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顺序
第6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 大赛获奖作品
首尔領域
大奖
首尔路上行走的钟表(4种)

013

金奖
多功能挂钩“首尔路”
多功能挂钩“首尔郊游”

014

银奖
一起走的时间-“首尔路7017”
盛龙气的掷柶游戏组合
一起走,首尔路(茶叉,茶匙)
美丽首尔
首尔形象磁贴

015
015
016
016
017

铜奖
017
Pic 标记
018
扛着包袱走在汉阳都城
018
Wow fun-首尔路配饰
019
首尔一天的包
首尔的宫殿：景福宫香远亭, 景福宫庆会楼,
昌庆宫 昌庆宫通明殿, 昌庆宫玉川桥
019
景福宫, 昌德宫插图装饰带
020
首尔站橡皮
020
首尔1840城市地图海报/明信片

创意
023
南山首尔塔螺钿笔记事本
首尔音乐之路-阿里郎,故乡之春, let it be 023
024
景福宫雕刻肥皂
024
"pop up city"首尔/"pop up city"首尔迷你本
025
首尔路7017靴子形橡皮擦铅笔组合
025
光化门广场亚克力立体景
026
螺钿智能激光指针
桌用文具组合(标志笔记本, 标志手册,
标志铅笔组合, 标志橡皮擦, 标志书桌托盘3件,
026
标志手机支架)
027
"汉江自行车道”反光膜 T恤
"绿洲之城"首尔 景福宫路,洛山公园路,
027
首尔路7017,清溪川路,独立门道水杯
028
"精美”首尔20强包装纸
028
首尔路城市地图海报/明信片
029
首尔路7017涂色本
029
景福宫散步(酒瓶, 酒杯, 冰箱磁贴)
030
汉阳都城手绢
030
北村明信片套

首尔路汽车牌照标志
宠物树
守护你的钥匙圈
首尔路都市地图明信片套
N首尔塔黄铜
首尔路棒棒糖
首尔观光故事图像拼图(首尔路7017)
小围巾涤纶/丝绸(天蓝色,绿色)
迷你围巾涤纶, 丝绸(天蓝色,绿色)
首尔10景多功能盒子
首尔的地平线
首尔贝壳记事本/首尔贝壳记事贴/
丹青贝壳手记便利贴/补充记事本
螺钿书签
韩国传统情侣磁贴
风景-首尔的道路
首尔路 2017杯托
首尔城外路纹身贴纸
德寿宫石墙路和月下女人行李箱/行李罩
首尔路钥匙链(栗树,核桃树)/首尔路钥匙圈
(音平鼓)
獬豸首尔
路上的香气(弹出式卡片13种, 明信片, 贴画)
象征首尔的勺筷托
首尔的地平线
首尔模型
首尔路图案带
改良韩服
首尔旅游故事图拼图(徐村世宗村的故事)
首尔路7017贴纸本
首尔雕塑
獬豸烛台
口袋为特点的LEO Bag
首尔地平线旅行用拖鞋
首尔旅行骰子
景福宫戒子
首尔的太- 围巾/布料海报
螺钿书签系列
首尔城郭路粘贴式 便笺.
汉阳都城城廓肥皂 春天, 夏天, 秋天, 冬天
在路上走路和说话
木制(自动铅,圆珠笔)
oioiooi 织物海报
马克杯
北村韩屋村花环
韩文首尔现在你也想看吗
光化门世宗大道
摇摇摆摆的光化门守门军亚克力台灯
首尔文物磁贴系列
"首尔路”柱面磁
树木石头还有首尔
正义动物獬豸

031
031
032
032
033
033
034
034
035
035
036
037
037
038
038
039
039
040
040
041
042
042
043
043
044
044
045
045
046
046
047
047
048
048
049
049
050
051
051
052
052
053
053
054
054
055
055
056
056

麻浦渡口主题围裙
标志毛毯系列
北村陶瓷韩屋装饰品
你好,汉江扇子
留下首尔路的足迹
刻首尔路文字的脚链/走在一起的首尔路项链/
走在一起的首尔路耳环
打造首尔路独有的商品 ㅅ,ㅇ,ㄹ
螺钿圆形数码LED台钟
皇室便笺/手镜
召西奴珠宝套装
首尔路多功能盒子
I AM 獬豸
首尔景点透明明信片
民间环卡袋仁寺洞
首尔路7017陶瓷咖啡用品(碟子,
浓缩咖啡杯组合, 咖啡杯, 咖啡机, 咖啡壶)
首尔路3段屏风
螺钿单品777指甲刀
我们走过的那个季节的首尔路
汉阳都城向导项链
首尔路吉祥物胶带

057
057
058
058
059
059
060
060
061
061
062
062
063
063
064
064
065
065
066
066

金奖
63方形黄铜尺

068

银奖
63方形磁贴

068

乐天世界塔首尔天空
铜奖
首尔SKY黄铜尺
乐天塔托盘和花瓶

07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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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 大赛获奖作品
首尔路7017
大奖
首尔路7017 筷子

073

金奖
首尔路7017 “走路桥” 徽章
首尔路7017“牌子”徽章

074
075

银奖
首尔路7017 长水杯，水杯，烧酒杯
首尔路7017 阳光扇子
首尔路植物散步(有故事的植物图谱)
首尔路护照明信片套餐

076
076
077
077

078
078
079
079

创意
手链
首尔路7017 夜景手机壳
布；黄铜尺子+ 书签
首尔旅游的开始，Seoullo7017 大富翁
传统打结手链DIY 套餐
Seoullo7017 螺钿
Seoullo7017 漫威游戏
走在首尔，随书随字书签
星光灿烂的首尔路
我们互相套餐
首尔路勺筷架木, 金, 土
首尔路卡通形象LOLO 和PEPE 缝制娃娃
漂浮庭园灯
首尔路轻轻包环
首尔路7017 智能手机支架水杯
和首尔路一起走路纸制芳香片
2018 年首尔路彩色素描日历，明信片
首尔路桥桥环保购物袋套餐
首尔耳机支架
首尔路7017 路线小册
螺钿秘密卡片 ( 秘密桥)
走路时方便拿的把手式一次性杯子支架
走在首尔随味道随风味上漆筷子
首尔路书签/ 刺绣手链
毫不吝啬给予的树
首尔积木(桌上的首尔路)
首尔路7017
素描灯立式照明

082
082
083
083
084
084
085
085
086
086
087
087
088
088
089
089
090
090
091
091
092
092
093
093
094
094
095
095

096
096
097
097
098
098
099
099
100
100
101
101

首尔領域
金奖
VarieTEA 首尔
游击首尔

铜奖
首尔路7017 头巾
首尔路7017 纸杯
首尔路7017 和朋友雪花球
首尔路动画书记录纸

Seoullo 7017 魔方
首尔路彩色素描明信片
走吧, 一起走
首尔路手帕
首尔路7017 名签牌
首尔故事日历
走路时携带方便的把手式水杯
首尔路7017 蕴藏回忆的铜盒子
树叶鼠标垫
首尔路70-17
首尔路杯子垫
首尔路结构的把手式情侣杯

102
103

银奖
首尔. 健康. 蜂蜜 A
首尔邮票刺绣补贴系列
世界朋友地标首尔磁铁

104
104
105

105
106
106
107
107

创意
世界朋友朝鲜宫廷卡通形象磁铁
首尔. 健康. 蜂蜜B
纸之爱光化门之春香，N 首尔塔
SEOUL SKYLINE BOOKMARK
光化门信，名片夹
水晶表
路上的香味
首尔. 健康. 蜂蜜 C
首尔风景立体磁铁
南山，光化门，首尔站纪念戒指
汉阳都市之四季
宫明信片14 种
手机，磁铁支架
윤희철的首尔建筑风景2018 台式日历
光化门花手链
獬豸刻印肥皂
N seoul tower 巧克力棒
首尔故宫，宗庙磁铁卡
首尔路磁铁片套餐

代表董事长奖
130

金奖
首尔天空珠宝首饰支架
首尔天空翻书动画本子

131
132

银奖
开花首尔
首尔地标乐天世界塔

108
108
109
109
110
110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115
115
116
116
117

117
118
118
119
119
120
120
121
121
122
122
123
123
124
124
125
125
126
126
127

乐天世界塔首尔天空
首尔之天空传统茶袋泡茶套餐

铜奖
景福宫地图贴画
首尔地标南山首尔塔，光化门广场
坎波桑托菜板
首尔观光手帕
画，首尔水杯

韩文子音叠纸 首尔& 子音
首尔磁铁地图
N 首尔塔夜景笔
南山塔卡片USB
I SEOUL U 磁铁, 传统服装磁铁, 传统面具磁铁
s-Seoul 打结胸针A 和B
来自首尔的信
首尔扑克牌
100 月
丹青卡片硬币钱包
首尔名片/ 笔架
首尔扑克牌
记住首尔保温杯 记住首尔！蕴藏首尔！
建筑家的都市风素描 首尔素描散步
首尔NORI
用颜色记住的首尔碎布手帕
美丽的韩国光化门守门将亚克力台灯
螺钿蝴蝶饰品耳钉
螺钿名片夹
丹青调色板

133
133

铜奖
螺钿秘密卡片(秘密塔)
乐天世界塔雪花球
水晶杯子垫

134
134
135

象征63 大厦的纪念品
金奖
螺钿秘密卡片(秘密塔)

138

银奖
信, 名片夹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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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届首尔象征旅游纪念品 大赛获奖作品

143

144
145
146

147
147
148
148
149
149

150
150
151
151
152
152
153
153
154
154

157
157
158
158
159
159
160
160
161
161
162
162
163
163
164
164
165

165
166
166
167
167
168
168
169
169
170
170
171
171
172
172
173
173
174
174
175

188
188
189
189
190
190
191
191
192
192
193
193
194
194
195
195
196
196

175
176
176
177
177
178
178
179
179
180
180
181
181
182
182
183
183
184
184
185
185
186

198
		
199
199
200

200
201
201

186
18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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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문
SEOUL
首尔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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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 부문 / SEOUL / 首尔領域

MATERIALS

서울의 길을 걷는 시계(4종)
Clock walking on the seoul road
首尔路上行走的钟表(4种)

금속, 플라스틱, 유리, 종이
Metal, Plastic, Glass, Paper
金属, 塑料, 玻璃, 纸张

PRICE
25,000원(WON)
102랩(허은혜)
010-3077-3110
102lab@naver.com(김우재)

시계바늘이 서울로7017, 서울성곽길, 남산둘레길, 한강수변길
과 그 위를 걷는 사람의 형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시계바
늘이 움직이게 되면, 서울로7017, 서울성곽길, 남산둘레길, 한
강수변길 위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Clock hands are designed as shapes for Seoullo7017,
Seoulseonggwak-gil, Namsandule-gil and
Hangangsubyeon-gil and people walking on the road. If
clock hands move, it seems like people are walking on
Seoullo7017, Seoulseonggwak-gil, Namsandule-gil and
Hangangsubyeon-gil.

钟表时针设计成首尔路7017, 首尔城外路, 南山环路, 汉
江水边路及其上面行走人的形象。时针移动,演出首尔
路7017, 首尔城外路, 南山环路, 汉江水边路上人们行走
的样子。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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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다용도걸이 '서울로'
다용도걸이 '서울피크닉'

Multi-purpose hook ‘ Seoulro'

多功能挂钩“首尔路”

Multi-purpose hook ‘Picnic in Seoul'

多功能挂钩“首尔郊游”

서울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서울로'의 실루엣을 살려 레이

Cutting the laser using the silhouette of 'Seoulro' which
is one of the major sightseeing spots in Seoul. It is
finished with powder coating in Seoulro and it is made to
be used for multi purpose hanger, magnet attachment
and wall decoration.

将首尔主要旅游景点之一‘首尔路’的轮廓重现,激光

Versatile small silhouett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the center of Seoul, one cut and finished with a
powder coating on a steel plate hangers and product
design to the food cupboard

将首尔主要旅游景点的轮廓画在钢板上,以粉末喷涂收

저 컷팅 후 분체도장으로 마무리 한 상품으로 다용도 걸이와
마그넷 부착 그리고 벽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습니다.

서울 주요 관광지의 실루엣을 스틸판에 컷팅하고 분체도장으
로 마무리한 다용도 소품걸이이자 벽 장식품으로 디자인한
상품입니다.

切割后用粉末喷涂收尾的商品,可多功能挂钩和磁贴,并
用作墙壁装饰。

尾的多功能小物件展架,也是墙壁装饰品用设计的商
品。

MATERIALS
스틸
Steel
钢铁

PRICE
서울로 : 25,000원(WON)
서울피크닉 : 32,000원(WON)
디자인가안채(강효숙)
010-9856-5057
cherkhs@naver.co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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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금상SILVER
GOLD PRIZE 銀賞
金賞
함께 걷는 시간 - '서울로 7017'

Seoullo 7017 Wall Clock

一起走的时间-“首尔路7017”

함께 걷는 시간 - ‘서울로 7017’ 벽시계는 홈인테리어 소

Seoullo 7017 wall clock is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as a home interior accessory and clock. It is a
wall clock with a simple design that combines black,
white, and gray with the basic color of green to 7017 in
Seoul. After inserting the batteries, turn the dial around
the hook of the accessory attached to the back of the
watch first, align the 12 o'clock angle, and then use the
current time again.

一起走的时间-“首尔路7017”钟表可做为家用装饰

품 및 시계로 활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를 기본 색상으로 서울로 7017의 상징컬러인 녹색을 조합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 추가 달린 벽시계입니다. 건전지를
끼운 후 먼저 시계의 뒷면에 부착된 부속의 고리를 기준으로
다이얼을 돌려 12시 정각을 맞춘 후 다시 현재 시각을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品及钟表使用。黑色, 白色, 灰色为基本色,结合首尔路
7017的象征颜色的绿色,简约设计为特点的是带钟摆的
钟表,装上电池后先以背面的附件环为准,用旋转钮调到
12点整后重新按当前时间使用即可。

MATERIALS
포맥스 위에 라미네이팅
laminating on the fomex
Fomex上层压工艺

PRICE
26,000원(WON)
루트57(구은경, 이혜민)
010-2748-1550
root57studio@gmail.com

용의 기운을 담은 윷놀이 세트 Playing Yut with dragon aura
업사이클링 재료를 사용한 윷놀이세트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
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놀이와 금박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알
리는 제품입니다.

A product that notifies foreigners who visit Korea with a
play set using up-cycling materials, while showing the
beauty of our traditional play and gold leaf

盛龙气的掷柶游戏组合
使用重复使用的材料制成的掷柶游戏组合。是向访问韩
国的外国游客介绍韩国传统游戏和金箔之美的商品。

MATERIALS
실크, 금박, 목재
Eng
丝绸,金箔,木材

PRICE
120,000원(WON)
브링보(최민경)
010-5843-3388
wildandcrazy@naver.com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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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함께 걸어요, 서울로(티포크,티스푼) Let's Walk Seoullo(Tea-folk and Tea-spoon)

一起走,首尔路(茶叉,茶匙)

Yugi (Korean bronzeware) is an alloy consisting of
78% copper and 22% tin. Mixing those metals at those
specific percentages follows the inherited Korean
traditional casting technique. Yugi is durable, reliable
and elegant, and keeps the traditions of the artisan
spirit. Yugi keeps food fresh for longer by sterilizing and
maintaining food temperature. When Yugi is exposed to
agricultural chemicals, its color changes into dark blue
so that harmful food can be distinguished and that is
why it is considered to be a bowl of life

78%铜和22%的锡制成的铜合金是在全世界任何地方也
看不到的强硬而完美的合金。这款合金可防止病毒和细
菌繁殖,是可释放出矿物质的环保餐具,具有卓越的保凉
和保温效果,可提升食物的味道。并且不脱落不破碎,是

아름다운 서울

Beautiful SEOUL

美丽首尔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타워, 남대문, 해치, 북촌한옥마을, 전통

All these are symbols of Seoul such as Seoul Tower,
Namdaemun, Haetch, Hanwok village in Bukchon.
Using Korean traditional art, Chilbo, these products are
mini frame, bow tie, refrigerator mangnet.

以象征首尔的首尔塔, 南大门, 獬豸, 北村韩屋村, 传统韩

78%의 구리와 22%의 주석으로 제조 된 유기의 합금은 전 세
계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하고 완벽한 합금입니다. 이 합
금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생식을 방지하고 미네랄을 방출하
는 무공해 식기로 탁월한 보냉, 보온 효과는 음식의 맛까지 살
려줍니다. 또한, 깨어지거나 벗겨지지 않아서 대를 물려 사용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식기입니다.

可以代代相传使用的环保餐具。

MATERIALS
유기(구리78%, 주석22%)
ceramic
陶瓷

PRICE
18,000원(WON)
유기유(홍수경)
010-8787-2335
uukoreagift@gmail.com

한복을 모티브로 전통칠보기법을 이용하여 미니액자, 보타이,
냉장고자석으로 제작한 관광기념품 상품입니다.

服为主题,是采用传统瓷漆工艺制作的迷你相框, 领结, 冰
箱磁贴等旅游纪念品。

MATERIALS
동, 은, 금속, 나무, 칠보
Copper, silver, metal, wood, cloisonne
铜,银,金属,木材,景泰蓝

PRICE
자석 : 16,500원(WON)
액자 : 50,000원(WON)
보타미 : 22,000원(WON)
박미숙칠보(박미숙)
010-7761-7338
parkms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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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서울 디자인 마그넷

Seoul designed fridge magnet

首尔形象磁贴

서울의 인기있는 관광지들을 마그넷으로 만들었습니다. 마그

We made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to the
magnets. Magnets can be attached freely to memorize
memories of travel.

把首尔受欢迎的旅游景点设计到磁贴上,可以自由的贴
附粘贴,记住旅行时的回忆。

넷을 자유롭게 부착하여 여행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MATERIALS
폴리 레진
Polyester Resin
聚酯树脂

PRICE
낱개 : 5,000원(WON)
세트(4ea) : 20,000원(WON)
다빈치인터내셔널 (천인규)
010-7199-2320
2017davinci@naver.com

동상 BRONZE PRIZE 銅賞
픽마크

Pic mark

Pic 标记

사진 촬영 시 재미있는 촬영 소품 및 기념품으로써의 역할을

It can be used as a fun photo shooting item when
taking pictures and souvenir. It also can be used as a
bookmark.

拍照时,起到了有趣物品及纪念品的作用。用于拍摄,使
用后可用作书签。

합니다. 촬영용으로 사용 후에는 책갈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세트(5ea) : 14,000원(WON)
김윤희, 허윤하
010-2637-0721, 010-4789-0364
huyuny1012@gmail.com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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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BRONZE
동상
SILVER PRIZE
PRIZE銀賞
銅賞
괴나리 봇짐 메고 한양도성길 걷다

Hanyangdoseong(the Seoul City Wall) guenari backpack

扛着包袱走在汉阳都城

옛날사람들이 길을 떠날 때 메던 괴나리봇짐의 디자인적 매력

I had been so attracted by the design of "Guenari"
backpack, which was used in the old days, that I decided
to reinterpreted it. Preserving the original way of its
wrapping things up with Bojagi (a wrapping cloth), I
added the chic Hanyangdoseong map which was made
in 1856 to the design. The map pattern was digitally
printed with eco-friendly inks on untreated cotton. The
cloth also can be used as a table cloth by untying it.

古人出远行时扛的包袱中找到了魅力。重新进行了诠

와우펀_서울로 와펜

Wowfun_seoullo wappen set

Wow fun-首尔路配饰

제품은 서울로의 모습을 아이콘화한 패션와펜입니다. 제품의

The product is a fashion wappen made of Seoullo icon.
The front side of the product is embroidered to Seoullo
icon and the back side is made of sticker and can be
attached to any place such as clothes, bags, hats.
Wappen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remodel your own
style of clothes, bags, hats, and so on, and it will remind
you of Seoul's memories whenever you use them.

是将首尔形象图标化的时尚配饰。商品的正面是用刺绣
展现首尔形象,背面是用贴纸粘贴式制成,可贴在衣服, 包,

을 발견하여 재해석해보았습니다.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꾸리
는 봇짐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1856년에 제작된 한양도성도
를 입혀 괴나리봇짐의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워싱광목에 지도는 친환경 잉크로 디지털 프린팅 하였습니다.
봇짐을 풀면 보자기가 펼쳐져 탁자 보나 돗자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释,保存打包时的包袱原型,添加了1856年制作的汉阳都
城图,使包袱更具有时尚,在未经加工的水洗光木上的地
图是用环保墨水数码印花。解开包袱可以做桌布或席子
使用。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33,000원(WON)
심프리(김미정)
010-6308-5808
simplyred80@naver.com

정면은 자수로 서울로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뒷면은 접착식 스
티커로 제작되어 옷, 가방, 모자 등 어느 곳에는 부착이 가능
한 와펜입니다. 와펜은 옷, 가방, 모자 등의 자신만의 스타일
로 리폼할수 있게 만들며 그 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서울의 기
억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帽子等任何地方的布贴。布贴可打造服装, 包, 帽子等独
有的风格,每次佩戴本商品时将会想起首尔的记忆。

MATERIALS
열접착 자수와펜
Embroidered patch
刺绣贴片

PRICE
20,000원(WON)
Set(와펜 2종, 스티커 4종 각 2개)
명종수
010-5063-5964
woor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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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서울의 하루가방

A day in Seoul Bag

首尔一天的包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면가방으로, 겉면과 안면의 디자
인을 다르게 하여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reversible cotton bag, which has two different patterns
on the inside and the outside.

