이퍼워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 106동 604호

www.facebook.com/
hooseong.lee

서울손수건

카인드펄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신동인 201호

www.kindperson.co.kr

klshin86@naver.com

010-4026-9590

서울여행 머그컵

봄날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4-3 201호

WWW.BOMNALPROJECT.COM

SPRINGDAY99@NAVER.COM

010-4491-2714

서울옻칠플레이트

수 갤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2814 지하3층-302호

p1107p@naver.com

010-9151-9942

서울의 빛

라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논현동) 1633

http://blog.naver.com/
raon7717

raon7717@naver.com

010-4039-9829

서울이미지 텀블러

디자인파머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7-5

www.designfarmer.net

designfarmer@naver.com

010-3229-7429

서울이야기_3단병풍

㈜나전칠기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2, 702호(남대문로4가 영화빌딩)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서울이야기_6단병풍

㈜나전칠기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2, 702호(남대문로4가 영화빌딩)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서울주름가방

디자인바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 SK-HUB 101동 1103호

DESIGNVACI@NAVER.COM

010-3204-9436

서울주머니

롤리헬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신동인 201호

klshin86@naver.com

010-4026-9590

서울책가도_자개알루미늄시계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kji3285@chol.com

010-5272-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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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책가도_자개열쇠고리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세종대왕오프너, 숭례문오프너,
보신각오프너, 해치서울오프너

주식회사
동숭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www.dsartcenter.co.kr

xmas@dsartcenter.co.kr

010-8818-5794

소반

리빙 오브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9, 601

silvini@daum.net

010-3749-8816

메디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24 상록라이프102동101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WWW.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메디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24 상록라이프102동101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WWW.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www.changsintable.co.kr

kimjayeong@naver.com
mook@urbanhybrid.co.kr

010-4618-3681
010-3911-6000

ALSWL2416@NAVER.COM

010-9132-0169

www.graang.com

cyy26@naver.com

010 6336 5970

FOLIEGEM@NAVER.COM

010-3426-1546

SUKAKOREA@HOTMAIL.COM

010-2900-6635
010-9925-6635

수문장 한글 문양
나전 패브릭 상품
수문장 한글 문양 세라믹 상품
수호신(手護神)
부제:당신의 손을 지켜드립니다

미쓰김라일락
어반하이브리드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79 1층 2호 창신table

안녕! 서울

조민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2차 204동 1601호

오방색 미니 향수

그랑

서울 종로구 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233호

우리서울(OUR SEOUL)

프로젝트블링블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5길 17 34 동 606호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아스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7 인사동명품관 내

전통 캐릭터 손거울

비에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103-1101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한국의 꽃 롤온향수_
오방색 시리즈(낱개)

그랑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233호

cyy26@naver.com

010-6336-5970

한양도성 손수건

노릇 (NOLEUT)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28 강북 청년창업센터 2406호

NOLEUT@NAVER.COM

010-2110-0636

한양도성의 5대궁담음 시리즈

너울나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 천일빌딩 3층

BLOG.NAVER.COM/NOLEUT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명함함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필함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www.artshopkorea.co.kr

nikos@artshopkorea.
co.kr

010-3804-2347

HANJIWALLET@NAVER.COM

010-8874-8962

WWW.DOHANDS.COM

CJAEPARK@DOHANDS.COM

010-9427-9273
010-3771-2032
010-4541-7413

한옥마을 초롱불

㈜한국아트체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아트샵

한지 월렛

유미자-태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60길 20 102-505
(상도1동 대림아파트 102-505)

해치 컵홀더

(주)두손컴퍼니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16-19번지 301호

WWW.BONNYL.COM

해치를 담은 접시

석재영

121-869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25 지하1층

Twitter : relationship777@

relationship777@gmail.
com

훈민정음 타올

㈜우리타올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11 대종빌딩1,2 (주)우리타올컴퍼니

http://www.wooritowel.
com/

pj4374@hanmail.net

놀이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MORE THAN SEOUL
기억력 카드 게임

피에이치세븐
(PH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
서울여성창업플라자 202호 피에이치세븐