可简便携带的棉包,外面和内部的设计不同,可以翻过来

서울의 궁궐 : 경복궁 향원정, 경복궁 경회루,
창경궁 대온실, 창경궁 통명전, 창경궁 옥천교

Palace of Seoul : Gyeongbokgung Hyangwonjeong, Gyeongbokgung
Gyeonghoeru, Changgyeonggung Grand Greenhouse , Changgyeonggung
Tongmyeongjeon, Changgyeonggung Okcheongyo Bridge

首尔的宫殿：景福宫香远亭, 景福宫庆会楼, 昌

서울의 궁궐들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마그넷입니다.

It is a magnet designed with the motif of palaces of Seoul

首尔宫殿为主题设计的磁贴。

경복궁, 창덕궁 일러스트 마스킹테이프

Gyeongbokgung & Changdeokgung Illust Masking Tape

景福宫, 昌德宫插图装饰带

마스킹테이프는 길게 이어지는 테이프 속에 경복궁, 창덕궁의

The masking tape contains the Korean paintings
of Gyeongbokgung and Changdeokkoong on a long
continuous tape. You can keep Gyeongbokgung and
Changdeokkoong as if you are walking and enjoying the
hanging scroll.

装饰带在长长延伸的胶带中,装着景福宫, 昌德宫的韩国

使用。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40,000원(WON)
세간살이(배윤교)
010-5119-1066
saegansari@gmail.com

한국화적 일러스트를 담아, 마치 족자를 펴보며 산책하는 기
분으로 경복궁, 창덕궁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庆宫 昌庆宫通明殿, 昌庆宫玉川桥

画像,如同打开画轴散步一样,以散步的心情珍藏景福宫
和昌德宫。

MATERIALS
금속, 에나멜, 자석
Metal, enamel, magnet
金属, 珐琅, 磁铁

PRICE
마스킹테이프 : 9,000원(WON)
서울의 궁궐 마그넷 : 15,000원(WON)
디자인평화(이정민)
010-3753-0017
hear4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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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지하철역 지우개

Subway-station eraser

首尔站橡皮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서울 지하철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폴사인은 서울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방문객들이 느꼈을
반가움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꼈을 친근함을 지우개에 담
아 상품화했습니다. 제품은 서울의 지하철역 중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역을 선정하여 6개 1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용적
이면서도 저렴한 지하철역 지우개 세트는 서울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추억을 간직하고, 외국인들에게 서울을 알리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Subway Station Eraser’ is inspired by Korean subway
which is highly advanced and praised among the world.
At the entrance of the subway station, Poll-sign will
serve as a guide to visitors who visit Seoul for the first
time. ‘Subway Station Eraser’ brings back feeling of
warm welcoming and delight experience in Korea.
‘Subway Station Eraser’ is a set of Six erasers represent
most familiar subway station in Seoul. It will be a
memorable souvenir that is affordable and practical.

被公认为世界最强的首尔地铁中获得灵感,在地铁站入
口处可以见到的标志牌对首次访问首尔的游客起到向导
作用。地铁标志牌设计的橡皮擦给乘坐地铁的游客带来
快乐和亲近感。选出在首尔的地铁站中外国人所熟悉的
站点构成4个组合。实用又 低廉价格的橡皮擦组合会带
给访问首尔的人们珍藏回忆,是向外国人宣传首尔的好
礼物。

MATERIALS
염화비닐수지
PVC
聚氯乙烯树脂

PRICE
세트(6ea) : 12,000원(WON)
김지훈
010-5698-2313
jihoonkim4u@gmail.com

서울 1840 씨티 맵 포스터 / 엽서 seoul 1840 city map poster / postcard
1840년의 서울과 성곽내의 주요 '궁'들을 표기한 인테리어 지
도 포스터/엽서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컨테츠
를 잘 보여줍니다. 포스터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품으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인기
가 많은 기념품입니다.

Based on ‘Seoullo 7017’, it is a city map interior poster
/ postcard that shows the entire area in drawing,
and introduces nearby attractions based on the role
and location of ‘Seoullo 7017’. Posters are the most
commonly used props in the interior, similar to ‘Seoullo
7017’ in that they give space a boost and are continuous.

首尔1840城市地图海报/明信片
标有1840年的首尔和城郭内主要"宫"的装修地图海报
/明信片,很好地展现了过去和现在共存的"首尔"这一主
题。海报作为室内装修中使用最多的道具,给空间注入
了活力,具有可持续性特点,是人气最高的纪念品。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띵스디자인(양재욱)
010-4762-1570
wo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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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동상 BRONZE PRIZE
銅賞
- 아이디어상
남산서울타워 나전노트
서울 음악의 길_아리랑, 고향의 봄, 렛잇비
경복궁 조각 비누
팝업시티 서울/팝업시티 서울 미니북
서울로 7017 장화 지우개 연필세트
광화문 광장 아크릴 디오라마
나전 스마트 레이저포인터
탁상용 문구 세트('흔적' 노트/'흔적' 수첩/'흔적'
연필 세트/'흔적' 지우개/'흔적' 데스크 트레이
3종/'흔적' 핸드폰 거치대)
'한강 자전거 길'반사 필름 티셔츠
오아시스 오브 서울 경복궁길, 낙산공원길,
서울로7017, 청계천길, 독립문길 보틀
잘 생겼다! 서울 20 랩핑북
서울로 씨티 맵 포스터 / 엽서
서울로 7017 컬러링북
경복궁 산책(술병)/경복궁 산책(술잔)/경복궁
산책(냉장고자석)
한양도성 손수건
북촌 엽서 세트
서울로 자동차 번호판 뱃지
펫 트리
당신을 지켜줄 열쇠고리
서울로 씨티 맵 엽서 세트
N 서울타워 황동자
서울로 롤리팝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서울로 7017이야기)
서울로 7017 쁘띠 스카프 폴리 / 실크 (스카이,
그린), 트윌리 스카프 폴리 / 실크 (스카이, 그린)
서울10경 다용도 함
서울의 Skyline
서울 자개메모지/서울 자개메모함/단청 자개
수메모지/리필 메모지
나전 책갈피
한국전통 커플스틱자석 ver.1
풍경 - 서울의 길
서울로 7017 잔받침
서울성곽길 타투 스티커
덕수궁 돌담길과 월하의 여인 여행용 캐리어/
캐리어 Cover
서울로 열쇠고리(너도밤나무, 호두나무, 음핑고)
해치서울
길 위의 향기(팝업카드 13종)/길 위의 향기
(엽서)/길 위의 향기(스티커)
서울상징 수저받침
서울의 스카이라인
서울 피규어
서울의 길 패턴 테이프

- IDEA RRIZE

Namsan Seoul Tower Narce Note
Seoul Music Road_Arirang, Hometown Spring, Let it Be
Gyeongbokgung Fragments Soap
POP-UP CITY SEOUL, POP-UP CITY SEOUL, Mini Book
Seoullo 7017 Boots Eraser and Pencil Set
Gwanghwamun square acryl diorama
Mother-of-pearl smart laser pointer
'Signature' stationary and desk accessory set('Signature'
Note/'Signature' facebook/'Signature' pencil set/'Signature'
eraser/'Signature' desk tray 3 set/'Signature' handphone tray)
Reflective Film Graphic T-shirts - ‘Han-River Cycle Lane’
OASIS OF SEOUL, GYEONGBOKGUNG, NAKSAN, AROUND
7017, CHEONGGYECHEON, DONGNIMMUN BOTTLE
Hot place seoul 20, Wrapping Book
Seoullo city map poster / postcard
Seoullo 7017 coloring book
Walking in Gyeongbok palace (soju bottle,
sojucup, fridge magnet)
Hanyangdoseong(the Seoul City Wall) handkerchief
BUKCHON POST CARD SET
Seoullo license plate badge
PET TREE
Key ring to protect you
Seoullo city map postcard set
N SEOUL TOWER BRASS RULER
Seoullo 7017 Lollipop
Seoul Torism Story Graphic Puzzle (Seoullo 7017 Story)
Seoullo 7017 Petit Scarf Poly/silk (sky, green) ,
Twilly Scarf Poly/Silk (sky, green)
Seoul Landmark 10, Multi-purpose Box
Skyline of Seoul
Seoul shell memobox/Seoul shell memobox/
Danchung shell sumemopad/Refil memopad
Mother-of-pearl Bookmark
Korea Traditonal Couple Stick Magnet ver.1
Wind-bell - Roads in Seoul
Seoullo 7017 Coaster
Seoul City Wall Tattoo Stickers
Travel Carrier/
Travel Carrier Cover
Seoullo keyring (beech, arbor, Mpingo)
Hatch SEOUL
The fragrance of the road(Pop-up Card, Post
Card, Sticker)
Seoul Landmark_Spoon and Chopsticks Holder
Skyline of Seoul
Seoul Figure
Seoul Walkways Patterned Tape

- 創意领域

南山首尔塔螺钿笔记事本
首尔音乐之路-阿里郎,故乡之春, let it be
景福宫雕刻肥皂
"pop up city"首尔/"pop up city"首尔迷你本
首尔路7017靴子形橡皮擦铅笔组合
光化门广场亚克力立体景
螺钿智能激光指针
桌用文具组合(标志笔记本, 标志手册, 标志
铅笔组合, 标志橡皮擦, 标志书桌托盘3件,
标志手机支架)
"汉江自行车道”反光膜 T恤
"绿洲之城"首尔 景福宫路,洛山公园路,首尔
路7017,清溪川路,独立门道水杯
"精美”首尔20强包装纸
首尔路城市地图海报/明信片
首尔路7017涂色本
景福宫散步
(酒瓶, 酒杯, 冰箱磁贴)
汉阳都城手绢
北村明信片套
首尔路汽车牌照标志
宠物树
守护你的钥匙圈
首尔路都市地图明信片套
N首尔塔黄铜
首尔路棒棒糖
首尔观光故事图像拼图
首尔路7017小围巾涤纶/丝绸（天蓝色,绿
色）迷你围巾涤纶, 丝绸（天蓝色,绿色）
首尔10景多功能盒子
首尔的地平线
首尔贝壳记事本/首尔贝壳记事贴/丹青贝壳
手记便利贴/补充记事本
螺钿书签
韩国传统情侣磁贴
风景-首尔的道路
首尔路 2017杯托
首尔城外路纹身贴纸
德寿宫石墙路和月下女人行李箱/
行李罩
首尔路钥匙链(栗树,核桃树,音平鼓)
獬豸首尔
路上的香气
(弹出式卡片13种, 明信片, 贴画)
象征首尔的勺筷托
首尔的地平线
首尔模型
首尔路图案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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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RRIZE

길에 묻고 길은 답하고
우든 펜(샤프,볼펜)
이응이 패브릭 포스터
머그컵
북촌한옥마을 가랜드
한글 서울 너도 지금 읽고 싶니?
광화문과 세종대로
흔들흔들 광화문 수문군 아크릴 스탠드
서울 문화재 마그넷 시리즈
'서울로' 렌티큘러 자석
나무와 돌, 그리고 서울
정의로운 동물 해태
마포나루터 테마 앞치마
사인물 담요 시리즈
북촌 도자 한옥 소품
안녕, 한강부채
서울로의 발자취를 담다
함께 걷는 서울로 발찌, 목걸이, 귀걸이

Modernized Hanbok
Seoul Tourism Story Graphic Puzzle (Seochon
Sejong Village Story)
Seoullo 7017 Sticker book
Piece of Seoul
Haechi candle holder
ECOback with a point-pocket
Seoul Skyline Travel Slipper
Travel Dice for Seoul
Gyeongbokgung, ring
The seoul tae _scarf, fabric poster
Mother of pearl book mark
The Seoul City Wall Sticky memo pad
Fortress Wall of SEOUL Cleansing Soap SPRING,
SUMMER, FALL, WINTER
Walk & Talk
Wooden pen
Oioiooi fabric poster ( Seoul )
Cup
Bukchon hanok village garlend
Do You Want to Read Hangul Seoul?
Gwanghwamun & Seajongno
Swayingly Gwanghwamun gatekeeper acrylic stand
I Love Seoul series magnet
Lenticular magnetic ‘seoullo'
Harmony of wood, stone, and Seoul
Righteous animal - Heachi
Apron with theme of Mapo Ferry Terminal
Sign Blanket Series
Small Ceramic Hanok of Buckchon
Hi, Hangang paper fan
Resemble the footprints of Seoullo 7017
Walk together, Seoullo foot bracelet, necklace, earing

나만의 서울로 만들기 키트_ㅅ,ㅇ,ㄹ
나전 라운드 디지털 LED 탁상시계
담은 왕실메모지/담은 손거울
소서노 주얼리세트
서울로 다용도함
아이엠해치
서울 명소 투명엽서
민화링카드포켓 인사동
서울로7017 도자기 커피 용품(접시, 에스프레
소잔 세트, 머그잔, 커피 서버, 커피 드리퍼)
서울로 3단 병풍
나전 단품 777손톱깎이
우리가 걸었던 그 계절의 서울 길
한양도성 길잡이 목걸이
서울로 마스킹테이프

SEOULLO SEED KIT
Mother-of-pearl Round Clock
Dameun Royal Memopad/Dameun Royal Handmirror
Soseono jewelry set
Multi-purpose box to Seoul
I AM HAECHI
Seoul attraction transparent postcard
Folk ring card pocket / Insadong
SEoullo 7017 Coffee Drip Set (Supplies (plates,
espresso cups, mugs, coffee server, coffee drpper)
Seoul's street three-stage folding screen
Mother-of-pearl Single Item 777 Nail clippers
The seasonal route we walked on in Seoul.
Guide of Hanyaug castle
Seoullo Masking tape

워킹 한복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서촌 세종마을
이야기)
서울로 7017 스티커북
서울의 조각
해치 캔들 홀더
주머니가 포인트인 레오백
서울 스카이라인 여행용 슬리퍼
서울 여행 주사위
경복궁 반지
서울의 태,太 _스카프/서울의 태,太 _패브릭포스터
나전책갈피 시리즈
서울성곽길 접착식 메모지
한양도성 성곽비누 봄, 여름, 가을, 겨울

改良韩服
首尔旅游故事图拼图
(徐村世宗村的故事)
首尔路7017贴纸本
首尔雕塑
獬豸烛台
口袋为特点的LEO Bag
首尔地平线旅行用拖鞋
首尔旅行骰子
景福宫戒子
首尔的太- 围巾/布料海报
螺钿书签系列
首尔城郭路粘贴式 便笺.
汉阳都城城廓肥皂 春天, 夏天, 秋天, 冬天
在路上走路和说话
木制(自动铅,圆珠笔)
oioiooi 织物海报
马克杯
北村韩屋村花环
韩文首尔现在你也想看吗
光化门世宗大道
摇摇摆摆的光化门守门军亚克力台灯
首尔文物磁贴系列
"首尔路”柱面磁
树木石头还有首尔
正义动物獬豸
麻浦渡口主题围裙
标志毛毯系列
北村陶瓷韩屋装饰品
你好,汉江扇子
留下首尔路的足迹
刻首尔路文字的脚链/走在一起的首尔路项
链/走在一起的首尔路耳环
打造首尔路独有的商品 ㅅ,ㅇ,ㄹ
螺钿圆形数码LED台钟
皇室便笺/手镜
召西奴珠宝套装
首尔路多功能盒子
I AM 獬豸
首尔景点透明明信片
民间环卡袋仁寺洞
首尔路7017陶瓷咖啡用品(碟子, 浓缩咖啡
杯组合, 咖啡杯, 咖啡机, 咖啡壶)
首尔路3段屏风
螺钿单品777指甲刀
我们走过的那个季节的首尔路
汉阳都城向导项链
首尔路吉祥物胶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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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남산서울타워 나전노트

Namsan Seoul Tower Narce Note

南山首尔塔螺钿笔记事本

한국 전통공예기법인 나전칠기의 느낌이 살아있는 무지공책.

A plain notebook with a feeling of traditional
lacquerware, a traditional Korean craft technique. The
beauty of traditional lacquerware has been solved using
modern technology. I added a Korean feel to it using the
exposed
book binding method and the delicate off-white color.
The hard cover enhances durability and allows for 180 °
spreading.

韩国传统工艺技术的具有螺钿漆器感觉的空白页记事

전통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의 기술력을 사용하여 새롭
게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노출제본방식과 은은한 미색이 감도
는 내지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하드커버를
이용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180도 펼침을 가능케 해 편리함을
줍니다.

本。传统螺钿漆器之美用现代技术重新诠释。使用了
暴露装订方式和隐约的美色的内纸,增加了韩国风的感
觉.。利用硬壳提高耐用性,使180度展开更加方便。

MATERIALS
미색 모조지
Imitation vellum
米色模造纸

PRICE
18,000원(WON)
뉴월 스튜디오(백채원, 윤희주)
010-8794-6429, 010-8526-2534
100chae1@gmail.com

서울 음악의 길_아리랑, 고향의 봄, 렛잇비 Seoul Music Road_Arirang, Hometown Spring, Let it Be
한지로 만든 뮤직 박스(오르골)로 바닥의 태엽을 감으면 한지
통이 돌면서 음악이 연주되며 음악은 각각 아리랑, 고향의 봄,
let it be가 연주됩니다.

A music box made of Korean paper (music box) wrapped
around the bottom of the windbreaker, the music is
played by Hanjitong, and the music is played in Ariran,
Hometown Spring and Let it be.

首尔音乐之路-阿里郎,故乡之春, let it be
用韩纸制作的音乐盒(orgol),旋转底部的发条,韩纸盒就
会旋转,则各自演奏音乐阿里郎, 故乡之春, let it be。

MATERIALS
한지, 오르골 무브먼트
Hanji, music box movement
韩纸, 音乐盒

PRICE
28,000원(WON)
Craft factory(김지연)
010-8390-5733
jamsooo@daum.net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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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조각 비누

Gyeongbokgung Fragments Soap

景福宫雕刻肥皂

'경복궁 조각 비누'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인 경

‘Gyeongbokgung Fragments Soap’ is a set of four soaps
inspired by a famous Seoul landmark, Gyeongbokgung.
The proposed product comprises of four soaps, each
representing the basic architectural structures of
Gyeongbokgung – Bakseok, Matchum, Dancheong
and Giwa. The soaps’ delicate colors and shapes come
from Seoul’s regional colors and traditional elements
of Gyeongbokgung. The uniqueness of these soaps
will serve as a remembrance of the visitor’s peculiar
memories experienced in Seoul. ‘Gyeongbokgung
Fragments Soap’ is vegetable based soap containing
natural powders for soothing cleansing.

"景福宫雕刻肥皂"是象征着位于首尔市中心的代表性旅

팝업시티 서울
팝업시티 서울 미니북

POP-UP CITY SEOUL,

"pop up city"首尔

POP-UP CITY SEOUL, Mini Book

"pop up city"首尔迷你本

팝업시티 서울은 팝업 아트 엔지니어 김수현과 협업하여 광화

Working with pop-up art engineer Kim Soo-hyun, Pop-up City Seoul was
created by putting the famous sights in Seoul such as Gwanghwamun,
Namsan, Yeouido, Bukchon Hanok Village, Cheonggye Stream and Jamsil
on six spread-open pages. Whenever you open the pages, you can see the
three-dimensional landmarks in Seoul in a vivid manner. The names and
descriptions of the attractions are written in both English and Chinese. So, it
will be a good gift to foreign tourists visiting Seoul to remember the city.
(Mini Book)
It has been produced as a " pop-up city Seoul (mini-book) " that you can
see 12 landmarks including Sungnyemun, N Seoul Tower, Myeong-dong
Cathedral, Gyeongbok Palace, Gwanghwamun Square and Cheonggye
Stream at a glance. This compact size fits all in one hand, and is easily
carried in a hard case. It folds into an accordion style, giving you a panoramic
view of the sights in Seoul. It is a three-dimensional pop-up book to enjoy
beautiful Seoul on both sides of the book.

"pop up city"首尔与 “pop up art”艺术工程师金秀贤

복궁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입니다. '경복궁 조각 비누'는 경복
궁의 기본 건축 요소 4가지(박석, 맞춤, 단청, 기와)를 상징하는
비누 조형물로 1세트를 이룹니다. 경복궁 고유의 색과 형태를
닮아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을 쉽게 떠올리고 오랫동안 기
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복궁 조각 비누'는 천연 분말과 기능성 오일을 함유하여 노
화방지, 잡티제거, 보습효과 등의 효능이 있어 생활필수품으로
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조형미, 색, 향기가 좋아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游景点景福宫。象征景福宫的基本建筑要素（薄石,定
制,丹青,瓦片)的肥皂造型物1套。"景福宫雕刻肥皂"与景
福宫固有的颜色和形态相似,帮助游览首尔的游客容易
想起首尔,长久记住首尔。
"景福宫雕刻肥皂"含有天然粉末和功能性精油, 具有防
止老化, 去除斑痕, 保湿效果,作为生活必需品也毫不逊
色。并且造型美,颜色香,还可以用作芳香剂。

MATERIALS
천연비누
Soap
天然香皂

PRICE
낱개 : 17,250원(WON)
세트 : 69,000원(WON)
스튜디오 OHK(오승태)
010-4028-5617
info@studio-ohk.com(김미소)

문, 남산, 여의도, 북촌한옥마을, 청계천, 잠실 등 서울의 명소
들을 6면에 담아 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입체적
으로 표현된 서울의 랜드마크들을 생동감있게 보여줍니다. 명
소의 이름과 설명은 영문과 중문으로 되어있어 서울을 방문
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선물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미니북)숭례문, N서울타워, 명동대성
당, 경복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랜드마크 12곳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팝업시티 서울(미니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 손
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로 하드케이스 안에 들어 있어 간편
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 형식으로 접혀 있어 서울
명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집니다. 책 양면으로 아름
다운 서울을 감상할 수 있는 입체 팝업북입니다.

合作,将光化门, 南山, 汝矣岛, 北村韩屋村, 清溪川, 蚕室
等首尔的景点制作6个版面。打开每一张会生动地展现
出立体感的首尔标志。景点的名字和说明由英文和中文
文字,对于来首尔旅游的外国游客来说,这将成为回忆首
尔的好礼物。
(迷你本)崇礼门, N首尔塔, 明洞大圣堂, 景福宫, 光化门广
场, 清溪川等12处标志制作成一眼就能看到的"Pop up
City首尔(迷你本)"。手掌心大小的迷你尺寸,放在硬保护
壳里方便携带。手风琴状折叠式制作,首尔名胜的景点
仿佛像全景画,是可以两面欣赏美丽首尔的立体自动弹
跳本。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60,000원(WON)
미니북 : 15,000원(WON)
양지사(대표 : 이현 / 디자이너 : 김수현)
010-8750-3292
jwkim@yangjisa.com(김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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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장화 지우개 연필세트

Seoullo 7017 Boots Eraser and Pencil Set

首尔路7017靴子形橡皮擦铅笔组合

서울로 영문 로고타입의 소문자 'L'의 형태로 만든 지우개와

A set of erasers and pencils made in the form of a
lowercase letter 'L' of English logotype 'Seoullo'. An
eraser that can be inserted into a pencil protects the
tip when carrying a pencil, and is used as an eraser
by inserting it into the end of a pencil when writing. In
addition, when the eraser and pencil are combined, they
can stand by themselves.

首尔路英文标识的小写"L"字形橡皮擦和铅笔组合,插在

광화문 광장 아크릴 디오라마

Gwanghwamun square acryl diorama

光化门广场亚克力立体景

광화문 광장 아크릴 디오라마, 구성-아크릴 한 장에 광화문

"Acrylic Diorama of Gwanghwamun Square"
Composition – Gwanghwamun Square, 10 guards,
the king, the queen and two Haechi imaginary
animals on a piece of acrylic
Specification – UV print on a 2-T acrylic board,
100% domestically made”

光化门广场的亚克力立体景

연필 세트. 연필에 꽂을 수 있는 지우개는 연필을 휴대할 때
심을 보호 할 수 있고, 글씨를 쓸 때 연필의 끝부분에 끼워서
지우개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우개와 연필을 결합하였을 때
는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铅笔上的橡皮擦可以保护铅笔芯,写字时可以插入铅笔
的末端可作橡皮擦用。而且,橡皮和铅笔结合时,可以自
己站立。

MATERIALS
고무, 나무, 흑연
Rubber, wood, graphite
橡胶, 木材, 石墨

PRICE
2,000원(WON)
아몬드 스튜디오(조수아)
010-9986-7544
shua.almond@gmail.com

광장, 수문군10명, 임금, 중전, 해치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양-2T 두께의 아크릴에 평판 UV인쇄를 한 상품으로 100%
국내제작입니다.

构成-一张亚克力板上有光化门广场, 守门军10名, 皇帝,
皇后, 獬豸2个。
规格-2T厚度的亚克力上进行平板UV印刷的商品,100%
的国内制作。

MATERIALS
아크릴
Acryl
压克力

PRICE
18,500원(WON)
카우박스(김우선)
010-8756-8125
woo7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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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 스마트 레이저포인터

Mother-of-pearl smart laser pointer

螺钿智能激光指针

우리나라의 나전칠기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칠공예 기술에

Korean najeonchilgi [lacquerwork inlaid with mother-ofpearl] is a famous product which combines the lacquer
technology 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the technology
of inlaying mother-of-pearl in which shell is cut into small
sizes, and they are inlaid into the lacquer. The elaborate
technology of cutting mother-of-pearl into specific patterns
called 'jureumjil' was admired by the Chinese. The product
introduced here is based on the elaborate 'jureumjil', and is
the work where mother-of-pearl was beautifully inlaid on
multi-function laser pointer. You can use USB or ball-point
pen instead of laser pointer. You can inlay various kinds of
logo and words into pointer with laser.

韩国的螺钿漆器是通过在长久以来积累的漆工艺技术上

조개패를 잘게 썰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는 정교한 나전
기술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명품입니다. 특히, 주름질이라 칭
하는 나전을 모양대로 오려내는 기술은 중국도 감탄한 기술입
니다. 본 출품작은 우리나라의 정교한 주름질에 기반하여 서
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를 다기능 레이저포인터에 나전으
로 곱게 새겨넣은 제품으로 레이 저포인터 외에 USB와 볼펜
으로도 사용가능한 제품입니다. 포인터에 레이저로 여러 가지
로고나 문구를 새길 수 있습니다.

将贝壳切碎,刻上美丽图案的精致螺钿技术结合而成的
名品,特别是被称为褶皱的螺钿剪切有形状的技术中国
也感叹不已。本展示品以韩国精致褶皱为基础,将首尔
标志"N首尔塔"用螺钿雕刻在多功能激光指针上,除激光
指针外,还可用作USB和圆珠笔。可在指针上用激光刻印
各种标志或字句。

MATERIALS
천연자개,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건전지
Natural mother-of-pearl, plastic, stainless steel, battery
天然珍珠母, 塑料, 不锈钢, 电池

PRICE
50,000원(WON)
주식회사보보크래프트(최윤형)
010-3907-7576
vovokorea@naver.com

탁상용 문구 세트
'흔적' 노트
'흔적' 수첩
'흔적' 연필 세트
'흔적' 지우개
'흔적' 데스크 트레이 3종
'흔적' 핸드폰 거치대

'Signature' stationary and desk accessory set

桌用文具组合

'Signature' Note

标志笔记本

'Signature' facebook

标志手册

'Signature' pencil set

标志铅笔组合

'Signature' eraser

标志橡皮擦

'Signature' desk tray 3 set

标志书桌托盘3件

'Signature' handphone tray

标志手机支架

흔적_탁상용 문구세트는 노트2권, 수첩2권, 연필3p세트, 지우

Signature_ stationary and desk accessory setNote2p,
Pocketbook2p, Pencil3p set, Eraser, Desk tray 3set,
Phone Tray

标志-桌用文具套2本, 手册2本, 铅笔3p套, 橡皮擦, 书桌

개, 데스크트레이3종, 핸드폰거치대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입
니다.

托盘3件, 手机支架构成的组合商品。

MATERIALS
종이, 나무, 고무, 흑연
Paper, Wood, Rubber, Black lead
纸, 木材, 橡胶, 黑铅

PRICE
세트 : 143,000원(WON)
노트 : 10,000원(WON), 수첩 : 7,000원(WON), 연필세트 : 5,000원(WON), 지우개 : 1,000원(WON)
데스크트레이 3종 : 90,000원(WON), 핸드폰거치대 : 30,000원(WON)
아트웍스그룹(이용일)
010-7727-6170
myfishno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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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 길'반사 필름 티셔츠 Reflective Film Graphic T-shirts - ‘Han-River Cycle Lane’ “汉江自行车道”反光膜 T恤
환경미화원분들의 유니폼에 안전을 위해 활용되는 재귀반사
소재로 뒤에는 한강 자전거길을, 앞에는 반포대교를 표현했습
니다. 이 티셔츠는 야간 자전거라이딩이나 보행시 시인성을
확보해주어 안전사고를 예방해줍니다. 관광객은 이 티셔츠를
입고 따릉이를 타고 서울을 여행할 것이며 자국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한강공원들과 서울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한강 자전
거길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I used the retroreflection materiel that is used in waste
collector’s uniforms to visualize the bicycle roads of the
Han River on the back of the shirt and Banpo-Bridge
on the front of the shirt. This shirt will procure clear
visibility while people ride or walk at night preventing
accidents from occurring. Tourists that purchase this
shirt will tour around Seoul while riding “DDa Reung e”.
Once they return home they will talk about the Grand
Han River bicycle roads that runs through the heart of
Seoul and the beautiful parks of the Han river.

环境美化员的工作服上为安全使用的返乡反射材料,后
面是汉江自行车道,前面是盘浦大桥。该T恤在夜间自行
车骑行或步行时可确保其可视性,预防安全事故。游客
将身穿该T恤,骑公共自行车去首尔旅行,并就返回本国后
对美丽的汉江公园横穿首尔的汉江自行车道进行交谈。

MATERIALS
면, 반사필름 T/C
Cotton, reflective film T-shirt
棉质, 反光膜T恤

PRICE
30,000원(WON)
노는애들(장윤석)
010-5588-5419
yoonseok5419@gmail.com

오아시스 오브 서울 경복궁길, OASIS OF SEOUL, GYEONGBOKGUNG, "绿洲之城"首尔 景福宫路，洛
NAKSAN, AROUND 7017, CHEONGGYECHEON, 山公园路，首尔路7017，清溪
낙산공원길, 서울로7017,
DONGNIMMUN BOTTLE
川路,独立门道水杯
청계천길, 독립문길 보틀
오아시스 오브 서울 보틀 시리즈는 서울의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관광명소와 물을 채울 수 있는 음수대를 감각적인 일러
스트로 담아낸 트라이탄 보틀입니다. 트라이탄은 환경호르몬
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차가운 음료와 뜨거운 음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속뚜껑이 있어 많은 양의 음료가 쏟
아지는 것을 방지하며,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에도 간
편합니다.

The Oasis of Seoul Bottle Series is a collection of tritan
water bottles painted with sensible illustrations of the
tourist attractions and water fountains we encounter while
walking Seoul’s streets. lined. The bottles are made with
tritan; a BPA-free plastic, so they can hold both cold and
hot beverages without emitting environmental hormones.
The inner lid prevents large amounts of beverages from
spilling, and the bottle is light and compact to carry around
easily.

"绿洲之城"首尔水水杯系列是将在首尔路上见到的旅游
景点和可充水的饮水台，用感性的插图制成运动水杯，
特里坦水杯采用不产生环境荷尔蒙的环保材质,可同时
使用冷饮和热饮，配有内盖,防止大量饮料倾泻,轻便、
体积小、便于携带。

MATERIALS
본체 : 친환경 트라이탄 / 뚜껑: PP
Body: Eco-friendly Tritan / lid: PP
身体：环保型Tritan /盖子：PP

PRICE
9,000원(WON)
도트윈스튜디오(박재형)
010-7749-5653
jaehyung.tw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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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겼다! 서울 20 랩핑북

Hot place seoul 20, Wrapping Book

“精美”首尔20强包装纸

잘 생겼다 서울 20에 선정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건축적
요소들을 패턴 일러스트로 작업하여 랩핑북으로 제작하였
습니다.

"I worked on pattern illustrations with Architectural elements
centered on selected landmarks in Seoul 20 and made them into
wrapping books."

“精美”的首尔第20强标志为中心,建筑要素以图案插
图制作了包装纸。

MATERIALS
모조지
Vellum paper
模造纸

PRICE
16,000원(WON)
6620디자인 (김소현, 오희경)
010-9263-1912, 010-9984-7293
winnehappy@naver.com

서울로 씨티 맵 포스터 / 엽서 Seoullo city map poster / postcard
'seoullo 7017'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도면으로 보여주는
도시맵 인테리어 포스터/엽서 로 'seoullo7017'의 역할과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명소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
스터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품으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seoull 7017'과 유
사한 점이 많습니다.

" Seoullo 7017 " means a lot in itself, but it also has a
greater value in terms of stimulating vitality around
Seoul Station, communicating broken downtown and
connecting region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whole region that is connected around ‘Seoullo 7017’ is
an organism and a content.

首尔路城市地图海报/明信片
"seoullo 7017"为中心的整个地区以地图展示的都市装
饰海报/明信片。"seoullo7017"的作用和位置为基础,还
介绍周边的景点。海报作为室内装修中使用最多的道
具,为空间注入活力,持续特点来看与"seoull 7017"有很
多相似之处。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띵스디자인 (양재욱)
010-4762-1570
wo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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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컬러링북

Seoullo 7017 coloring book

首尔路7017涂色本

Long Seoullo 7017 in a drawing illustration. This long
coloring book features a coloring book on the front and
the 2019 calendar on the back.

把长长的首尔路7017插图绘画方式展示出来,做成长形

경복궁 산책(술병)
경복궁 산책(술잔)
경복궁 산책(냉장고자석)

Walking in Gyeongbok palace (soju bottle)

景福宫散步(酒瓶)

Walking in Gyeongbok palace (sojucup)

景福宫散步(酒杯)

Walking in Gyeongbok palace ( fridge magnet )

景福宫散步(冰箱磁贴)

경복궁의 전통문양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술병입니다. 핸드페

This ceramic is with a traditional pattern of Gyeongbok
palace. Hand painted porcelain product with decorated
with blue pattern and gold.

是印有景福宫传统纹样的陶瓷酒瓶。手工彩绘陶瓷,蓝

서울로 7017의 긴 길의 모습을 드로잉 일러스트로 표현했습
니다. 그리고 긴 형태의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앞면은 컬러
링북, 뒷면은 내년 2019년 캘린더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

状的涂色本,正面是涂色本,背面是2019年挂历。

니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3,0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010-5448-8630
skyjoon1000@hanmail.net

인팅 도자기 제품으로 파란색 패턴이 들어 간 부분은 입체감
이 있게 작업되어 있어 문창살이나 돌담을 직접 만질 때의 입
체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 준 도자기 상품입니다. 술
병은 꽃병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복궁의 전통문양이 그려져 있는 술잔입니다. 술병과 같이
셋트로 사용하실수 있는 술잔으로 올록볼록한 입체감이 만지
는 재미가 있는 술잔입니다.

This ceramic is with a traditional pattern of Gyeongbok
palace. Hand painted porcelain product with decorated
with blue pattern and gold.
This ceramic is with a traditional pattern of Gyeongbok
palace. Hand painted porcelain product with decorated
with blue pattern and gold.

色图案部分具有立体感,可直接触摸门窗或石墙时感受
到立体感。并用镀金装饰增添高级感的陶瓷商品。酒瓶
也可以作为花瓶使用。
是画有景福宫传统纹样的酒杯。可与酒瓶一起作为组合
使用的酒杯,拥有凹凸有致的立体感,是一款具有趣味的
酒杯。
是画有景福宫传统纹样的冰箱磁贴。

경복궁의 전통문양이 그려져 있는 냉장고 자석입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문빔(문유경)
010-4709-6087
dbrud4561@naver.com

PRICE
술병 단품 : 250,000원(WON), 세트(4ea) : 950,000원(WON)
술잔 단품 : 60,000원(WON), 세트(4ea) : 228,000원(WON)
냉장고자석 단품 : 30,000원(WON), 세트(4ea) : 114,000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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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손수건

Hanyangdoseong(the Seoul City Wall) handkerchief

汉阳都城手绢

가공되지 않은 면에 서울의 고지도인 <도성도都城圖>를 친환

Because the cloth, made with the image of "DoSungdo",
is digitally printed on the raw cotton with eco-friendly
ink, even people having sensitive skins can wipe up over
their skins without irritation. It would be great substitute
for tissue paper or wet wipes.

在未被加工的表面,使用绿色墨水印上首尔古地图《都

북촌 엽서 세트

BUKCHON POST CARD SET

北村明信片套

북촌의 한옥풍경으로 대표할 만한 컷들을 펜화 드로잉 위에

Buckchon's representative 10 sceneries Post Card Set
is made for foreigners which are drawn with pen and
colored with color pencils.

代表北村韩屋风景的插图在笔画上彩绘的10张图,针对

경 잉크를 사용하여 디지털프린팅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피부에 자극 없이 땀이나 이물질을 닦을 수 있습니
다. 한양도성 산책길에 휴지나 물티슈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
다.

城城图》。从儿童到成年人,可以无刺激地清洗汗水或异
物,汉阳都城散步路上可代替纸和湿巾使用。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10,000원(WON)
심프리(김미정)
010-6308-5808
simplyred80@naver.com

컬러링을 한 10컷의 그림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엽서 세트
로 제작한 것입니다.

外国人制作的明信片套。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0원(WON)
세라믹솔(이혜경)
010-9175-2624
hcyoon@daejin.ac.kr(윤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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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자동차 번호판 뱃지

Seoullo license plate badge

首尔路汽车牌照标志

'서울로 자동차 뱃지'는 서울의 차량번호판 이미지를 가져와

Seoullo license plate badge' is a design badge made
by using the car number of 7017, which is the title to
Seoullo, which took the image of the license plate of
Seoul. Depending on the design, it’s made of black
nickel plated and gold plated. It has become a pin shape
that can be put on bags and clothes as three colors.
This badge is fixed on the card. On the back of the card,
ther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the Seoul
highway.

"首尔路汽车标志"是把首尔的车牌形象以首尔路的标题

펫 트리

PET TREE

宠物树

서울로7017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나무와 화분의 미니어처를

I have reconstructed the miniature of impressive
trees and pollen that I saw in Seoul in 7017 through
a design interpretation. The flowerpot is made of
gypsum fragrance by adding fragrance to Seoul, so
that memories, fragrances and models of Seoul can be
enjoyed on my desk.

在首尔路7017上看到的印象深刻的树木和花盆的迷你

서울로의 타이틀인 7017을 자동차번호로 사용하여 제작된 디
자인 뱃지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흑니켈, 금니켈 금속으로 제
작되었습니다. 3가지 색상으로써 가방이나 옷 등에 달 수 있
는 핀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뱃지는 카드에 고정되어 제
공됩니다. 카드 뒷면에는 서울 고가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
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017车牌号设计的徽章。由黑镍, 金镍, 金属制成,3种颜
色的别针形状可以别在包或衣服上,这个徽章固定在卡
上提供。卡背面是简单说明首尔高架历史内容。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PRICE
7,000원(WON)
이창석, 김도영
010-4511-9469, 010-3005-5082
ehdud000@gmail.com
benzitt@naver.com

디자인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화분은 석고 방향제
로써 서울로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향을 추가하여 서울로의 추
억과 향 그리고 모형까지 내 책상에서 즐길 수 있게 제작하였
습니다.

模型,通过设计分析重新构成。花盆由石膏芳香剂,添加
了能够感受到首尔香气的香味,将首尔的回忆和香气以
及模型设计能在自己的书桌上感受到。

MATERIALS
폴리우레탄, 석고
Polyurethane, Plaster
聚氨酯, 石膏

PRICE
13,000원(WON)
이흥환, 이한울
010-9935-9799, 010-9396-1155
xyzwv@naver.com
gkgk09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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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켜줄 열쇠고리

Key ring to protect you

守护你的钥匙圈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소방관을 일상에서 다시 기억하고 만
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멋을 위한 소비가 누군가의
일상 그리고 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We can remember the firefighter who keeps our daily
life again in our daily life. Consumption for today's
fashion comes back as part of someone's daily routine
and my daily routine.

可以再次相见日常生活中守护我们的消防员。我们今天
为了时尚消费的将回到某些人的日常生活和自己日常生

서울로 씨티 맵 엽서 세트

Seoullo city map postcard set

首尔路都市地图明信片套

'seoullo 7017'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도면으로 보여주는

Based on ‘Seoullo 7017’, it is a city map postard set(7ea).
that shows the entire area in drawing, and introduces
nearby attractions based on the role and location of
‘Seoullo 7017’.

这是以" 首尔路7017"为中心,用图纸展现整个地区的城

活中。

MATERIALS
금속
Metal
金属

PRICE
17,000원(WON)
레오(이승우, 김민선)
010-6756-7788, 010-2975-3806
enactusreo@gmail.com(김민선)

도시맵 엽서세트(7종)입니다. 'seoullo7017'의 역할과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전체를 'seoullo7017'을 중심으로 분할하여 확
대한 엽서세트 로 단절된 도시의 소통을 보여줍니다.

市地图明信片套(7种). 以" 首尔路7017"的作用和位置为
基础,将整个地区以"首尔路7017"为中心划分扩大的明
信片套装,展现中断的城市间的沟通。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낱개 : 1,000원(WON)
세트 : 5,000원(WON)
띵스디자인(양재욱)
010-4762-1570
wo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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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N 서울타워 황동자

N SEOUL TOWER BRASS RULER

N首尔塔黄铜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서 빛나고 있는 랜드마크 N서울타워의

N SEOUL TOWER BRASS RULER is a stationary tool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in everyday life to commemorate
the apperance of Landmark N s\Seoul Tower shining in
the center of Seoul

纪念在首尔最中心闪耀的标志N首尔塔的形象,是可日常

서울로 롤리팝

Seoullo 7017 Lollipop

首尔路棒棒糖

서울로의 풍경을 사탕 안에 담았습니다. 보기에 예쁘고, 맛

This Seoullo Lollipop contains beautiful nature of
the new trail, Seoullo. People can walk in natural
environment and eat this candy. Visitors feel more
pleased with eating and walking.

把首尔的风景融入到糖果中。吃着又漂亮,又好吃的糖

모습을 기념하고 일상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아이템입니다.

实用使用的文具商品。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16,000원(WON)
하나두리(이두리, 이하나)
010-9023-0022
hello@hanaduri.net

도 좋은 사탕을 먹으면 서울로의 산책이 더욱 즐거워 질 것
입니다.

果,首尔路散步将会更开心。

MATERIALS
이소말트, 전분
Isomalt, starch
異麥芽酮糖醇, 淀粉

PRICE
1,500원(WON)
키스토끼(천여주)
010-8583-4611
guguda13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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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 Seoul Torism Story Graphic Puzzle 首尔观光故事图像拼图
(Seoullo 7017 Story)
(首尔路7017的故事)
(서울로 7017 이야기)
본 제품은 종이로 제작된 직소퍼즐로써 손으로 퍼즐을 맞추며
손의 근육과 사고력, 집중력, 공간 지각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
다. 배경으로는 스토리그래픽으로 서울의 명소인 서울로7017
을 표현하여 완성 시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간접적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 is a Jigsaw puzzle made out of paper
which is able to train hand muscles, thinking power,
concentration, and spatial awareness by completing
the puzzle with hands. The background image is Story
Graphic that describes Seoullo7017 which is a famous
landmark of Seoul. It is available to see tourist attraction
indirectly upon completion.