김유나

와이앤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1 301호

나전윷놀이

엠앤티(M&T)

(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2,3층

WWW.NAJEON.NET

메이크 유어 스카이라인

891 스튜디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39길 17-10 7-404

891studio.tumblr.com

WWW.PHSEVEN.CO,KR

E-MAIL

연락처

HELLO.PH7@GMAIL.COM

010-9338-2269
010-2289-9847

turtle3pnr@naver.com

010-6286-4142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nono89no@nate.com

010-5033-7597

hesu519@naver.com
whalecompositions
@gmail.com

010-4721-0519
010-3118-8563

보스

짐볼리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602
(종로6가,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회적기업창업실)

서울 랜드마크 점선 잇기

담담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가길 9

www.hellodamdam.com

pengstyle4@gmail.com

010-3684-2372

서울상징 기념스탬프
(HAVE FUN SEOUL WITH
CRAFT!)

(주)솜씨카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12-2 솜씨빌딩

WWW.SOMSSI.CO.KR

DDOMA4015@SOMSSI.CO.KR

010-9039-4015

서울을 담은 트럼프 카드

이혜민

경기도 군포시 당동

dreamin0519@naver.com

010-8653-5044

종이접기 한복색종이 3종셋트

(주)유디플러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2-7 정문출판 3층

WWW.UDPLUS.KR

UDPLUS1004@HANMAIL.NET

011-326-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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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자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E-MAIL

연락처

www.workshop.or.kr

happywork71@hanmail.
net

010-8880-995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3-1 4층

WWW.DATZ.CO.KR

KT.OK@DATZ.CO.KR

010-9677-2712

(주)쓰리디커넥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텔리지2 A동 1109호

WWW.3DCONNECTION.CO.KR

INFO@3DCONNECTION.CO.KR

010-3139-4907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ttp://www.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ttp://www.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컴퓨터마우스大1개)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ttp://www.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자개 휴대폰케이스

(주)나전칠기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1 영화빌딩 702호

WWW.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크리스탈 스피커

더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09-2 다솜빌딩 3층

www.duffy.co.kr

lks9623@naver.com

010-8142-5559

박세종 작가_휴대전화 케이스

동작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길 57

멀티홀더

(주) 닷즈
커뮤니케이션

사운드페블 (SOUND PEBBLE)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마우스 SET)

패션액세사리
E-MAIL

연락처

궁궐 품은 해치 확대경

아스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www.bonnyl.com

asukakorea@hotmail.com

010-2900-6635

[MINISEOUL] 에코백+파우
치 SET

영오스튜디오
(05STUDIO)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4길 32 901-1803

WWW.05STUDIO.COM

CONTACT@05STUDIO.COM

010-3865-2088

KOREAN CLOTHES EARRINGS

A.PAIR

경기 파주시 한빛로 70, 512-701

WWW.A PAIR.KR

JIYEON@A PAIR.KR

010-8961-2406

N 서울타워 뱃지

(주)더무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26-13 서원샤인빌딩 4층 402호

WWW.THEMUAH.KR

IMASYS@NAVER.COM

011-240-0514

BABAGOGO@HANMAIL.NET

010-9495-5252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SEOUL 카드홀더

한국폼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2층

WWW.WORKS.CO.KR
WWW.MYSTICKER.COM
WWW.INNOWORKS.CO.KR

경희궁의 부활 - 서궐도시리즈

그랑

서울종로구 익선동55번지 현대뜨레비앙233호

WWW.GRAANG.COM

기와집형 청자 도자목걸이 장신구

태세라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서관 B210-1호

부채겸 한국의 신랑 신부 가면

콘트블루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종 79-31

북촌지도 일러스트 손수건

룸투로움

북촌지도 일러스트 티셔츠

룸투로움

CYY26@NAVER.COM

010-6336-5970

TANDJ0204@NAVER.COM

010-5274-1007

www.conte-blue.com

admin@conte-blue.com

010-3411-0385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2311 층 ROOM TO ROAM