本商品是用纸张制成的拼图,用手拼接拼图,可训练手部
肌肉, 思考能力, 集中力, 空间知觉能力。背景是通过故
事图像展现首尔路7017,完成时能间接地和该地区的景
点相见。

MATERIALS
하드보드지
Hard board paper
硬板纸

PRICE
8,000원(WON)
엑스포콘텐츠플랫폼(양서정)
010-5103-5048
x4contents@x4contents.com (권민혁)

서울로 7017 쁘띠 스카프 폴리 / 실크 (스카이, Seoullo 7017 Petit Scarf Poly/silk (sky, 首尔路7017小围巾涤纶/丝绸（天蓝色,绿
그린), 트윌리 스카프 폴리 / 실크 (스카이, 그린) green) , Twilly Scarf Poly/Silk (sky, green) 色）迷你围巾涤纶, 丝绸（天蓝色,绿色）
'서울로 7017'과 함께 스타일리쉬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푸른 식물들이 가득한 도시 속 수목원이 연상되는 서울로
7017을 담은 패션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속 4개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은 각 기 다른 시선에서 바라 본 '서울로'를 디자인
했습니다. 서울로를 건물 위에서 바라 봤을 때 원형 모양 화
분의 불규칙한 모습을 모티브로 도트무늬 같은 경쾌한 느낌
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시민들이 걷는 모습을 일러스
트로 담아 아기자기한 느낌과 다양한 사람들과 각 자 다른 목
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는 재미를 줍니다. 목이
나 손목에 매듭을 지어 스타일링 했을 때, 모서리 마다 각 다
른 느낌으로 착용 가능합니다.

Make your stylish daily life with 'Seoullo7017' This is a
fashion scarf with Seoullo7017that reminds us of the
arboretum filled with green plants in the city. When you
styled it with making a knot on your neck or wrist, you can
wear it with a different feeling depending on each corner of
it. There are two parts in the scarf that designed 'Seoullo'
from difference perspectives. We gave a light impression
like a dot pattern with a motif of using the irregular shape
of the circular flower pot when we looked over Seoullo
from the top of the building. And, it gives you fun to look at
people who are going to different destinations and a variety
of people as well as a charming feeling by putting a citizen
walking from a distance as an illustration.

与"首尔路7017"一起成为时尚日常。联想起有很多绿色
植物的城市中的树木园首尔路,是印7017的时尚围巾。
围巾分为四个部分,设计为从各不同视线中看到的"首尔
路",在建筑物上俯瞰首尔路时,以圆形花盆的不规则模样
为图样,带来圆点状的轻快感觉。远处用插图来展示市
民们行走的样子给人协调的感觉,各自奔前程的人们的
样子使人看得津津有味. 在颈部或手腕上打结搭配时,每
个边角都可以穿出不同的感觉。

MATERIALS
실크, 폴리에스테르
Silk, polyester
丝绸, 涤纶

PRICE
쁘띠 스카프 폴리 22,000원(WON), 실크 43,000원(WON)
트윌리 스카프 폴리 17,000원(WON), 실크 35,000원(WON)
무늬무(김지수)
010-9018-7615
munui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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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10경 다용도 함

Seoul Landmark 10, Multi-purpose Box

首尔10景多功能盒子

소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자개함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

It is a mother-of-pearl that can hold precious things. It
is a space art where beauty is outstanding regardless of
the seat. The natural mother-of-pearl lacquerware is a
modern sense and design, made by craftsmen is a gift
from Korea.

能装贵重物品的螺钿. 无论在哪个位置,都能看到美丽的

도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예술입니다. 나전칠기의 천연자
개를 현대적인 감각과 디자인으로, 장인이 만든 한국의 선물
용품 입니다.

空间艺术。螺钿漆器的天然贝壳是匠人以现代感觉设计
制作的韩国礼品。

MATERIALS
천연자개, MDF, 우레탄, 우단
Natural mother-of-pearl, MDF, urethane, velvet
天然珍珠母, 中密度纤维板, 聚氨酯, 天鹅绒

PRICE
56,000원(WON)
나전코리아(이강수)
010-5243-5757
mskorea71@hanmail.net

서울의 Skyline
낮에는 깔끔한 캔버스액자, 밤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야경
을 감상할 수 있는 무드등입니다. 터치로 on/off 기능을 하며
꺼 놓았을 때는 블랙 하늘에 심플한 달이 보이고, 켜놓았을 때
는 서울의 멋진 타워와 명소의 실루엣들을 LED 달빛을 통하
여 볼 수 있고 달 주변에 광섬유 별도 반짝이게 됩니다. 낮과
밤에 하나의 액자이지만 다른 느낌, 다른 그림으로 보는 이들
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LED와 광섬유를 이
용해 전력소모가 적기 때문에 건전지 타입으로 만들었으며 전
기선이 없어 공간 제약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인테리어
할 수 있어 자신있게 활용도와 실용성, 심미성을 겸비한 상품
이라 볼 수 있습니다.

Skyline of Seoul
A clear canvas frame during daytime and a mood lamp
that shows a Seoul skyline and a night view of Seoul
in nighttime. A touch can turn on and off the product.
When turned off, a simple moon is seen in the black
sky. When you turn it on, you can see cool towers and
sights of Seoul through LED moonlight, and optical
fiber stars twinkle around the moon. This frame makes
you feel different in the day and night, but stimulates
people’s curiosity and imagination with different feelings
and pictures. Since its LED and optical fiber save users
electric power, it is powered by batteries. Since this
produce is devoid of electric wires, anyone can easily use
it as an interior item anywhere without space limitation.
Thus, this product combines utility, practicality and
aesthetic very well.

首尔的地平线
白天是帆布相框,夜晚欣赏到首尔地平线盒夜景的小夜
灯 。 触摸开关,打开时看见黑天上的月牙,关掉时通过
LED月光看到首尔的壮观塔和景点的轮廓,月亮周围也会
出现光纤特别闪亮。虽然是同一个相框,但是白天和夜
晚给人不同感觉,不同的画面,带来好奇心和想象力。利
用LED和光纤,耗电量少,采用电池形状,无需电线,不受空
间限制,任何人都可以随时随地地进行装饰,是拥有灵活
度, 实用性和审美感商品。

MATERIALS
광섬유, LED, MDF
Optical fiber, LED, MDF
光纤, LED, 中密度纤维板

PRICE
35,000원(WON)
이수연
010-2763-6902
eetwo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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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개메모지
서울 자개메모함

Seoul shell memo pad

首尔贝壳记事本

Seoul shell memo boc

首尔贝壳记事贴

단청 자개 수메모지
리필 메모지

Danchung shell Su memo pad

丹青贝壳手记便利贴

Refil memo pad

补充记事本

서울의 숭례문을 비롯한 건축물과 현대의 건축물들을 자개로

It is a souvenir designed to use traditional techniques to
cut and cut the buildings and modern buildings of Seoul
including Sungnyemun.

利用贝壳剪裁粘贴首尔崇礼门等建筑物和现代建筑的传

The symbolic buildings and cultural assets of Seoul are
patterned and expressed in the mother-of-pearl. Seoul
to create a mother-of-pearl color and cutt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mother-of-pearl Designed
as stationery for everyone.

将首尔的象征建筑和文化遗产模式化后展现在贝壳上。
采用贝壳色感和切削工艺打造首尔,以传统贝壳技法谁

Digital prints on mother-of-pearl to enhance the color
and quality of mother-of-pearl and high-resolution
It is a souvenir that can express images and refill with
post-it.

在贝壳上数码印记,增加色彩感,展现贝壳的品格和高清

The high-resolution printing was done on the memo pad
by transfer printing.
It can be used as a post-it note or a memo pad.

在留言板上做高清晰度的转移印刷,普通内纸和便利贴

오려서 붙이는 전통기법을 응용한 문화를 디자인한 기념품입
니다.
서울의 상징 건물과 문화재를 패턴화하여 자개에 표현하였습
니다. 자개의 색감과 절삭 기법으로 서울을 만들어서 전통의
자개기법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문구용품으로 디자인 하였습
니다.
자개에 디지털인쇄를 하여 색감을 높여서 자개의 품격과 고해
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해 내며 포스트잇으로 리필이 가능한 기
념품입니다.
메모패드에 전사인쇄를 고해상도 인쇄를 하였으며 일반내지와
포스트잇으로 자개메모지의 리필지나 메모지로 사용합니다.

统技法设计的文化纪念品。

都可使用的文具用品。

晰度的形象,是可替换为便利贴的纪念品。

可用在补充纸或便签。

MATERIALS
서울 자개메모지 : 자개, 알루미늄, 메모지
서울 자개메모함 : 알루미늄, 자개, 메모패드
단청 자개 수메모지 : 자개, 알루미늄, 포스트잇
리필 메모지 : 메모패드
Seoul shell memo pad: Mother-of-pearl, aluminum, memo pad
Seoul shell memo box: aluminum, Mother-of-pearl, memo pad
Danchung shell Su memo pad: Mother-of-pearl, aluminum, post-it
Refil memo pad: memo pad
首尔贝壳记事本 : 珍珠母, 铝, 记事本
首尔贝壳记事贴 : 铝, 珍珠母, 记事本
丹青贝壳手记便利贴 : 珍珠母, 铝, 报事贴
补充记事本 : 记事簿

PRICE
서울
서울
단청
리필

자개메모지 : 28,000원(WON)
자개메모함 : 68,000원(WON)
자개 수메모지 : 18,000원(WON)
메모지 : 9,000원(WON)

신도상사(이희연)
010-5286-1457
lyeo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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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 책갈피

Mother-of-pearl Bookmark

螺钿书签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이 있듯이,

People make books, and books make people. Reading
makes one's own identity. Mother of Pearl book mark
is the tourist cultural product for making readers more
comfortable and valuable.

读书是'人出书,书造人。"就像名言一样形成自己的本质,
螺钿书签是让读书人更加方便, 更有价值的旅游文化商

한국전통 커플스틱자석 ver.1

Korea Traditonal Couple Stick Magnet ver.1

韩国传统情侣磁贴

조선시대의 유려하고 아름다운 전통복식을 표현하고, 디아섹

A magnet developed by Diaseck technique, expressing
beautiful and beautiful traditional doubles from the
Joseon Dynasty. A tour souvenir magnet for tourists
visiting Korea to preserve the image of Seoul

展现朝鲜时代的柔美传统服饰,用Diasec工艺开发的磁

독서는 나만의 정체성을 형성해줍니다. 나전 책갈피는 책을
읽는 이를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관광·문화
제품입니다.

品。

MATERIALS
천연자개, 크롬도금, 수매듭
Natural mother-of-pearl, chrome-plated, knot
天然珍珠母, 镀铬, 结

PRICE
8,000원(WON)
성협공예(채성순)
010-8762-0783
2265-0781@hanmail.net (김정일)

공법으로 개발한 자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서
울에 대한 이미지를 간직하며 추억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자
석입니다.

贴,给访问韩国的游客保留对首尔的印象,是值得回忆的
旅游纪念品。

MATERIALS
아크릴, 자석
Acrylic, magnet
亚克力, 磁铁

PRICE
7,000원(WON)
주식회사두버디(임민수)
010-3933-0331
admin@dobuddy.co.kr(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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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 서울의 길

Wind-bell - Roads in Seoul

风景-首尔的道路

풍경소리가 들리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리를 담는 풍

They say good luck comes when they hear the sound of
the scenery. We have drawn the great symbol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on the landscape that represent
sound. The representative symbols of the past and
present co-existing are represented in a clean sketch
image.

听到风景声就会带来福气,将首尔路代表性的过去和现

서울로 7017 잔받침

Seoullo 7017 Coaster

首尔路 2017杯托

서울로 7017의 상징으로 만든 코르크 잔받침입니다.

Cork cup coaster symbolizes the SEOULLO 7017
SKYGARDEN

首尔路7017的象征软木杯托。

경에 서울 길의 대표적인 과거와 현재의 상징물을 하나의 풍
경에 담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깔끔한 스케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在的象征物融于一个风景之中. 把过去与现在共存的首
尔代表性象征物以简洁的速写图展现。

MATERIALS
도자기, 매듭
Ceramics, knot
陶瓷, 结

PRICE
23,000원(WON)
이원희
010-2274-5306
wal552@naver.com

MATERIALS
코르크
Cork
软木

PRICE
3,000원(WON)
이충연
010-5197-1767
justtap@nate.com

38

���6�������.indd 38

2018-11-27 �� 2:41:32

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성곽길 타투 스티커

Seoul City Wall Tattoo Stickers

首尔城外路纹身贴纸

서울 성곽길의 풍경을 담은 타투 스티커. 합리적인 가격에, 쉽

Seoul City Wall temporary water transfer tattoo sticker
set. Anyone can easily get cute tattoos on the body with
a reasonable price! This product is safe, non-toxic,
hypoallergenic, and very easy to apply and remove.

蕴含首尔城外路风景的纹身贴纸,以合理的价格轻松快

고 빠르게 패션 타투를 연출하여 기분전환이 가능한 제품입니
다. 약간의 물만 있으면 간편히 부착 가능하고, 살에 직접 닿
는 만큼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速展现纹身,可转换心情的商品。只要有少量水,可简便
贴合,直接接触皮肤,安全成分不会刺激肌肤,使用卸妆油
或面霜轻松卸除。

클렌징오일이나 크림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MATERIALS
종이, 비닐
Paper, vinyl
纸, 乙烯基

PRICE
10,000원(WON)
문&써(서지현, 문경미)
010-2514-2237
pi0719@naver.com

덕수궁 돌담길과 월하의 여인 여행용 캐리어 Travel Carrier
Travel Carrier Cover
캐리어 Cover
수묵담채로 고궁담장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인을 표현하
여 여행용 캐리어와 캐리어 커버에 담아 보았습니다. 고궁이
한국적이어서 수묵담채로 일러스트를 표현하였으며 '가장 한국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여행 갈때
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어딜 가든 주목 받아 톡톡 튀는 여행
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carrier and carrier cover has a light-colored Korean
painting of a wall of an old palace and a shy woman.
As the old Korean palace was lightly illustrated with
Chinese ink. Like a slogan, “The most Korean thing is
the most global thing,” a lot of attention will be paid to
you if you use this carrier.

德寿宫石墙路和月下女人行李箱
行李罩
在行李箱和行李罩上以水墨淡彩画描绘了故宫围墙和害
羞的女性,在韩国式的故宫图上画上水墨淡彩画插图。
韩国式的才是最具有世界性口号,旅行或走到哪里拉着
这个行李箱都会受到瞩目。

MATERIALS
여행용 캐리어 : 폴리카보네이트, 에이비에스, 알루미늄
캐리어 Cover : 에어레이어 원단
Travel Carrier : Polycarbonate, epoxy, aluminum
Travel Carrier Cover : Air layer fabric
行李箱 : 聚碳酸酯, 环氧树脂, 铝
行李罩 : 空气层织物

PRICE
여행용 캐리어 : 100,000원(WON)
캐리어 Cover : 24,000원(WON)
아티모(윤재삼)
010-9971-6366
yjs89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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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로 열쇠고리(너도밤나무, 호두나무, Seoullo keyring (Beech and walnut, 首尔路钥匙链(栗树,核桃树,
Mpingo)
음핑고)
音平鼓)
서울로7017의 워드마크인 '걷는 다리' 모양을 3D입체화하여
나무소재로 제작한 열쇠고리 상품입니다. 자작나무와 호두나
무, 음핑고를 사용하여 세 가지 색감을 내고 상징 색상인 녹색
을 사용하여 3가지 타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무가 주는 따
뜻한 감성을 담아낸 열쇠고리입니다.

It is a key ring product made of wood material by
3D stereoscopic shape of "walking bridge" which is
word mark of 7017 in Seoul. It was made using birch
and walnut woods to produce two colors and use the
symbolic color of green to produce three types of key
rings that contain the warm sensibility of the wood.

将首尔路7017的行走标志“行走的腿"形状 3D立体化,
用木质材料制成的钥匙链商品。使用白桦树和核桃树赋
予两种颜色,使用象征色的绿色制成3种类型。是承载树
木给予的温暖感的钥匙链。

MATERIALS
서울로 열쇠고리(너도밤나무, 호두나무,음핑고) : 너도밤나무, 호두나무, 음핑고,스틸
Seoullo keyring (Beech and walnut, Mpingo) : Beech, walnut, Mpingo, steel
首尔路钥匙链(栗树，核桃树，音平鼓) : 栗树, 核桃树, 音平鼓, 钢

PRICE
너도밤나무, 호두나무 : 16,500원(WON)
음핑고 : 26,500원(WON)
우드앤아이언(홍보라)
010-7104-5082
hbr@woodniron.co.kr

해치서울

Hatch SEOUL

獬豸首尔

해치서울입니다.

Hatch SEOUL

獬豸首尔

MATERIALS
원목
wood
木头

PRICE
30,000원(WON)
진그래픽스 (정진덕)
010-3297-2004
soom2222@hanmail.net(남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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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길 위의 향기(팝업카드 13종)
길 위의 향기(엽서)
길 위의 향기(스티커)
내외국인 관광객이 사랑하는 서울의 13개 지역의 명소와 길
을 민화기법과 그래픽 일러스트로 표현한 팝업 카드입니다.
민화작가와 일러스트 작가의 섬세한 작업으로 각 지역마다 설
렘과 낯섦, 아늑함과 그리움이 담긴 골목들은 꽃으로 그려내
어 각 지역별로 독특한 분위기와 특징을 담아내었습니다. 한
국 민화의 꽃과 명소가 만난 팝업카드를 통해 길 위에 가득한
서울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명동, 잠실, 인사동,
여의도, 북촌, 홍대, 남산, 대학로, 이태원, 압구정, 시청, 광화
문 총 13곳의 명소를 작은 카드에 담았습니다.
서울의 한류 명소 13곳을 한국의 전통민화와 현대적
인 감성의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
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민화의 꽃
과 서울의 명소가 만난 엽서를 통해 길 위에 가득한 서울
의 향기를 간직하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명동,
잠실, 인사동, 여의도, 북촌, 홍대, 남산, 대학로, 이태원,
압구정, 시청, 광화문 지역의 랜드마크 총 13곳의 명소를 엽서
에 담았습니다.
서울의 한류 명소 13곳을 한국의 전통민화와 현대적인 감성
의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한국의 아
름다움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민화의 꽃과 서울의 명소
가 만난 스티커를 통해 길 위에 가득한 서울의 향기를 간직하
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명동, 잠실, 인사동, 여의도,
북촌, 홍대, 남산, 대학로, 이태원, 압구정, 시청, 광화문 지역
의 랜드마크 총 13곳의 명소를 스티커에 담았습니다

The fragrance of the road(Pop-up Card)

路上的香气(弹出式卡片13种)

The fragrance of the road (Post Card)

路上的香气(明信片)

The fragrance of the road (Sticker)

路上的香气(贴画)

This pop-up card is used to express Seoul's 13
favorite places and streets with folk art and graphic
illustrations. Through the delicate work of folk writers
and illustrators, alleys of romance, neighborliness,
and longing are painted with flowers to capture the
unique atmosphe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 pop-up card filled with flowers and attractions from
Korean folk paintings delivers the scent of Seoul on the
streets. Seoul, Myeong-dong, Jamsil, Insa-dong, Youido,
Bukchon, Hongdae, Namsan, Daehangno, Itaewon,
Apgujeong, City Hall and a total of 13 attractions were
put on a small card.

将国内外游客喜爱的首尔13个地区的景点和街道,以民

I tried to capture the beauty of Korea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by presenting 13 Hallyu attractions in Seoul
with illustrations of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and
modern sensibility. You can preserve and deliver the
scent of Seoul on the streets through postcards from
Korean folk paintings and other famous places in Seoul.
A total of 13 landmarks in Myeong-dong, Jamsil,
Insadong, Yeouido, Bukchon, Hongdae, Namsan,
Dongdaemun, Itaewon, Apgujeong, City Hall and
Gwanghwamun areas were put on a postcard.
I tried to capture the beauty of Korea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by presenting 13 Hallyu attractions
in Seoul with illustrations of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and modern sensibility. You can
preserve and deliver the scent of Seoul on the
road through stickers that flowers from Korean
folk paintings and attractions in Seoul have met.
Seoul, Myeong-dong, Jamsil, Insadong, Yeouido,
Bukchon, Hongdae, Namsan, Dongdaemun, Itaewon,
Apgujeong, City Hall and Gwanghwamun area.

用技法和图形图样展现的自动弹跳卡片。通过民画作家
和插画作家的细致工作,各地区的心动和生疏,雅静和思
念的胡同以花朵展示,呈现出各地区独特的氛围和特点,
通过韩国民画的花朵和景点相见的流行卡片,传递充满
想起的首尔。首尔路,明洞,蚕室,仁寺洞,汝矣岛,北村,弘
大,南山,大学路,梨泰院,狎鸥亭,市厅,光化门等13处旅游
景点都装载小卡片中。
将首尔的13处景点用韩国传统民画和现代感性的插图
展现,承载着从过去到现在的韩国之美。通过韩国民画
之花朵和首尔名胜相见的明信片,可以珍藏并传递充满
香气的首尔。明信片中包含了首尔路,明洞,蚕室,仁寺洞,
汝矣岛,北村,弘大,南山大学路,梨泰院, 狎鸥亭,市厅,光化
门地区标志共13处的景点。
将首尔的13处景点用韩国传统民画和现代感性的插图
展现,承载着从过去到现在的韩国之美。通过韩国民画
之花和首尔名胜的明信片,可以珍藏并传递充满香气的
首尔。明信片中包含了首尔路,明洞,蚕室,仁寺洞,汝矣岛,
北村,弘大,南山大学路,梨泰院, 狎鸥亭,市厅,光化门地区
标志共13处的景点。

MATERIALS
팝업카드 : 종이, 페트지
엽서 : 종이
스티커 : 종이
Pop-up Card : Paper, PET paper
Post Card : Paper
Sticker : Paper
弹出式卡片 : 纸, 宠物纸
明信片 : 纸
贴画 : 纸

PRICE
팝업카드 : 5,000원(WON)
엽서 : 1,000원(WON)
스티커 : 2,000원(WON)
에스에이치네스크(박승하)
010-6218-3400
shnesque@naver.com(박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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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상징 수저받침

Seoul Landmark_Spoon and Chopsticks Holder

象征首尔的勺筷托

"잘 생겼다! 서울 20" 중 4곳의 형상을 재해석하여 디자인 한

It is a spoon and chopsticks holder made by designing
four places in Seoul. It is made of the color representing
the spot. On the back, the name of the spot is written in
English. We wanted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tourists.

“精美”的首尔20处中4处是重新诠释形象设计的勺筷

서울의 스카이라인

Skyline of Seoul

首尔的地平线

'아이디바' 멀티탭의 심플한 외형은 책상 위의 다른 제품들과

IDBAR’s simple appearance is harmonized with other
products on the desk and it helps cleanly arrange
complex power cables. And the IDBAR outlet is sloped
to protect all of the cables from dust. There is also an
extended cover which slightly covers the outlet to better
protect the IDBAR and all electronics plugged in from
any water damage in case of an accident.

"IDBAR"插头的简约外形与桌上其他产品相融合,可以整

수저받침입니다. 색상은 덕수궁 돌담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
기지, 서울로 7017의 각 명소를 대표하는 색으로 제작하였습
니다. 뒷면에는 영어로 명소의 이름을 표기해 두어 외국인 관

托。颜色是德寿宫石墙路,首尔植物园,文化储备基地,首
尔路7017各景点的代表色,背面用英文标记了著名景点,
向外国游客介绍首尔景点。

광객들에게도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의 명소를 알아보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ware
陶瓷器

PRICE
5,000원(WON)
스튜디오마루(양미애)
010-2567-6929
lhsanna@naver.com(이희수)

어우러지며, 복잡한 전원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
리고 아이디바 멀티탭은 콘센트가 기울어져 있어서 먼지가 덜
쌓이고, 정면에서 보이는 길이가 연장된 커버(cover)는 콘센트
를 가려주기 때문에 액체를 쏟았을 때 덜 위험합니다.

理复杂的电源电缆,"IDBAR"插头是插孔倾斜,因此灰尘
堆积少,正面可见的长度延长的盖子(cover)遮住插孔,撒
液体时不会造成危险。

MATERIALS
폴리 카보 네이트, 황동
Polycarbonate, Brass
聚碳酸酯, 黄铜

PRICE
30,000~40,000원(WON)
아이디투(김철민)
010-9969-7851
idtoo@id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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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 피규어

Seoul Figure

首尔模型

서울 피규어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 모습을 주변 풍경과 함께

Seoul Figure is a porcelain figure product that
has Seoul’s main tourist spots and background
landscapes. It contains a total of 9 landmarks including
Gwanghwamun, Seoullo 7017, DDP, Seoul City Hall,
Namsan Seoul Tower, Deoksugung Road, Culture Tank,
Sewoon Plaza and the National Contemporary Museum.
It realistically portrays the spots and background views
through multicolored drawings and hand painted
ornaments.

"首尔模型"是将首尔主要旅游景点与周边风景相结合的

서울의 길 패턴 테이프

Seoul Walkways Patterned Tape

首尔路图案带

서울의 다양한 길들은 서울의 역사와 현대의 모습을 담고 있

Seoul's various trails and pedestrian roads are wellknown tourist attractions that embrace the city's past
and present. 'Seoul Walkways patterned Tape' is a set of
three patterned masking tapes inspired by Seoul's most
visited trails and pedestrian roads - Seoul Fortress Wall
Trail, Deoksugung Stone Wall Road and Seoullo7017.
These tapes will allow individuals easily reminisce their
pleasant strolls in the city.
'Seoul Walkways Patterned Tape' comes in a variety of
colors and patterns that can be used to decorate and
personalize stationeries, interior accessories and more.

首尔多种道路呈现出首尔的历史和现代面貌,也是相互

표현한 도자기 소재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
지인 광화문, 서울로7017, DDP,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덕
수궁 돌담길, 문화비축기지, 세운상가, 국립현대미술관 총 9곳
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소지와 핸드페인팅 장식을
통해 관광지의 모습과 주변 풍경을 사실적이면서도 아기자기
하게 묘사하였습니다.

陶瓷材料的模型商品。展出首尔的主要观光地—光化
门, 首尔路7017, DDP, 首尔市厅, 南山首尔塔, 德寿宫石
墙路, 文化储备基地, 世运商街, 国立现代美术馆共9处。
通过多种颜色的手工彩绘,生动地描绘了旅游胜地的面
貌和周边风景。

MATERIALS
도자기
ceramic ware
陶瓷器

PRICE
17,000원(WON)
크래프트서울(서경훈)
010-9274-9515
craftseoul@gmail.com

으며 또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관광명소입니다. '서울의
길 패턴 테이프'는 서울의 대표 길인 서울 성곽길, 덕수궁 돌
담길, 서울로7017을 상징하는 패턴 테이프로 3개의 디자인이
1세트를 이룹니다. 각각의 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색과
패턴은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을 떠올리게 돕습니다.
'서울의 길 패턴 테이프'는 다채로운 색과 패턴으로 제작되어
문구, 생활용품, 또는 인테리어 소품을 꾸미는데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습니다.

连接的重要旅游景点。“首尔道路图案带象征首尔的代
表路首尔城外路,德寿宫石墙路,首尔路7017,由3个设计
为1组。在各个道路上获得灵感而设计的颜色和图案,会
让游客联想起在首尔边走边体验的感觉。“首尔路图案
带"由多种颜色和图案制成,用于文具, 生活用品或室内装
饰品,可以多重功能使用。

MATERIALS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
吉祥物胶带

PRICE
4,000원(WON)
스튜디오 OHK(오승태)
010-4028-5617
info@studio-ohk.com (김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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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한복

Modernized Hanbok

改良韩服

1. 주머니에 쏙 넣어도 구김이 생기지 않으며 쉽게 휴대할 수

Portable to carry around by putting in a small sack bag
Easy to wear without any guide
Washable in any typical laundromat
Silky textured yet comfortable for any activities
Fashionable with traditional and sophisticated patterns
created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an artist and a
Hanbok designer

1. 放入口袋也不会起褶,容易携带的韩服

있는 한복
2. 원터치 형식의 편한 탈착용 한복
3. 가정용 세탁기를 이용해 쉽게 세탁가능한 한복
4. 부드러운 감촉이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소재의 한복
5. 예술가와 한복 디자이너의 콜라보를 통해 탄생된 전통적이
면서 세련된 문양의 감각적인 한복

2.一触式舒适的可拆卸韩服
3. 家庭用洗衣机可以轻松清洗的韩服
4. 柔软且便于活动面料的韩服
5. 通过艺术家和韩服设计师的合作诞生的传统而精致的
韩服

MATERIALS
폴리에스터
polyester
聚酯纤维

PRICE
아동 : 60,000원(WON)
성인 : 89,000원(WON)
인한복주식회사(김숙현)
010-6692-3713
pilsng@naver.com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 Seoul Tourism Story Graphic Puzzle 首尔旅游故事图拼图(徐村世宗
(Seochon Sejong Village Story)
村的故事)
(서촌 세종마을 이야기)
본 제품은 종이로 제작된 직소퍼즐로써 손으로 퍼즐을 맞추며
손의 근육과 사고력, 집중력, 공간 지각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
다. 배경으로는 스토리그래픽으로 서울의 명소인 서촌 세종마
을을 표현하여 완성 시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간접적으로 만
나볼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 is a Jigsaw puzzle made out of paper
which is able to train hand muscles, thinking power,
concentration, and spatial awareness by completing
the puzzle with hands. The background image is Story
Graphic that describes Sejong Village, Seochon which is
a famous landmark of Seoul. It is available to see tourist
attraction indirectly upon completion.

本商品为用纸张制成的拼图,用手拼接能训练手部肌肉,
思考能力, 集中力, 空间知觉能力。背景是利用故事图间
接地表现了首尔旅游景点徐村世宗村,拼接完成后间接
相见其地区的观光景点。

MATERIALS
하드보드지
Hard board paper
硬板纸

PRICE
8,000원(WON)
엑스포콘텐츠플랫폼(양서정)
010-5103-5048
x4contents@x4contents.com(권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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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스티커북

Seoullo 7017 Sticker book

首尔路7017贴纸本

서울로 7017위에는 50여종의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있습

About 50 kinds of trees and flowers top Seoullo 7017.
This company expressed beautiful trees and flowers
as illustrated characters and used them in this sticker
book. So this sticker book is familiar with and enjoyable
for citizens of Seoul.

首尔路7017上有50多种树木和花朵,将这些树木和花朵

Piece of Seoul

首尔雕塑

<서울의 조각>은 서울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도자기 조

<Piece of Seoul> s the Key-Ring. This products are made

<首尔雕塑>是把想到的首尔形象在陶瓷碎片上转印后

각에 전사하고 금으로 장식한 다용도 도자 키링입니다.

by ceramic piece. There are images reminiscent of Seoul
and gold decoration.

再做黄金装饰,是多工能陶瓷钥匙链。

니다. 그 나무들과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일러스트 캐릭
터로 개발하여 스티커북으로 제작, 서울시민에게 친숙함과 즐
거움을 선사하도록 하였습니다.

的美丽形象制作成插图卡通形象,制作成贴纸本。让首
尔市民感到亲切感和快乐感。

MATERIALS
종이
Paper
紙

PRICE
28,0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010-5448-8630
skyjoon1000@hanmail.net

서울의 조각

MATERIALS
도자기, 수금, 철재
Pottery, Plating, Iron
陶器, 电镀, 铁

PRICE
10,000원(WON)
김예지, 이준석
010-4830-9511, 010-9181-1947
wisejun3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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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캔들 홀더

Haechi candle holder

獬豸烛台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를 주제로 빛을 품고 있는 모습의 캔들

This candle holder features a Haechi character keeping
a light. Haechi is an imaginary animal that symbolizes
Seoul.

以象征首尔的獬豸为主题,制作带有光泽的烛台。

주머니가 포인트인 레오백

ECOback with a point-pocket

口袋为特点的LEO Bag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소방관을 일상에서 다시 기억하고 만

We can remember the firefighter who keeps our daily
life again in our daily life. Consumption for today's
fashion comes back as part of someone's daily routine
and my daily routine.

我们可以在日常生活中再次回忆起守护我们日常生活中

홀더를 제작하였습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50,000원(WON)
조신현도예연구소(조신현)
010-3254-6355
ehfqldrn@hanmail.net(안미경)

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멋을 위한 소비가 누군가의
일상 그리고 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的消防员。为了我们今天的时尚而消费的会回到某些人
的日常生活和我的日常生活中的一部分。

MATERIALS
방화복, 면
Fire clothing, cotton
防火服, 棉

PRICE
낱개 : 15,000원(WON)
세트(2ea) : 28,000원(WON)
레오(이승우, 김민선)
010-6756-7788, 010-2975-3806
enactusr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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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카이라인 여행용 슬리퍼 Seoul Skyline Travel Slipper

首尔地平线旅行用拖鞋

Travel slippers with Seoul skyline print, for travellers.
The slippers are made from felt with various symbols of
Seoul printed on them. Felt of two different colors are
combined to give a color harmony, and the bottom is
reinforced for durability. The slippers are foldable and
come with a pouch for carrying. They come in two sizes
for men and women.

印有首尔的地平线的旅行用拖行,为游客设计的机舱用

서울 여행 주사위

Travel Dice for Seoul

首尔旅行骰子

트래블다이스 for 서울은 서울을 여행하는 흔한 여행자의 고민을 해
결해주는 똑똑한 주사위입니다. 4개의 주사위, 2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주사위를 돌리면서 서울에서 무엇을 할지 놀이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여행자는 물론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놀지 아직도
고르지 못한 선택장애자들의 고민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을만한 크기와 모양의 디자
인입니다. 은은한 나무색의 원목에 글자를 각인하여 고급스러운 느
낌을 더해 장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어떤 여행지에서도 마찬
가지이지만, 서울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세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주사
위 하나 당 한 개의 고민과 6개의 해결책을 정해 새겨 넣었습니다.
주사위를 돌릴 때마다 다른 조합의 해결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Where to go: 어디를 갈까?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6개 지역 명
동, 종로, 홍대, 강남, 동대문, 이태원을 써 넣었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서울스러운 6
가지 활동, 한강 치맥, 고궁산책, 놀이동산, 찜질방, 노래방, 쇼핑을
새겼습니다.
What to eat: 어떤 음식을 먹을까? 삼겹살부터 비빔밥, 불고기, 삼
계탕, 떡튀순, 빈대떡까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새겨 넣었습니다.
Blank for you: 당신을 위한 빈 주사위
위 아래로 숫자를 새겨 넣고 가운데는 비워 두었습니다. 숫자를 활
용할 수도 있고, 빈칸을 채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 날 식
사를 쏠 친구 정하기, 여행지에 방문할 시간 정하기 등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Travel Dice for Seoul is a smart dice that solves the troubles of a common traveler
traveling to Seoul. You can decide what to play in Seoul, like playing four dice and 24
categories of dice. Seoul travelers, as well as what they do in Seoul, can still be solved
even if they are uneven choices. It is a size and shape design that can be enjoyed by
both Koreans as well as foreigners, both young and old. It can be used as ornaments
with a luxurious impression by engraving letters on the woody wood of soft wood. As
with any travel destination, I searched three of the most troublesome things I had
when I traveled to Seoul. Where to go? What should i do?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One problem per die and six solutions were set. Each time you roll, you can get
a different combination solution.
Where to go: Where to go? Currently, I have written six of the hottest areas in Seoul:
Myeongdong, Jongno, Hongdae, Gangnam, Dongdaemun and Itaewon.
What to do: What to do? It has 6 most Seoul activities that can be done in Seoul,
Hangang Chiemak, National Palace Walk, Playground, Jjimjilbang, Karaoke,
Shopping.
What to ea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From pork belly to bibimbap, bulgogi, samgyetang, rice tibutseon, and bongmaeok.
Blank for you: Empty dice for you.
I put the numbers up and down and left the center empty. You can use numbers, fill in
the blanks, and use them freely. You can make it as you like, decide friends to shoot
the meal that day, and decide when to visit the destination.

Travel dice for Seoul是解决访问首尔游客签字问题的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프린팅 된 여행용 슬리퍼, 여행객을 위
한 기내용 슬리퍼입니다. 펠트로 제작되며 서울의 여러 심볼
들이 인쇄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다른 색의 펠트 원단을 사용
하여 배색 효과를 주었고, 바닥에는 내구성을 위해 보강재가
사용됩니다. 슬리퍼는 접을 수 있으며, 휴대할 수 있는 파우치
가 함께 제공 됩니다. 여성용, 남성용 2가지 사이즈로 제작 됩
니다.

拖鞋, 毡印刷首尔的很多标志,使用2种不同颜色的毡布
料给了不同的配色效果,底部为了加强耐久性使用加固
材料,拖鞋可以折叠,提供可以携带的可装袋,有男女2种
尺寸。

MATERIALS
펠트, 가죽
Felt, leather
毛毡, 皮革

PRICE
18,000원(WON)
아몬드 스튜디오(조수아)
010-9986-7544
shua.almond@gmail.com

MATERIALS
원목 / Wood / 木头

子,由4个骰子,24个范畴组成,可以像游戏一样决定在首
尔做什么,在首尔还没决定做什么玩乐的游客解决"选择
障碍"烦恼。是韩国人乃至外国人,男女老少都能玩的大
小和形状。在淡淡的原木色上刻上文字,增添高档感觉,
还可以作为装饰品使用。在任何旅行地都一样,选出了
首尔旅行时最苦恼的三点,去哪里? 做什么? 吃什么? 每
个骰子都制定了一个苦恼和6个解决对策,并进行了整理,
每次扔骰子的时候,就能找到不同组合的解决方案。
Where to go:去哪里?刻上现在首尔最热门的6个地区明
洞, 钟路, 弘大, 江南, 东大门, 梨泰院等.
What to do:做什么呢?刻上在首尔能做的最首尔式的6
种活动,汉江炸鸡啤酒, 故宫散步, 游乐园, 汗蒸房, 练歌
房, 购物等。What to eat:吃什么?从五花肉到拌饭, 烤肉,
参鸡汤, 年糕米肠, 绿豆煎饼等。雕刻了在大韩民国首都
首尔, 最符合韩国口味的食物。
Blank for you:为你而设的空骰子上下刻有数字,中间空
置,可以利用数字,也可以填补空格自由使用。可以定当
天买单的朋友,确定访问时间等。

아트토리(이곤)
010-3223-0840
egonart@naver.com

PRICE
5,000원(WON)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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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반지

Gyeongbokgung, ring

景福宫戒子

우리나라 문화재인 경복궁을 형상화한 반지입니다.

Rings visualize and shape Gyeongbokgung

韩国文物独立门形象化的戒指

서울의 태,太 _스카프
서울의 태,太 _패브릭포스터

The seoul tae _scarf

首尔的太- 围巾

The seoul tae _fabric poster

首尔的太-布料海报

서울의 태,太 _스카프는 청계천(축제), 도봉산(산행), 뚝섬(유

The seoul tae_scarf features the Chonggyechon ,
Ttuckseom island and Dobong Mountain. On a 800x800
format, it is a practical item with a luxurious design
inspired by the 태극기.

首尔的太-围巾由清溪川(庆典),道峰山(山行),纛岛(游园

MATERIALS
은(도금), 큐빅
Silver (plated), cubic
银(镀), 立方

PRICE
65,000원(WON)
심유현
010-8876-8192
shim0726@naver.com

원지)으로 총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800x800mm 규격의
스카프로 태극문양의 패턴을 담아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디자
인입니다.
서울의 태,太 _페브릭포스터는 광화문(해태), 창덕궁(일월
오봉도),아차산(해돋이)으로 총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500x500mm 규격의 포스터 형태로 가리개커튼, 행잉포스터

The seoul tae_fabric poster features the Gwanghwamun
gate , Changdeok palace, Achasan Mountain. On a
800x800 format, it is a practical item with a valuable
design inspired by the 태극기.

地)3种组成. 800x800mm尺寸的围巾,包含太极图案的
高档实用设计。
首尔的太-布料海报由光化门(獬豸), 昌德宫(日月五峰
岛), 峨嵯山(日出)3种构成。500x500mm规格的海报形
状,可轻松挂上遮帘, 吊挂海报等使用。

등으로 쉽게 걸어 사용합니다.

MATERIALS
스카프 : 폴리
패브릭포스터 : 20수 광목
Scarf : Polyester
Fabric poster: #20 yarn cotton cloth
围巾 : 聚酯纤维
布料海报 : 20线程粗布

PRICE
스카프 : 20,000원(WON)
패브릭포스터 : 20,000원(WON)
서울의 태,太 (김소희)
010-2256-4279
hoha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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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책갈피 시리즈

Mother of pearl book mark

螺钿书签系列

나전책갈피시리즈는 상감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품입니

This bookmark series is based on modern inlaid image
techniques. Metal etching, printing images on the metal
and mother-of-pearl and the insertion of the metal
accentuated the luxuriousness of this product.

螺钿书签系列是采用现代镶嵌技法制作的商品。将金属
印在蚀刻的金属和被刻上后再金属上插入贝壳,增添高

서울성곽길 접착식 메모지

The Seoul City Wall Sticky memo pad

首尔城郭路粘贴式 便笺.

본 제품은 서울성곽의 한부분이 인쇄된 접착식 메모지입니다.

This product is a sticky note with a picture of a piece of
The Seoul City Wall.
If you attach this note side by side, you can see the
continuous scenery of Seoul City Wall.

本产品为印有首尔城廓一部分的粘贴式便笺。将本便笺
拼接起来,可以看到首尔城廓连绵不绝的样子。

다. 금속을 에칭, 금속과 자개에 인쇄 후 금속에 자개를 삽입
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한 상품입니다.

档大气的感觉。

MATERIALS
금속, 자개
Metal, mother of pearl
金属, 螺钿

PRICE
8,000원(WON)
아트라인상사(권혁수)
010-5277-5717
artline601@naver.com

본 메모지를 나란히 이어붙이면 서울성곽이 계속해서 이어지
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5,000원(WON)
토요일다섯시(전태진)
010-2887-7886
satday5p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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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한양도성
한양도성
한양도성

성곽비누
성곽비누
성곽비누
성곽비누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곽비누에 봄을 상징하는 벚꽃으로 한양도성 성곽길의 봄을
표현한 비누 디자인 형태입니다. 라벤다오일과 살구씨 성분으
로 피부트러블과 살균 작용에 탁월하며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적 천연비누입니다.
성곽비누에 여름을 상징하는 나뭇잎으로 한양도성 성곽길의
여름을 표현한 비누 디자인 형태입니다. 울금과 유칼립투스오
일 성분으로 피부질환개선/여 드름/아토피에 탁월하며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적 천연비누입니다.

성곽비누에 가을을 상징하는 낙엽으로 한양도성 성곽길의 가
을을 표현한 비누 디자인 형태입니다. 백년초/클로렐라/만다
린오일 성분으로 보습/피부면역강화/흉터완화에 탁월하며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적 천연비누입니다.