WWW.ROOMTOROAM.KR

INFO@ROOMTOROAM.KR

010-9508-8118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2311 층 ROOM TO ROAM

WWW.ROOMTOROAM.KR

INFO@ROOMTOROAM.KR

010-9508-8118

leatherline@naver.com
seasangnubi@naver.com

010-8077-1275
010-5616-7374

서울 관광명소 8경_머니클립

레더라인, 세상누비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http://blog.naver.com/
leatherline, http://blog.
naver.com/seasangnubi

서울 관광명소 8경_장지갑

레더라인, 세상누비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http://blog.naver.com/
leatherline, http://blog.
naver.com/seasangnubi

leatherline@naver.com
seasangnubi@naver.com

010-8077-1275
010-5616-7376

서울 관광명소&상징물
_카드목걸이

레더라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http://blog.naver.com/
leatherline, http://blog.
naver.com/seasangnubi

leatherline@naver.com
seasangnubi@naver.com

010-8077-1275
010-5616-7375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카인드펄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201호

WWW.KINDPERSON.CO.KR

CEO@KINDPERSON.CO.KR

010-4026-9590

서울시 지하철 노선 에코백

솜씨 아트콜래보

서울 종로구 삼청로 121 (삼청동)

서울의 약속 : 매듭 이어캡

너나들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B블럭 3-5호 너나들이

WWW. 너나들이.KR

코리아 패턴 플레이 DDP 비녀

러뷰카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0 메가몰 2044호

www.loveukata.co.kr

태극으로 표현되는 서울

소통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9-6 1층

한양도성 상징 액세서리

스페셜핸즈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23-1번지 삼성빌딩 701호

한옥 나들이

경선도예공방

한옥 주얼리

SOMSSI2030@GMAIL.COM

010-6370-4859

JHMJAY@NAVER.COM

010-9427-8885

loveukata@naver.com

010-3738-1250

SOTONG2938@NAVER.COM

010-5437-2938

WWW.SPECIALHANDS.CO.KR

SPECIALHANDS@NAVER.COM

010-5492-1315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1, 송도더샵퍼스드월드 E동 상가 8호

CAFE.NAVER.COM/ KYUNGSUNDOJA

JOOY0515@GMAIL.COM

010-8993-0515

디아뎀 주얼리

전북 익산시 영등동 215-45

http://ryukiappear.blog.me/

ryuki2002@hanmail.net

010-3955-1278

한옥과 한복의 미

프로젝트블링블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4동 606호

FOLIEGEM@NAVER.COM

010-3426-1546

한옥마을 브로치 시리즈

김민지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 ART

http://blog.naver.com/
sidadalda

sidadalda@naver.com

010-7530-4632

해치 1

복희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10길 8

http://www.복희칠보.com

dorazl@naver.com

010–6243–3999

해치 3

복희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10길 8

http://www.복희칠보.com

dorazl@naver.com

010–6243–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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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해치 에코백

㈜제타랩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TOOL) 5층

해치 한지 손수건

제이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백제대로 160 1006

호신용 도자기 피리"피리새 지노"
(색남대문목걸이)

㈜달항아리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구산동)

www.dalhangari.co.kr

호신용 도자기 피리"피리새 지노"
(색남산)

㈜달항아리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1 (구산동)

www.dalhangari.co.kr

E-MAIL

연락처

INFO@ZETALAB.CO.KR

010-3828-3537

joongja9@naver.com

010-2012-6404

hwamongkr@hanmail.net

010-8229-2592

hwamongkr@hanmail.net

010-8229-2593

인테리어장식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E-MAIL

연락처

2015 한국도성길 달력

낫씽디자인그룹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60-2번지 2층

www.designnothing.com

koojinwoog@empas.com

010-7726-6575

45 DEGREE WALL CLOCK

(주)디자인모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30길 18 DM 빌딩 6층

WWW.DESIGNMALL.COM

BIGIDEA@DESIGNMALL.COM

010-4576-2624

63빌딩

(주)페이퍼로빈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303호

WWW.IPAPERO.COM

BOB@BOBDESIGN.CO.KR

010-9756-5645

BIG CITY TIME SEOUL

주식회사 타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신기술창업센터 B동 206호

WWW.TAZDESIGN.CO.KR

TAZDESIGN@NAVER.COM

010-8777-1531

ERON(에론)