성곽비누에 겨울을 상징하는 눈으로 한양도성 성곽길의 겨울
을 표현한 비누 디자인 형태입니다. 숯/로즈우드오일 성분으
로 예민한 피부와 트러블 완화에 탁월하며 화학성분이 들어가
지 않은 친환경적 천연비누입니다.

Fortress Wall of SEOUL Cleansing Soap ‘SPRING'

汉阳都城城廓肥皂 '春天'

Fortress Wall of SEOUL Cleansing Soap ‘SUMMER'

展现汉阳都城城外路的 '夏天'

Fortress Wall of SEOUL Cleansing Soap ‘FALL'

展现汉阳都城城外路的 '秋天'

Fortress Wall of SEOUL Cleansing Soap ‘WINTER'

汉阳都城城廓肥皂 '冬天'

It is a soap design that represents spring of Seoul City
Wall with cherry blossoms symbolizing spring in the
castle town. Lavenda oil and apricot seed are excellent
in skin troubles and lack of chemical ingredients.

城廓肥皂的设计象征着春天的樱花,展现汉阳都城城外

It is a soap design that expresses summer of Seoul City
Wall Fortress Trail with leaf that symbolizing summer
on the fortress soap. It is natural soap that is good at
skin disease improvement with Ulgeum and eucalyptus
oil and is good at acne and atopy and has no chemicals.

城廓肥皂的设计象征着夏天的树叶,展现汉阳都城城外

It is a soap design that expresses autumn of Seoul City
Wall Fortress Trail with fallen leaves that symbolize
autumn on fortress soap. It is a natural chemical soap
that excels in moisturisingreducing skin immuneresistant with a white age / clorella oil ingredient.

城廓肥皂的设计象征着和秋天的落叶,是展现汉阳都城

It is a soap design that expresses winter of Seoul City
Wall Fortress Trail with snow symbolizing winter on the
fortress soap.It is a natural, chemical soap that excels in
skin and trouble relief with charcoal / rosewood oil.

路的春天。薰衣草油和杏仁籽成分对皮肤过敏和杀菌效
果好,是不含化学成分的环保天然香皂。

路的夏天。含郁金和蓝桉精油成分,对改善皮肤疾病/痘
痘/湿疹有很好的效果,是不含化学成分的环保天然香
皂。

城外路秋天。含有百年草/小球藻/蕉柑油成分,有很好的
保湿/强化皮肤免疫/舒缓疤痕效果,是不含化学成分的环
保天然香皂。
城廓肥皂设计象征冬天的雪,展现了汉阳都城城外路的
冬天。木炭/玫瑰木油成分,对敏感肌肤和缓解问题有卓
越的效果,是不含化学成分的环保天然香皂。

MATERIALS
봄 : 라벤다오일, 살구씨, 글리세린
여름 : 울금, 유칼립투스오일, 글리세린
가을 : 백년초, 클로렐라, 만다린오일, 글리세린
겨울 : 숯 , 로즈우드오일 , 글리세린
SPRING: Lavender oil, apricot seeds, glycerin
SUMMER: Eel, Eucalyptus Oil, Glycerin
FALL: Perennial, chlorella, mandarin oil, glycerin
WINTER: charcoal, rosewood oil, glycerin
春天：薰衣草油, 杏仁, 甘油
夏季：鳗鱼, 桉树油, 甘油
秋季：多年生, 小球藻, 柑橘油, 甘油
冬天：木炭, 红木油, 甘油

PRICE
낱개 : 9,800원(WON)
세트(4ea) : 37,800원(WON)
디자인말랑(정진)
010-6429-6908
design_mal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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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길에 묻고 길은 답하고

Walk & Talk

在路上走路和说话

우리나라 병풍에 착안하여 서울성곽과 인근 20여 마을길을

This imitation of the Seoul City Wall and the Korean
style folding screen features our Seoul's pedestrianfriendly promenades near the wall. Those 32 screens
of 20 trails are presented on either side of the screen
in regard to the actual location. These soft illustrations
and tangible pop-ups and short information are encased
for a traveler to easily carry. The English version will
enlighten many visitors who wished to walk and talk
about our promenades.

着眼于韩国屏风,将首尔城廓和附近20多个村庄的街道

우든 펜(샤프,볼펜)

Wooden pen

木制(自动铅,圆珠笔)

원목을 사람의 형상(장승형태) 및 다리모양으로 가공하여 필

These writing instruments (mechanical pencils and
ballpoint pens) are made of wood and are shaped like
a totem pole and a human leg to produce. Each tree
has a meaning and it is good to know the meaning.
Chinaberries symbolize longevity / Pagoda trees,
success in life/ Tree Bitterwood, hope / Walnut trees –
Life and Immortality Symbol / Oak trees, abundance and
richness / Sets are available.

用原木加工人体的形状(柱状)及腿型加工而成的书写工

그림과 팝업으로 앞뒷면 32폭에 담았으며 각각에 적절한 설
명을 넣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울로 7017을 포함한 성곽
인근의 길을 한 작품에 구현함으로써 성곽길을 걷는 사람들에
게 주변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보관이 편하도록
케이스에 담았으며, 영어로 제작된 상품은 서울의 길을 걷고
자 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用图画和自动弹跳装入,前后32幅,分别用适当的说明赋
予了意义。体现在包括首尔路7017在内的城郭附近道
路融入到一部作品中,告知走城外路的人们周边有哪些
景点。装在盒子中方便保管,英文制作的商品想要走首
尔路的外国人来说是非常有用的资料。

MATERIALS
지류
Paper
紙

PRICE
9,800원(WON)
수브랜드(김경혜)
010-4036-0316
souveland@hanmail.net

기구(샤프,볼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나무들은 상
징하는 의미가 있어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죽나무장수상징/회화나무-출세상징/소태나무-희망상징/월넛나무생명, 불멸상징/참나무-풍요상징/볼펜 샤프 세트판매가능합
니다.

具(自动铅, 圆珠笔)。每种树象征的意义不同,所以大家
最好了解后使用。香椿-象征长寿/槐树-象征成名/黄楝
树-象征希望/胡桃树-象征生命, 不灭/橡树-象征富饶/可
以购买圆珠笔自动笔的套餐。

MATERIALS
원목
Wood
木

PRICE
18,000원(WON)
금강건축(한현숙)
010-5276-3633
kkrnd@hanmail.net (정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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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이 패브릭 포스터

Oioiooi fabric poster ( Seoul )

oioiooi 织物海报

이응이 서울 포스터는 한글 자음자로 시작하는 서울의 명소들

Oioiooi Seoul Poster describes the attractions of Seoul,
starting with Korean consonants, on the Seoul map. The
attractions are printed on a fabric so that it is not worn
out, and it is washable. A user can see representative
attractions of Seoul at a glance. The poster can be an
interior accessory or a souvenir.

oioiooi首尔海报是韩文字母开头,在首尔地图上展示首

머그컵

Cup

马克杯

대나무를 가공하여 머그컵을 제작하고, 내수성을 높이기위

This mug is made of bamboo wood. Lacquering made
the mug highly water-resistant and gave it strong
sterilization power so the mug can prevent food
poisoning in summer. The mug and its handle are
shaped like a person's leg on Seoullo. A hole was made
in the bottom of the leg-shaped cup without a handle
enables its user to hang the cup on a cup hanger. When
the cup is hanged on a cup hanger or a wall, the cup
became upside down so that the cup can be hygienically
managed. The cup with a handle is made to be separated
from its coaster.

加工竹子制作的马克杯,为了提高防水性,漆艺(杀菌力,

을 서울 지도 위에 나타낸 포스터입니다. 천에 인쇄되어 찢어
지지 않으며 세탁이 가능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인테리어 및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尔景点的海报,印在布料上不易撕裂,且可水洗,能够一眼
看到首尔代表性景点,可作为室内装饰及纪念品使用。

MATERIALS
린넨
Linen
亚麻布

PRICE
20,000원(WON)
유혜림디자인플레이하우스(유혜림)
010-9717-0217
oioiooi@designplay.house(유혜진)

해 옻칠(살균력:여름철 식중독예방효과)로 마감한 제품입니
다. 서울로의 사람 다리 모양의 형태로 제작하고 손잡이도 사
람 다리의 모양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손잡이 없는 컵(발 모
양 고정)은 하부에 구멍을 뚫어 컵걸이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
하고 컵걸이 또는 벽에 걸었을 때 입구가 자연스레 아래쪽으
로 향하여 건조가 잘되어 컵이 위생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손잡이 있는 컵은 컵받침을 분리되도록 제
작하였습니다.

夏季食物中毒预防效果)收尾的商品。形状和手柄设计
成首尔路的人腿形状。没有手柄的杯子（脚形状固定）
底部打个窟窿,能够挂到杯子挂钩上设计,上部自行朝下
方,易干又卫生。没有手柄的杯子,和杯垫分开设计。

MATERIALS
대나무 원목
Bamboo wood
竹木

PRICE
28,000원(WON)
금강건축(한현숙)
010-5276-3633
kkrnd@hanmail.net (정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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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가랜드

Bukchon hanok village garlend

北村韩屋村花环

북촌한옥마을의 다양한 이미지조각을 끈으로 연결한 장식용

Decorative tourism products connected with various
image pieces of Bukchon Hanok Village

用绳子连接北村韩屋村各种形象雕塑的装饰用旅游商

관광상품입니다.

品。

MATERIALS
종이, 무명실끈
Paper, sewing cotton strap
纸, 棉丝带

PRICE
12,000원(WON)
디아트(김영희)
010-7202-7131
yh977@naver.com

한글 서울 너도 지금 읽고 싶니?

Do You Want to Read Hangul Seoul?

이 작은 한글 가이드북 하나면 여행자들이 '서울'이라는 한글

This is easy guide book to help you read Hangul. Also,
Seoul Travelers can ‘서울 = Seoul’

을 어떠한 원리로 읽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韩文首尔现在你也想看吗
这本韩文指南小手册，游客可以知道用何种原理阅读"
首尔"。

MATERIALS
종이
Paper
紙

PRICE
3,0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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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세종대로

Gwanghwamun & Seajongno

光化门世宗大道

광화문과 해태를 동으로 만들어 고급 목재트레이와 결합함으

By making Gwanghwamun and Haitai copper and
combining them with an advanced wooden tray, It
represented Gwanghwamun and Sejong Boulevard.

将光化门和獬豸制成铜,与高级木托盘相结合,展现出光

흔들흔들 광화문 수문군 아크릴 스탠드

Swayingly Gwanghwamun gatekeeper acrylic stand

摇摇摆摆的光化门守门军亚克力台灯

흔들흔들 광화문 수문군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구성-아크릴

Wobbling Gwanghwamun Guard Acrylic Stand.
Composition - One guard on a sheet of acrylic, one small
base, two wobbling acrylic plates.
Specification – UV print on 3T-thick high quality acrylic
plate, 100% domestically produced

摇摇摆摆的光化门守门军亚克力台灯 构成-一张亚克力

로써 광화문과 세종대로를 표현하였습니다.

化门和世宗大道。

MATERIALS
나무, 황동
Wood, brass
木材, 黄铜

PRICE
70,000원(WON)
송심(송상현)
010-3016-8808
sahy88@naver.com

한 장에 수문군 1명, 작은 받침1개, 흔들 아크릴판 2개로 구성
하였습니다. 사양-3T 두께의 고급 아크릴에 평판 UV인쇄를
한 상품으로 100% 국내제작하였습니다.

上守门军1名, 小托1个, 摇晃亚克力板2个。
规格-3T厚度的高级亚克力上进行平板UV印刷,100%韩
国制作。

MATERIALS
아크릴
acrylic
压克力

PRICE
8,500원(WON)
카우박스(김우선)
010-8756-8125
woo7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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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재 마그넷 시리즈

I Love Seoul series magnet

首尔文物磁贴系列

서울 내에 문화재들을 그림으로 그려 자석으로 만든 것으로

It is useful as an interior and convenient to give as a gift
by making pictures of cultural assets in Seoul, which are
useful for preserving and presenting Seoul as a tourist
attraction.

将首尔内的文化财产画成图画,用磁贴制成,是便于室内

'서울로' 렌티큘러 자석

Lenticular magnetic ‘seoullo'

“首尔路”柱面磁

렌티큘러 자석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자석입

A lenticular fridge magnet shows different images
depending on what angle it’s viewed from. I used two
pleasant images to create an interesting, fun visual
composition.

柱面磁是随着视线移动而改变形象的磁铁。
画报中两人都以温暖的形象示人。

인테리어로 유용하고 선물하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装饰,送礼的商品。

MATERIALS
자석, 에폭시코팅
Magnet, epoxy coating
磁铁, 环氧树脂涂层

PRICE
3,000원(WON)
최성아
010-9173-1864
99solar@naver.com

니다. 따뜻한 이미지가 들어간 두 컷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재미를 주었습니다.

MATERIALS
자석
Magnet
磁铁

PRICE
5,500원(WON)
하우스 노지(최지현)
010-9988-2098
dkwnaak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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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돌, 그리고 서울

Harmony of wood, stone, and Seoul

树木石头还有首尔

미니 석판 위에 옮긴 서울 상징물의 목판화입니다.

Woodblock artworks of Seoul printed on mini stone
plates.

移到迷你石板上的首尔象征物木版画

정의로운 동물 해태

Righteous animal - Heachi

正义动物獬豸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석고방향제로 만든 제품입니다.

It is made of plaster air freshener made of hatch, symbol
of Seoul.

将首尔的象征物獬豸制作成石膏芳香剂的商品。

MATERIALS
석판
Woodblock
石板

PRICE
25,000원(WON)
루모켄버스(김성수, 작가:전진은)
010-2254-5025
ss5kim@naver.com

MATERIALS
석고
Plaster
石膏

PRICE
9,500원(WON)
송심(송상현)
010-3016-8808
sahy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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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나루터 테마 앞치마

Apron with theme of Mapo Ferry Terminal

麻浦渡口主题围裙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원단을 통해 마포의 상징을 앞치마로

An apron with a symbol of Mapo made of economical
and practical fabric

通过普通且实用的面料,将麻浦的象征表现为围裙。

사인물 담요 시리즈

Sign Blanket Series

标志毛毯系列

서울시민과 관광객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사인물(표지판). 어

The sign for helping citizen and tourists of Seoul. The
blanket has the sign that shows history and culture of
Seoul to remember Seoul anywhere. It is a lap blankets
which is portable and made of microfiber, so it is useful
four seasons.

帮助首尔市民和游客向导的标志物(标志牌),为了能随时

표현하였습니다.

MATERIALS
섬유
Fiber
纤维

PRICE
(소) 25,000원(WON)
(대) 45,000원(WON)
원웨이 인터내셔날(송승원)
010-3737-4509
swsong77@naver.com

디서나 서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서울의 시대상과 문화가 자
연스럽게 녹아있는 사인물을 담요에 담았습니다. 무릎담요 사
이즈로 휴대성이 좋고, 마이크로화이버 소재로 4계절 내내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随地记住首尔,将融入首尔时代面貌和文化的标志物放
入毛毯。膝盖毛毯尺寸便于携带,采用微型纤维材质,四
季都可以方便使用。

MATERIALS
마이크로화이버
Microfiber
微型纤维

PRICE
30,000원(WON)
엇모스트 써드 플로어(여유진)
010-9279-1192
leezzia@naver.com(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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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도자 한옥 소품

Small Ceramic Hanok of Buckchon

北村陶瓷韩屋装饰品

도자기를 이용하여 북촌의 한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몇 가

This pieces are presented Buchkchon's Hanok using
ceramics. If you get serveral pieces, you can display by
one set.

用陶瓷展示北村的韩屋的商品。有几种类型,可以摆成

안녕, 한강부채

Hi, Hangang paper fan

你好,汉江扇子

서울의 명소를 공유할 수 있는 "안녕 한강 부채" 는 한강을 소

"Hi HanGang paper fan" which can share the famous
places of Seoul is a design product introducing the Han
River. Dyed the bamboo vestibule and hanging stones,
both ends of the strip is a solid folding fan using a dome.

可以共享首尔景区的“你好,汉江扇子”是为介绍汉江

지 유형이 있어 몇 가지를 모아 하나의 세트로 진열할 수 있습
니다. 모형중에는 연필꽂이나 엽서꽂이, 장신구 보관함의 기

一个组合。模型中有能做笔筒和明信片架, 首饰保管盒
等功能。

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10,000원(WON)
세라믹솔(이혜경)
010-9175-2624
hcyoon@daejin.ac.kr(윤희철)

개하는 디자인 제품입니다. 대나무의 겉대와 속대를 염색하고
살대 양쪽 끝은 겉대를 사용하여 단단한 접이 부채입니다.

设计的商品。竹子外带和属带染色后,竹竿两端使用外
皮牢固结实的折扇。

MATERIALS
종이, 대나무
Paper, bamboo
纸, 竹子

PRICE
5,000원(WON)
하이문문(정지나, 정지은)
010-6274-0407, 010-6864-3799
hi-vid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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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의 발자취를 담다

Resemble the footprints of Seoullo 7017

留下首尔路的足迹

서울로의 발자취를 담다.

Resemble the footprints of Seoullo 7017

留下首尔路的足迹

Walk together, Seoullo

刻首尔路文字的脚链

(foot bracelet, necklace, earing)

走在一起的首尔路项链

MATERIALS
유리, 플라스틱, 디퓨저 용액, 나무판
Glass, plastic, diffuser solution, wooden plate
玻璃, 塑料, 扩散器溶液, 木制板

PRICE
17,000원(WON)
여림사랑(한사랑, 최여림)
010-4166-1074, 010-2229-6134
hsr527@naver.com
dufla45@naver.com

함께 걷는 서울로
(발찌, 목걸이, 귀걸이)

走在一起的首尔路耳环
서울로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 발찌, 귀걸이 입니다. 고급스럽
게 925 순 은으로 제작되었고 seoullo의 ll 부분 (발모양 팬던
트)을 바탕 팬던트 위에 따로 연결해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
다. 움직일 때마다 발모양 팬던트가 흔들리면서 실제 발이 걸

They are necklace, foot bracelet and earing that are
engraved with "SEOULLO Logo". It is made by '92.5%
Silver', has two pendants 'L' that are made separately to
move like walking on SEOULLO.

刻有首尔路标志的项链, 脚链, 耳环。925纯银,以首尔路
的’ll’部分（脚形吊坠）为基础,单独连接在吊坠上,使
其晃动。每次移动的时候脚形吊坠会摇动,仿佛真的脚
在走着一样。

어가는 듯 한 모션을 줍니다.

MATERIALS
925 순은
925 pure silver
925纯银

PRICE
발찌 : 21,000원(WON)
목걸이 : 23,000원(WON)
귀걸이 : 25,000원(WON)
뭄무컴퍼니(박동녘)
010-5278-2418
mummucompany@gmail.com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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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서울로 만들기 키트_ㅅ,ㅇ,ㄹ

SEOULLO SEED KIT

打造首尔路独有的商品 ㅅ,ㅇ,ㄹ

'나만의 서울로 만들기 키트'는 서울로를 상징하는 ㅅㅇㄹ 자

'SEOULLO SEED KIT' is composed of consecutive
cement pots symbolizing ‘SEOULLO’, seeds, soil, and
each card which introduces the meaning of the product
to Seoul and how to use it. The kit consists of two layers,
with an introduction card and a plant introduction sticker
at the top to give you basic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and a cement flower pot at the bottom.

“打造首尔路独有的商品”介绍象征首尔路字母ㅅㅇㄹ

음형태의 시멘트 화분과 씨앗, 흙, 그리고 서울로와 제품의 의
미를 소개하고 사용방법을 담은 각각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키트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소개
카드와 해당 식물 소개 스티커가 있어 해당 제품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하단에는 시멘트 화분이 위치해 있습니
다.

形状的水泥花盆和种子,土,首尔路和商品的意义,包含使
用方法的卡片组成。工具分2个层,上端设有介绍卡片和
相关植物介绍贴纸,可了解商品的基本信息,下端有水泥
花盆。

MATERIALS
시멘트, 씨앗, 흙, 종이박스, 포장지
Cement, Seeds, Dirt, Paper Boxes, Wrapping Paper
水泥, 种子, 污垢, 纸盒, 包装纸

PRICE
8,000원(WON)
여동규, 조은산
010-2078-7259, 010-3130-6110
jes761@nate.com

나전 라운드 디지털 LED 탁상시계 Mother-of-pearl Round Clock
천연 자개로 포인트를 주었고, 시계, 캘린더, 온도계의 기능
을 하는 스마트 LED 탁상시계입니다.

This product is a smart digital LED table clock designed
with Mother-of-Pearl inlaid has various function such as
clock, calendar, thermometer.

螺钿圆形数码LED台钟
以天然贝壳来点缀,具有手表, 日历, 温度计功能的智能
LED台钟。

MATERIALS
천연자개, 가공목, LED
Natural mother-of-pearl, processed wood, LED
天然珍珠母, 加工木材, LED

PRICE
24,000원(WON)
성협공예(채성순)
010-8762-0783
2265-0781@hanmail.net(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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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왕실메모지
담은 손거울

Dameun Royal Memo pad

皇室便笺

Dameun Royal Hand mirror

手镜

메모지, 연습장, 쪽지 등으로 활용가능하며 상단이 접착되어

It can be used as memo paper, a workbook and notes
among others. Sheets of the paper on the top can be
taken off from the top as they were stuck on the top.

可用作便笺, 练习本, 便条等,上端黏连,可用作单页。

있어 낱장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휴대가 가능한 큰 사이즈의 손거울에 철재 프레임으로 되어있
어 충격에도 강하며, 무광코팅 인쇄로 고급스럽습니다.

This product is made of steel frame and a large hand
mirror and strong against impacts, and looks luxurious
thanks to matte coating.

可携带的大尺寸手镜配以钢制镜框,具有强烈冲击性,亚
光涂层印刷增添高级感觉。

MATERIALS
담은 왕실메모지 : 종이
담은 손거울 : 거울, 스틸
Memo pad : Paper
Hand mirror : Mirror, steel
皇室便笺 : 纸
手镜 : 镜子, 钢

PRICE
담은 왕실메모지 : 2,000원(WON)
담은 손거울 : 3,000원(WON)
필드(김경란)
010-4072-2910
pd@philld.com(김태산)

소서노 주얼리세트

Soseono jewelry set

召西奴珠宝套装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매듭공예를 응용하여 서울 백제왕궁을

Korean traditional knot. jewelry set

利用韩国传统打结的工艺制作首尔百济王宫为主题的饰

모티브로 악세사리를 제작 하였습니다.

品。

MATERIALS
매듭실
Knot thread
结线

PRICE
이어링 : 60,000원(WON)
목걸이 : 140,000원(WON)
세트 : 200,000원(WON)
너나들이(최민정)
010-9427-8885
jhmj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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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다용도함

Multi-purpose box to Seoul

首尔路多功能盒子

소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자개함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

It is a mother-of-pearl that can hold precious things. It
is a space art where beauty is outstanding regardless of
the seat. The natural mother-of-pearl lacquerware is a
modern sense and design, made by craftsmen is a gift
from Korea.

能装贵重物品的贝壳盒子,无论放到哪个位置,都能看到

아이엠해치

I AM HAECHI

IAM獬豸

한국 전통의 상상 동물인 '해치'의 모습을 한 문화상품입니

It is a cultural product that depicts 'Haechi', a Korean
traditional imaginary animal. The material of the 'haechi'
type product was oxidized and baked at 1260 ℃ after
slip casting with porcelain. The surface of the product
was polished without applying glaze, so that the feeling
of the stone statu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Haechi
statue, was utilized. The inside of the product directly
closed with salt was glazed to give stability.

韩国传统假想动物“獬豸”形象的文化商品,獬豸材料

도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예술입니다. 나전칠기의 천연자
개를 현대적인 감각과 디자인으로, 장인이 만든 한국의 선물
용품 입니다.

美丽的空间艺术,采用螺钿漆器的天然贝壳现代感设计,
是匠人制作的韩国的礼品产品。

MATERIALS
천연자개, MDF, 우레탄, 우단
Natural mother-of-pearl, MDF, urethane, velvet
天然珍珠母, 中密度纤维板, 聚氨酯, 天鹅绒

PRICE
56,000원(WON)
나전코리아(이강수)
010-5243-5757
mskorea71@hanmail.net

다. '해치' 형태 상품의 소재는 도자기로 슬립캐스팅 성형 후
1260℃ 산화소성을 하였습니다. 상품의 겉에는 유약을 칠하
지 않고 연마를 해 본래 해태상의 특징인 석조상의 느낌을 살
렸습니다. 상품의 기능은 소금통으로 소금이 직접 닫는 상품
안쪽에는 유약처리를 해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是陶瓷,压铸成形成型后1260℃塑性氧化,商品表面是不
涂上釉料,打磨来体现獬豸的石雕像。商品功能是食盐
桶,内部进行釉料处理,卫生又安全。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38,000원(WON)
이지현
010-4318-8400
jihyun_8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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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소 투명엽서

Seoul attraction transparent postcard

首尔景点透明明信片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투명한 용지에 그려 넣은 엽서

It is a postcard drawing a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 in Seoul on transparent paper. Write simply
on a transparent background and use it as a postcard.
Or you can get nice photos with the background of the
sky, forests, etc. with the transparent character.

将首尔代表性旅游景点画在透明用纸上的明信片。在透
明的背景下可简单写上字并适用于明信片,或者突出透

민화링카드포켓 인사동

Folk ring card pocket / Insadong

民间环卡袋仁寺洞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하는 '링고리'와 '카드포켓'을 결합한 신

It is a new concept product which combines "ring
ring" and "card pocket" attached to the back of the
smartphone. It is a semi-permanent product that
can be attached and detached, and uses a personal
volume material passed through "FSC" and "OEKO-TEX
STANDARD 100".

贴在智能手机背面的"环环"和"卡片口袋"相结合的新概

입니다. 투명한 배경에 간단히 글을 써서 엽서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또는 투명한 특징을 살려 하늘, 숲 등의 배경을 함께
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明的特征,与天空, 森林等背景一起拍摄,就能拍出帅气的
照片。

MATERIALS
투명PET
Transparent PET
透明PET

PRICE
2,000원(WON)
이한나
010-7275-7284
yihna1026@naver.com

개념상품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반영구적 상품이며, 'FSC',
'OEKO-TEX STANDARD 100'을 통과한 친인체적 소재를 사
용하였습니다.

念商品,是可拆卸的半永久性商品,通过"FSC","OEKOTEX STANDARD 100",使用环保材料。

MATERIALS
페이퍼패브릭(종이)
Paper fabric (paper)
纸布(纸)

PRICE
19,000원(WON)
일랑아트(김정원)
010-9489-3132
elcaone@naver.com (노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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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로7017 도자기 커피 용품 Seoullo 7017 COFFEE DRIP SET 首尔路7017陶瓷咖啡用品
(Supplies plates, espresso cups, mugs, (碟子, 浓缩咖啡杯组合, 咖啡杯,
(접시, 에스프레소잔 세트,
咖啡机, 咖啡壶)
머그잔, 커피 서버, 커피 드리퍼) coffee server, coffee drpper)
서올로의 야경을 모티브로 제작한 커피용품입니다.

Coffee drip set motived by the SEOULLO 7017
SKYGARDEN at night.

首尔路的夜景为主题制作的咖啡用品

MATERIALS
도자기
Ceramics
陶瓷

PRICE
접시 : 20,000원(WON), 에스프레소잔 세트 : 30,000원(WON)
머그잔 : 25,000원(WON), 커피 서버 : 30,000원(WON)
커피 드리퍼 : 35,000원(WON)
세트 : 140,000원(WON)
이충연
010-5197-1767
justtap@nate.com

서울로 3단 병풍

Seoul's street three-stage folding screen

首尔路3段屏风

3단으로 접을 수 있어 간편하고 부피가 작으며, 세워놓을 수

It is simple, compact and easy to fold, so you can
decorate any space beautifully. With a modern sense of
lacquerware and natural mother-of-pearl, it is the gift of
Korean craftsmen.

可折叠成3段,简便, 体积小, 可竖放,任何空间都可以装饰

가 있어, 어느 공간이든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나전칠
기와 천연자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장인이 만든 한국의 선
물용품 입니다.

得美丽。螺钿漆器与天然贝壳的现在感觉,是匠人制作
的韩国礼品。

MATERIALS
천연자개, MDF, 신주, 우레탄
Natural mother-of-pearl, MDF,brass, urethane
天然珍珠母, MDF, 黄铜, 聚氨酯

PRICE
49,000원(WON)
나전코리아(이강수)
010-5243-5757
mskorea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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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나전 단품 777손톱깎이

Mother-of-pearl Single Item 777 Nail clippers

螺钿单品777指甲刀

777 손톱깎이는 최고의 절삭력과 특수 연마 기술로 제작되어

This product I·SEOUL·YOU is designed by special
method which is inlaid with Mother-of-Pearl. 777 Nail
care Clippers have the best cutting force with special
polishing technic which makes clear cutting.

777指甲刀,采用最佳切削力与特殊研磨技术制成,整洁切

우리가 걸었던 그 계절의 서울 길

The seasonal route we walked on in Seoul.

我们走过的那个季节的首尔路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서울의 길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

We can see various things on the streets of Seoul
according to the season. Using the beauty of four
seasons with the plant Scandia moss, It represents
Seoullo 7017, Han River trail, Namsan Dulegil, and
GwanghwaMun. Through the air purification function of
the Scandia Moss plant, we have shown clear and clear
Seoul roads.

韩国根据季节不同,在首尔的道路上可以看到多种多样

깔끔하게 컷팅 되고, 천연 자개에 I·SEOUL·YOU를 디자인
하였습니다.

割,在天然贝壳上设计I·SEOUL·YOU。

MATERIALS
천연자개, 메탈, 수매듭
Natural mother-of-pearl, metal, knot thread
天然珍珠母贝, 金属, 结绳

PRICE
8,000원(WON)
성협공예(채성순)
010-8762-0783
2265-0781@hanmail.net(김정일)

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스칸디아모스 식물을 활용하여
서울로7017, 한강산책로, 남산 둘레길, 광화문광장로를 표현
하였으며 스칸디아모스 식물의 공기정화 기능을 통해 맑고 깨
끗한 우리의 서울 길을 나타내었습니다.

的面貌。将四季的美丽利用于 Scandia Moss植物上,展
现了首尔路7017, 汉江散步路, 南山环山路, 光华门广场
路展现四季之美。通过 Scandiamoss植物净化空气功
能,打造首尔清纯的道路。

MATERIALS
도자기, 스칸디아모스
Ceramics, Scandia Moss
瓷器, Scandia Moss

PRICE
낱개 : 38,000원(WON)
세트(4ea) : 150,000원(WON)
김혜빈, 최준혁
010-9635-5650; 010-7963-7524
a971103@naver.com
cjunhyuk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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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한양도성 길잡이 목걸이

Guide of Hanyaug castle

汉阳都城向导项链

서울 한양도성 지도를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쓰

It made the map of Seoul Hanyang city as a necklace. If
you hold it in your hand, you can do a tour of seoul City
just like treasure hunting.

首尔汉阳都城地图制作成项链,就像祈祷时戴的默珠项

서울로 마스킹테이프

Seoullo Masking tape

首尔路吉祥物胶带

서울의 명소를 나열하여 마스킹 테이프로 제작. 손쉽게 찢을

Masking tape that lists the attractions in Seoul. It is a
paper tape that you can tear easily, tear apart, and paste.

罗列首尔景点制作成吉祥物胶带, 容易撕开, 容易粘贴的

는 묵주목걸이처럼 손에 들고 다니며 보물찾기하듯이 한양도
성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链一样,可以随身携带,可以像寻宝一样进行汉阳都城旅
行。

MATERIALS
써지컬스틸, 스틸, 큐빅
Surgical steel, steel, cubic
手术用钢, 钢, 立方钢

PRICE
38,000원(WON)
정원희
010-6799-4139
31eeun@naver.com

수 있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이테이프입니다.

纸带。

MATERIALS
종이 테이프
Paper tape
纸带

PRICE
7,000원(WON)
양우람
010-3553-3528
raon7717@naver.com

66

���6�������.indd 66

2018-11-27 �� 2:42:02

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 부문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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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63스퀘어 황동자

63 SQUARE BRASS RULER

63方形黄铜尺

63스퀘어 황동자는 아름다운 건축디자인을 고급스러운 색감

63 Square brass ruler is a premium stationery product
that puts beautiful architectural design into brass piece
with luxurious color. It is not only a practical item in
everyday life, but also a souvenir that can be kept as a
beautiful decorative object for a long time.

63方形黄铜尺是将美丽建筑设计放入高级色感的黄
铜中的高级文具产品。是黄铜制成的日常中的实用

과 색감과 소재의 황동에 담은 프리미엄 문구 제품입니다. 황
동으로 제작하여 일상 속의 실용적인 아이템이면서도 아름다
운 장식 오브제로써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

商品,且美丽的装饰物,可持久保存的纪念品。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9,000원(WON)
하나두리(이하나, 이두리)
010-9023-0022
hello@hanaduri.net

은상 SILVER PRIZE 銀賞
63스퀘어 포토자석

63square Photo Magnet

63方形磁贴

인쇄지와 자석을 합지한 후에 에폭시 코팅처리를 하여 내구

This memo holder is made through epoxy coating after
combining printing paper and a magnet. It is durable,
smooth and luxurious. Its thick magnetized fabric
maximizes magnetic power. This product can hold many
sheets of memo paper.

将印刷纸和磁铁合二为一后,进行环氧涂层处理,耐用性

성이 강하고 매끄러워 고급스러우며, 자력을 극대화한 두툼한
자석 원단으로 반영구적인 자력과 여러 장의 메모를 끼워도
메모지 홀더로써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强, 光滑高档,采用磁力最大化的厚厚的磁力面料,具有
半永久性磁力,即使插入很多张纸条的便签,充分发挥作
用。

MATERIALS
에폭시, 고무자석
epoxy, rubber magnet
环氧基,胶磁铁

PRICE
2,750원(WON)
필 드(김경란)
010-4072-2910
pd@phil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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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Seoul sky
乐天世界塔首尔天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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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서울스카이 황동자

SEOUL SKY BRASS RULER

首尔SKY黄铜尺

서울 스카이 황동자는 아름다운 건축디자인을 고급스러운 색

Seoul Sky brass ruler is a premium stationery product
that puts beautiful architectural design into brass piece
with luxurious color. It is not only a practical item in
everyday life, but also a souvenir that can be kept as a
beautiful decorative object for a long time.

首尔天空黄铜尺是将美丽建筑设计放入高档色感和
材质黄铜中的高级文具商品。是黄铜制成的日常中
的实用商品,且美丽的装饰物,可持久保存的纪念品。

롯데타워 트레이&화병

Lotte Tower Tray&Vase

乐天塔托盘和花瓶

롯데타워와 주변의 특징인 석촌호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트

It is a tray & vase designed by the motif of Lotte Tower
and surrounding village of Seokchon Lake. It is designed
to be removable by inserting a brass tube inside the vase
symbolizing the Lotte Tower.

以乐天塔和周边特点石村湖为主题设计的托盘和花瓶。
象征乐天塔的花瓶内部配有黄铜管,可拆卸设计。

감과 소재의 황동에 담은 프리미엄 문구 제품입니다. 황동으
로 제작하여 일상 속의 실용적인 아이템이면서도 아름다운 장
식 오브제로써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

MATERIALS
황동
Brass
黄铜

PRICE
9,000원(WON)
하나두리(이하나, 이두리)
010-9023-0022
hello@hanaduri.net

레이&화병입니다. 롯데타워를 상징하는 화병 내부에 황동관
을 넣어 탈착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MATERIALS
플라스틱, 황동
plastic, Brass
塑料, 黄铜

PRICE
89,000원(WON)
아르시 스튜디오(김영균)
010-4870-7349
info@arsy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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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문 / SEOUL / 首尔領域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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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런 서울의 도시명 SEOUL의 이니셜을 가지고 각각 S =
STORY, E= ENERGY 0= ORIGINALITY

U = UNIQUE

L=LOVELY 로 표현,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활기 넘치는
에너지, 역사, 특별함, 그리고 사랑스러운 공간 등을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역 100곳을 여행스케치한 후 서울을 찾는 많
은 사람들에게 그림과 소개의 글, 정보 등으로 알기 쉽게 여행
하도록 디자인하여 I SEOUL U의 새로운 슬로건 의미를 더욱
확고하고 다양하게 하여 많은 이에게 알리고자 이 책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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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Paper
纸

PRICE
19,5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5448-8630
skyjoon1000@hanmail.net

首尔是过去、现在与未来相见的充满魅力和活力的
美丽都市，用城市的英语名称SEOUL的第一个字
母的缩写，分别表示为S=STORY, E=SENERGY，
0:STORYORIGINALITY, U:UNIQUE L=LOVELY。这本书
是利用首尔的各种故事和充满活力的能源、历史、特
点，以及可爱的空间等具有代表性的首尔地区的100个
旅游景点素描后，加上图画，文章介绍，信息等设计，
为了让更多的游客了解，为了多方面的宣传 I SEOUL U
口号的意义。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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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서울상징캔들홀더

Candle Holder Symbolizing Seoul

首尔象征烛台

서울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표현하여 제작된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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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把首尔的标志表达为美丽建筑物的手工制作烛台，通

메이드 캔들 홀더이다. 캔들홀더 건축물의 창문과 문 등 구멍
을 통해 투과되는 티라이트의 빛은 은은하고 화사하여 로맨
틱하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휴식, 이벤트, 인테리어 등
무드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실용성 있게 활용 가능하다. LED
티라이트 사용은 밝은 광원과 촛불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 위
험에서 안전하다. 티라이트 이외에도 소형 캔들 및 아로마 향
초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재를 도자기로 사용하여 서

过烛台建筑物的窗户和门缝等透射过来的光线隐隐感觉
到华丽，营造出浪漫的氛围，可以利用休息、活动、装
修等小夜灯，可以多方面利用，具有实用性。使用LED
保温蜡烛代替蜡烛，没有火灾危险。此外, 除了茶光还
可以放入小型蜡烛或熏香香草使用。使用陶瓷材质既抒
情又温暖，欣赏陶瓷制造的烛台能感受到首尔的气息，
时刻看到灿烂闪耀的首尔。

정적이고 따뜻함을 더하였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캔들 홀더를
보며 서울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으며 항상 환하게
빛나는 서울을 볼 수 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28,000원(WON)
크래프트서울(서경훈, 황회은)
SEOGYEONGHUN, HWANGHOEEUN
010-5520-1127
craft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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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숨_봉투조명한양도성시리즈

SOOM_Bag Light Hanyangdoseong Series

SOOM Bag Light 汉阳都城系列

'숨_한양도성'은 봉투에 숨을 불어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휴대용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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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气息_汉阳都城‘是袋子里吹气通电的便携式照明。

이다. 기존의 스위치 전원을 대신해 숨을 내쉬는 행동만으로 조명이
켜지고 다시 접으면 꺼지는 방식을 적용한 '숨_한양도성'은 발상의 전
환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제품이다. '숨_한양도
성'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사용법을 지닌 실용적인 제품으
로 휴대용 조명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이 켜지면 숨은 이미지와 문구
가 나타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적용해 조명이 켜
짐과 동시에 단순화된 한양도성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나타나도록 만
들어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숨_한양도성'은 전통과 현
재를 아우르는 서울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전달하는 서울 상징 관광기
념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제품이 될 것이다.

代替现有的电源开关，呼气灯亮，吸气熄灭的方式，这
种构思给游客提供新的体验，‘气息_汉阳都城‘是一
款具有独创性使用方法的实用性产品，它不仅有携带式
照明功能，而且开灯时会出现隐藏着的形象和文字，通
过这种功能灯亮的同时出现简单化的汉阳都城的代表性
象征物，会让游客开心。‘气息_汉阳都城‘ 是传达传
统与现代统称的首尔市的充满活力的形象的象征首尔旅
游纪念品, 将会构成有充分价值的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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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9,900원(WON)
제이엘 디자인랩(이재웅)
LEE JAEWOONG
010-7415-6270
design.colo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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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GOLD PRIZE 金賞
방짜주물유기 목도장

White Brassware Wooden Stamp

白铜器木头印章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To create modernization Korea traditional souvenir, we

为了延续韩国传统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传统铜

대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

emphasized the sterilize effect from white brassware. It

器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常用的

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

is portable hand item with applying Seoul's symbol and

到“，是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的印章系列。

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도장 시리즈이다.

tourist attractiondesign.

MATERIALS
방짜유기(주물), 황동, 흑단
White Brassware, Brass, Enony
上乘铜器（铸件），黄铜，乌木

PRICE
50,000원(WON)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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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서울상징건물팝업카드 6종

Adorable Seoul Series

首尔象征建筑物明信片 6种

서울에 현대적 건물들을 심플한 입체카드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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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简单表达的首尔现代建筑的立体卡

꽃담, 쓰담쓰담!

Floral wall. Pat and Pat (Make-up Brush)

化妆刷漆工艺商品

화장 브러시에 독창적인 칠공예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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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化妆刷上用独创的漆工艺法画画后表面上用漆粉，金

(Stickers3Type, Postcards 6type)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5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GYEO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면에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 등으로 고급스럽게 마무
리한 100% 수공예 제품으로 장인의 정성을 담아 소장가치를
추구하였다.

粉，珍珠粉， 贝壳等高档的100%手工艺商品，匠人精
心制作，具有收藏价值

MATERIALS
화장붓, 칠, 칠가루, 금분, 진주가루, 자개
Make-up Brush, lacquer, lacquer power, gold dust,
pearl powder, nacre
化妆刷，金粉，漆，漆粉，珍珠粉，螺钿

PRICE
29,000원(WON)
에이치디자인(한미애)
HAN MEEAE
010-4805-2028
1225mi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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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콜렉트 서울 시리즈

Collect Seoul Series

收集首尔系列

'콜렉트 서울 패치'는 서울의 다채로운 풍경을 디자인 패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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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 Seoul Patch"是以首尔多彩的风景设计而成的

북촌, 서울을 품다

Bukchon in a Seoul

北村，拥抱首尔

기존의 수저받침은 쌓을 수 없는 형태로 보관이 불편하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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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有的勺筷托不好积累，存放不方便，容易堆在碗橱柜

만든 제품이다. 서울 패치는 크게 Symbol 과 Adventure 두 가
지 종류로 나뉜다. Symbol은 서울의 상징적인 풍경들로 대표
관광지들이다. 동대문과 낙산성곽, 남산 N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북촌 한옥 마을 등의 패치는 그 지역의 풍경과 색감을
최대한 반영했다. Adventure의 풍경들은 이제 막 입소문을 타
기 시작한 장소들로 서울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장소들
이다. 전통시장,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골목 등 보다 지역
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서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
소들이다. 각 패치들의 뒷면이 밸크로로 되어 있어 '콜렉트 서
울 캔버스' 제품들 위에 탈 부착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Collect
Seoul' 코스를 만들 수 있다.