(주)노브

WWW.ERONLIGHT.COM

NOVV@HANMAIL.NET

010-8451-8457

I LOVE SEOUL 초받침

VIA K STUDIO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4-26 예지빌딩 B1F

WWW.VIAKSTUDIO.COM

VIAKSTUDIO@GMAIL.COM

010-9996-1151

N 서울타워 미니어처 2P

(주)더무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6-13 서원샤인빌딩 4층 402호

WWW.THEMUAH.KR

IMASYS@NAVER.COM

011-240-0514

N서울타워조명

디자인이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ART

designism72@hanmail.net

010-8939-2722

SEED OF SEOUL(SOUL)

MARCH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09-602

JUNE@OH MARCH.COM

010-3129-7551

광화문 금속 팝업카드

비에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103-1101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궁궐지킴이 해치 명함함

비앤디컬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주공 5단지 504-1404 호

2ZOWORLD@HANMAIL,NET

010-2491-2334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
_서울상징물 조명(남산)

스튜디오 산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0-1번지 301호

studiosangil.com

studiosangil@naver.com

010-4780-8016

당신의 서울을 선물합니다
_서울상징물 조명(숭례문)

스튜디오 산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0-1번지 301호

studiosangil.com

studiosangil@naver.com

010-4780-8016

대한민국 서울 금속 팝업카드

비에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103-1101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디디피 어글리즈 토이

어글리즈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404호

www.uglies.co.kr

lefty@uglies.co.kr

010-5183-3007

메탈 팝업카드_경복궁 3종 콜렉션

S : IM DESIGN
LA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10층 1001호

WWW.FACEBOOK.COM/
SIMDESIGNLAB

SIMDESIGNLAB@GMAIL.COM

010-6828-4684

모닝캄 티라이트 홀더

S : IM DESIGN
LA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10층 1001호

WWW.FACEBOOK.COM/
SIMDESIGNLAB

SIMDESIGNLAB@GMAIL.COM

010-6828-4684

물고기가 열리는 나무

흠흠그림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APT 310동 308호

WWW.HUMHUM.CO.KR

DUTUBN@HANMAIL.NET

010-9670-5235

북촌 [PICTURE FRAME]

커스텀 크리에이티브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24 (경동1-305)

BLOG.NAVER.COM/YOOSTEPH

YOOSTEPH@NAVER.COM

010-9775-4457

서울명소

(주)나전칠기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1 영화빌딩 702호

WWW.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숭례문 벽시계

아티모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971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1533-102

YJS8922@NAVER.COM

010-9971-6366

조명등

디자인뷰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1-701

youngjbl@hanmail.net

010-2234-3284

청자화병 조명

디자인이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ART

designism72@hanmail.net

010-8939-2722

해치수틀 액자

데일리 블라썸

서울 노원구 상계 9동 주공아파트 1408동 1208호

ROMANTIC9317@NAVER.COM

010-6278-9317

WWW.OH MARCH.COM

www.design-view.com

음식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E-MAIL

연락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통차 세트

고요컴퍼니

서울시 마포구 망원 1동 455-82 401호

xbirdx@naver.com

010-8522-0270

글자를 만들어보자!
한글/알파벳쿠키

이관영,최현주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104-201

HJCHOI69@HANMAIL.NET

010-3585-5735
010-5537-6571

스윗서울_다크

스윗해피니스

서울 광진구 자양2동현대3차 아파트 301동 604호

peter@sweeth.co.kr

010-5239-1122

www.swee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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