商品，分Symbol和Adventure两大种类。 Symbol是首
尔象征性风景的代表旅游景点，东大门，乐山城墙，南
山N塔，东大门设计商场，北村韩屋等Patch最大限度
的反映了该地区的风景和色彩。Adventure的风景是刚
刚开始的口口相传的地方，比首尔距离近，传统市场、
小商店聚集的胡同等可以更近距离见到当地人，能感受
“首尔情’的场所。

MATERIALS
폴리 , 면
Collect Seoul Patch
雪纺，棉

PRICE
5,000원(WON)
공공공간(홍성재)
HONG SEONGJAE
010-2992-0474
000gan@000gan.com

장의 구석에 자리하였다면 “북촌, 서울을 품다”는 오브제의
기능과 수저받침&종지의 결합으로 일상에 자리하여 테이블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또, 서울의 북촌이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휘장, 심볼, 브랜드,
색을 이용하여 가치를 높였다.

角落，“北村-拥抱首尔”具有objet功能，勺筷托和小
碗的结合，日常生活中摆在餐桌上变得更加美丽。另外
把首尔北村设计带入生活中，添加色提高了代表首尔的
徽章、标志、品牌的价值。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10,000원(WON)
최권규
CHOI KWONKYU
010-997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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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銀賞
서울핸드벨

SEOUL HAND BELL

首尔手铃

도자기로 만들어 더욱 청명하게 울리는 핸드벨이다. 서울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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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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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앞치마 '아토'

Hanbok apron ‘ATO’

韩服围裙 'ATO'

'아토'는 '선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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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指’礼物“，是纯韩国话。送给你爱的人母亲或

벨은 서울 곳곳의 랜드마크들이 어울러 있다. 핸드벨이 울리
면 핸드벨을 둘러싼 서울의 이야기들이 깨어난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A 타잎 : 10,000원(WON)
B 타잎 : 15,000원(WON)
C 타잎 : 20,000원(WON)
㈜무늬공방(유병록)
YOO BYEONGROK
010-2245-5733
hyongkwang@naver.com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 같은 요리와 순간을 선사할,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이 될 한복앞치마 '아토'이다.

妻子的礼物，是特别而珍贵的韩服围裙。

MATERIALS
린넨,면 혼방
Linen Cotton
亚麻，棉混纺

PRICE
59,000원(WON)
서울번드(정경민)
JEONG KYOUNGMIN
010-6367-0103
info@seoulb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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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2

Incense pouch with fragrance of Seoul

装着首尔香气的香囊2

자동차 방향제, 옷장 사쉐, 화장실 및 회의실용 방향제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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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汽车芳香剂、衣橱、香囊、卫生间、会议室等地方使用

서울뷰티 마스크팩 1392년

Seoul Beauty Maskpack since 1392

首尔美面膜1392年

1. 화장품의 높은 선호도 - 방한 외국인이 구입하는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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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化妆品的高度支持率-访韩外国人购买的纪念品中面

루 사용할 수 있는 향낭(향 주머니)입니다. 부피가 작아 휴대
가 간편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인간의 선물, 기업 및 단체
의 기념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향 지속력이 높
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4~6개월, 통풍이 되는 공간
에서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 분말은
100% 자연에서 온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 친환경적이며 인
체에 무해하다.

的芳香剂（香袋）， 体积小，携带方便，价格合理，
送礼或适合企业、团体的纪念品。香味持续时间长，在
密闭的空间里可以使用4~6个月，通风的空间可以使用
3个月以上。香料的粉末使用100%天然材料制造，既
环保又对身体无害。

MATERIALS
종이, 우드스킨 100g
Paper, wood skin 100g
纸，木皮

PRICE
4,000원(WON)
몽키랩(최호철)
CHOI HOCHEOL
010-3455-7800
lefthc@monkeylab.co.kr

중 마스크팩이 30%를 차지할 만큼 K-Beauty가 굉장한 인기
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높은 홍보효과 - 인기가 많은 품목에 서울을 담은 디자인
으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부담없이 사용하고 선물하기 좋은 상품
이다.
3. 세련된 재해석 & 차별화 - 옛날 조선시대의 피부 미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서울의 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과 차별화가 있다.

膜占比是30%，K-Beauty非常受欢迎，对韩国化妆品
的喜好度极高。2.产品中画上首尔图像，具有很好的宣
传效果，是 男女老少都容易购买使用，又能送礼的产
品。 3. 重新分析和差别化-把古朝鲜时代的皮肤美容方
法，用现代方法重新分析的产品，具有卓越的改善效
果，拥有首尔的美和市面上销售的产品有差异。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3,000원(WON)
마이어스(이은정)
LEE EUNJEONG
010-7722-5667
maius@idu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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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E PRIZE 銅賞
지하철역키링

keyring (subway-station)

地铁站钥匙圈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나간 여행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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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总喜欢留下什么，想留下过去的旅行余韵。只有旅

시장통 청화컵

Korean Market cups

市场青花杯

'시장통’은 서울의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수공예 도자기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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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场同‘是’首尔的传统市场’为主题的手工艺陶瓷

운을 남기고 싶어 한다.
여행지만의 기념품은 그 여운을 떠오르게 하여, 과거를 추억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지하철 역 키링]은 내가 다녀간 자취를 기록해 줄 것이다.

游景点的纪念品才能回忆起其余韵，回忆过去。 【地
铁站钥匙链】将会记录你的足迹。

MATERIALS
열쇠고리 (지하철역)
keyring (subway-station)
钥匙链(地铁站)

PRICE
8,000원(WON)
미스티(윤돈규)
YUN DONKYU
010-3179-7045
purian21@gmail.com

시리즈이다. 조선의 청화백자를 현대적인 형태와 패턴으로 재
해석하였다. 한국화가의 다채로운 일러스트를 통하여 전통과
일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우리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
한 '시장통'에는 컵과 함께 실제 시장에 대한 스토리와 지도,
정보가 담긴 한/영문 내지가 제공된다. 내국인에게는 옛 시장
에 대한 추억을, 외국인에게는 낯선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

杯系列。把朝鲜的青花白瓷以现代的形态和图案重新诠
释。通过韩国画家丰富多彩的插图，展现传统和日常生
活融为一体的多种多样的韩国传统市场的形象。此外,
’市场同‘ 杯里提供对实际对市场的真实故事和信息
的英文。 给韩国人老市场的回忆，对外国人有引导陌
生文化的关心。

할 수 있다.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33,000원(WON)
고요컴퍼니(최유진)
CHOI YOOJIN
010-8522-0270
xbird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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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boh

布块

'보'란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한 헝겁으로써 작은 것은 보자기
라고 한다. 옛날에는 용도도 복잡하고 종류도 많았는데, 이불
보를 비롯해서 상보, 패물보, 편지보, 책보, 노리갯보, 수보, 날
염보, 조각보 등이 있었다. 용도에 따라 홑으로 된 것도 있고
겹으로 된 것도 있으며, 음식물을 덮거나 싸는 것은 안에 기
름종이를 받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 보 중에서 작은 보자
기 형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보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 하여 선물포장이나 도시락, 물건 등을 싸는 용도에서 쁘띠
스카프나 반다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동 브랜드 안에서 추후에 같은 패턴의 원단으로 이불보, 편
지보 등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중
국 등 보자기의 활용이 많은 나라들도 있으며, 최근 친환경적
인 포장재로 기업에서도 재조명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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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包‘是为了打包或遮盖的布块，小的叫布盖。以前用

2017 서울 탁상용 캘린더

2017 Seoul Table Calendar

2017 首尔台历

서울의 한옥 및 서울을 대표할만한 건축물들을 펜으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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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画出首尔的韩屋及代表首尔的建筑物，涂色后制作成

途复杂，种类多，被子布、桌布、首饰布、信封布、
书布、玩具布、印染布、碎布等。根据用途分单双层
的，包食物或遮盖布里垫了一层吸油纸。这样的传统布
包中，先开发了小形包裹，现代方式重新诠释，有包礼
品、饭盒、物品等用途，可以换成小围巾或方巾使用。
另外, 今后可以在同品牌内同样面料做成包被子布、包
信封布等多样化产品。 日本和中国等国家也较多的使
用布包，最近企业也重新重视环保型包装材料。

MATERIALS
아사면 60수, 물노방
cotton ,cristal fabric
棉60支，水晶面料

PRICE
24,000원(WON)
조영아
JO YOUNGA
010-6229-4403
taam95@naver.com

후 컬러링을 한 그림들로 2017년도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하
였고 외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과 중국어로도 표현하

2017年台历，为了让外国人方便使用，写上英文和中
文。

였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5,000원(WON)
윤희철
YUN HUICHEOL
010-5337-6944
hcyoon@daej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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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그 수건

MOLLIG TOWEL

MoLLIG 毛巾

기존 수건들이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수건 틀에서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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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有毛巾的设计大多数只限于在框架上，该产品是从框

페블

PEBBLE

水晶

석영 줄무늬의 조약돌을 소재로 만든 'Desk Service'이다. 서
울이 확장되는 크기 순으로 자석, 문진(文鎭), 합(盒子)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별로 상징적인 건물과 장소
를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 장식 기법인 상감기법으로 단순화하
여 표현했다. 2가지의 합 내부에는 서울에 속한 한강의 28개
다리 중 가장 처음 건조된 한강철교와 최근에 건조된 암사대
교를 두었다.
흰 석영 줄무늬를 품고 있는 조약돌을 응시하고 있다 보면 우
리의 한강을 품고 있는 600여년 역사의 서울과 무척이나 닮
아 있음이 떠오른다. 서울이 수도로 제정된 이후 확장되어짐
을 무수히 닳고 부딪쳐 작아진 조약돌에서부터 크기순으로 표
현했으며 각각의 조약돌을 쌓아 놓았을 때 서로 균형을 유지
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서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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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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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에 한정적이었으나 이제품은 그 틀에서 벗어나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양도성 한옥마을 남산을 본 딴 디자인으로 한국적
인 미를 주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
라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쉽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
어 관광객들에게 색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架中脱离，使用前，使用中和使用后都是不同的设计，
模仿汉阳都城的韩屋村南山的设计，增添韩国的美。不
仅可以卖给国外游客还可以放在酒店或招待所等，容易
陈列，这种设计会带给游客与众不同乐趣。

MATERIALS
면 100%
cotton 100%
棉100%

PRICE
10,000원(WON)
진성호, 허예원
JIN SEONGHO, HEOYEWON
010-2296-7174
wlstjdgh1118@gmail.com

MATERIALS
백색자기토, 그레이 안료, 골드
Porcelain, Gray pigment, Gold
白瓷土, 灰色颜料, 金领阶层

PRICE
Magnet : 8,000원(WON)
Paper weight : 15,000원(WON)
Small box : 27,000원(WON)
Large box : 38,000원(WON)
남세라믹웍스(윤남)
YOON NAM
010-9936-8204
contact@yoonnamm.com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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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순성놀이

BoardMap Tour, Seoul City Wall

汉阳都城游城游戏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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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文化遗产名录评选之际，为了给

원데이서울-노트

onedayseoul-note

one day首尔-笔记本

'원데이서울-노트'는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현

'onedayseoul-note' is for tourists visiting Seoul,

'one day首尔-笔记本给访问首尔的游客传统与现代共

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과 서울을 대표하는 상상

expressing beauty of Seoul with coexistence of

存的首尔美丽形象和代表首尔的想象动物獬豸的形象，

의 동물 해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행의 즐거웠던 시간을 떠

tradition and modern, and the Hachi; mystical creature

回忆旅行时开心的一刻，可以记录旅行瞬间的“相册”

올리며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포토북'으로 활용할 수 있

representing Seoul. Notes are designed to use as a

的笔记本。

도록 제작된 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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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알리
고자 제작된 지도기반 여행 보드게임이다. 한양도성 전 구간을
일러스트 작가와 서예 작가가 직접 그려낸 지도를 그래픽화하
여 소장가치를 높이고, 족자로 걸어둘 수 있게 전통표구방식을
접목하였으며, 실제 한양도성을 여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았다. 또한 지도를 말고, 게임 구성물을 지관통에 담
을 수 있게 하여 휴대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우리의 역사와 사
상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国内外游客更形象的宣传汉阳都城的历史和制作美丽的
地图为基础的旅行桌面游戏。画家和书法家把汉阳都城
的所有区域亲自画出来的地图做图像处理，提高了收藏
价值的同时，又易于挂条幅,结合传统装裱方式， 旅行
汉阳都城时可以用的到里面的信息。 此外,把地图卷起
来放进桶里，最大限度的提高便携型，可以通过韩国历
史和思想游戏，自然地接触到。

MATERIALS
종이, 나무, 플라스틱, 명주실
paper, wood, plastic, silk
纸，木，塑料，明珠线

PRICE
23,000원(WON)
에스에이치네스크(박승하)
PARK SEUNGHA
010-6218-3400
shnesque@naver.com

MATERIALS
종이, 비닐
paper, vinyl
纸，乙烯基

PRICE
3,500원(WON)
onedayseoul(최두영)
CHOI DOOYOUNG
010-4886-5406
contact@oneday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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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創意领域

서울여행 티스푼, 티포크

Seoul Travel Tea Spoon and Fork

首尔旅行，茶匙，点心叉

서울하루

One Day in Seoul

首尔一天

지하철 관광명소(핫스팟) 휴대폰케이스

Seoul Hot Spot Cell Phone Case

地铁旅游景点（热点）手机壳

경복궁 꽃살문 함 시리즈

Kyeongbok Palace Kotsalmun Box Series

景福宫花纹图案盒系列

사계절의 서울

Seoul of Four Seasons

首尔四季

서울네일

Seoul Nail

首尔美甲

크라프트라이츠

Craft Lights

工艺灯

서울지하철 역명판 액세서리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Accessory

首尔地铁站名首饰

은꽃촛대

Silver Flower Candle Stick

印花烛台

아기자기한 서울 시리즈

Picturesque Seoul Series

美丽而可爱的首尔系列

한옥장석 명함집

Korean House Business Card Box

韩屋长席名片夹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3
서울 디자인 펜(I.SEOUL.U), 서울디자인펜(훈민정음), 서울디자인펜(민화)

Pouch with Seoul’s Smells 3
SeoulDesignPen(I.SEOUL..U),SeoulDesignPen(Hunminjeongeum),SeoulDesignPen(folkpainting)

带首尔香气的香囊3

서울풍경1-스마트폰 공명스피커(트윈)

Seoul Scene 1 – Resonance Speaker for Smartphones (twins)

首尔风景1-智能手机共鸣扬声器（twin ）

움직이는 서울

Moving Seoul 1

动感的首尔1

서울의 퍼즐

Puzzle of Seoul

首尔的拼图

립미얼론 북촌 한옥마을 시리즈

Leave Me Alone Bukchon Korean Village Series

leave me alone北村韩屋村的系列

서울디자인초콜렛쿠키

Seoul Design Chocolate Cookies

首尔设计巧克力饼干

방짜주물유기 골프볼마커

Golf Ball Marker Made of Brass

白铜器高尔夫标志

서울지하철역명판 시리즈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Series

首尔地铁站名板系列

다님길 걷기

Walk on Danimgil

步行Danimgil

서울을 달콤함으로 기억하다

Remember Sweet Seoul

首尔甜美记忆

서울에서놀자-데스크매트, 윷놀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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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玩在首尔-桌面垫，翻板子游戏盘

꽃채움 열쇠고리장식

Decoration for Key Holders

装满花的钥匙扣装饰

옻칠로 서울을 보다

Lacquering Seoul

上漆看首尔

서울허그미 쿠션

Seoul Hug Me Cushion

首尔hug me靠垫

ISEOULU 황동풍경

I SEOUL U Brass Wind-Bell

ISEOULU黄铜风景

I SEOUL U 소주잔 5종세트

5 “I SEOUL U” Soju Glass Sets

I SEOUL U 烧酒杯5件套

서울번드화-라륀

Seoulbund Hwa "La lune"

seoulbund“la_lune

I♡SEOUL 스냅백모자

I♡SEOUL Snapback Cap

I♡SEOUL 棒球帽子

내 손 안의 서울

Seoul in My Hand

我手中的首尔

립미얼론 디디피

Leave Me Alone DDP

leave me alone DDP

희망솟대

Sotdae (Pole) of Hope

希望高杆

방짜주물유기

Brassware

白铜器

서울풍경 수저세트

Seoul Spoon and Chopstick Set

首尔风景勺筷套装

무거운거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Heavy Mirror of DDP

重镜子东大门设计商场

머그컵+3D프린팅

Mug Cup + 3D Printing

马克杯+3D印刷

페이퍼 토이- 숭례문

Paper Toy - Sungryemun

纸玩具-崇礼门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4 Seasons of Korea

美丽的韩国四季

N서울타워

N Seoul Tower

N首尔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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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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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IDEA PRIZE

LED아크릴우드조명_서울성곽지도

LED Acryl Wood Lighting – Seoul Fortress Map

LED亚克力木照明-首尔城郭地图

서울명소&북촌한옥마을 퍼즐자석

Seoul Hot Spot and Bukchon Korean Village Puzzle Magnet

首尔经典和北村韩屋村拼图磁铁

궁중책갈피 시리즈(광화문/정일품)

Royal Bookmark Series (Gwanghwamun/Jeongilpum)

宫廷数千系列（光化门/正一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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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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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首尔乐园标志勺筷套装（光化门）

북촌아씨 가볍다에코백

Bukchon Lady Light Eco Bag

北村小姐又轻又环保购物袋

이리오너라~

Come Here

到这里来

숭례문 연필꽂이

Sungryemun Pencil Vase

崇礼门笔筒

서울픽쳐프레임클러치

Seoul Picture Frame Clutch

首尔图画Frame Clutch

서울로걷다-아쿠아멀티슈즈

Walk to Seoul – Aqua Multi Shoes

漫步在首尔-多功能超轻鞋

서울체스

Seoul Chess

首尔象棋

서울랜드마크 머그시리즈 1~3

Seoul Landmark Mug Series 1 - 3

首尔乐园标志马克杯系列1~3

서울버스마우스패드

Seoul Bus Mouse Pad

首尔公交车鼠标垫

서울컵받침

Seoul Coaster

首尔杯垫

새로운 서울 이야기

New Seoul Story

新的首尔故事

서울랜드마크사진걸이

Seoul Landmark Photo Hanger

首尔乐园标志照片挂

한양도성 일체형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 Integral 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一体式备用电池

서울랜드마크칠판다이어리

Seoul Landmark Blackboard Diary

首尔乐园标志黑板日历

서울지도에코백시리즈

Seoul Map Eco Bag Series

首尔地图环保系列

한양하늘아래도성커피잔

"Doseong Under a Seoul Sky" Coffee Cup

汉阳天空下的都城咖啡杯

시나브로 시리즈&서울달력

Sinabro Series and Seoul Calendar

sinabro系列和首尔挂历

길 위의 향기

Smell on Road

路上的香气

서울DIY페이퍼시계

Seoul DIY Paper Clock

首尔DIY纸表

서울을 기억하다-N서울타워

Remember Seoul – Seoul N Tower

记住首尔-N首尔塔

기억저장소 S.E.O.U.L 마그넷

Seoul Magnet about Memories of Seoul

记忆储存S.E.O.U.L磁铁

젓가락지도 4종

4 Kinds of Chopstick Map

筷子地图4种

나와 너의 서울

My and Your Seoul

你和我首尔

서울을 빗다 시리즈

Combing Seoul Series

描绘首尔的梳子系列

DDP자개 명함케이스, 손거울,보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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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螺钿名片盒，手镜子，备用电池

잔탁워터글러브

Jantak Water Glove

盏托water glove

컬러링북- 한옥 안에서

Coloring Book – In a Korean House

coloring book-在韩屋

태극가방

Taegeuk Bag

太极包

경복궁 경회루

Gyeonghee Pavilion at Kuyungbuk Palace

景福宫庆会楼

한양도성- 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备用电池

서울디자인탁상액자

Seoul Table Frame

首尔设计桌面相框

종이향수 카드

Paper Perfume Cards

纸香水卡

ILOVESEOUL 보조배터리

ILOVESEOUL Auxiliary Battery

ILOVESEOUL 备用电池

친환경 에코보드 벽시계

Eco-Friendly Wall Clock

环保板材挂钟

서울랜드마크 노트시리즈

Seoul Landmark Notebook Series

首尔乐园标志笔记本系列

무궁화 삼천리화려강산 버스저금통

Beautiful Korea Bus Moneybox

无穷花三千里华丽江山公交车储蓄罐

MODERN STYLE I.SEOUL.U 名片备忘录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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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여행 티스푼, 티포크

Seoul Travel Tea Spoon and Fork

首尔旅行，茶匙，点心叉

한국의 전통적인 합금기술 그대로 구리 78%와 주석 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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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传统的合金铜技术78%的铜和22%柱石制作的有机

서울 하루

One Day in Seoul

首尔一天

서울 지형 지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모티브로 한 탁상시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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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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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유기식기는 살균작용을 하며,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고
단백질을 오랫동안 보존시켜주는 생명의 식기이다.

餐具具有杀菌作用，保持饮食的温度，是可以使蛋白质
长时间保存生命的餐具。

MATERIALS
놋쇠(유기), 아연
korean bronze, zinc
青铜(有机)，铅

PRICE
2개세트 : 20,000원(WON)
10개 세트 : 100,000원(WON)
아토(송영현, 박성준)
SONG YOUNGHYUN, PARK SEONGJUN
010-4871-3926
kala2001@paran.com

다. 지형과 훈민정음을 음각의 그림자로 표현함으로써 시계의
입체감을 더했다. 지도를 단순화하여 마크와 같이 서울의 아
이덴티티를 나타냈다. 심플한 무채색 계열을 사용해 고급스러
운 동양미를 느낄 수 있다. 사용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시계를
사선으로 바라보게 디자인하였으며 유기적인 받침대의 구조
로 견고함에 신경 썼다.

MATERIALS
아크릴, 시계모듈, 나사
acrylic, clock movement, screw
亚克力，钟机心，螺丝

PRICE
35,000원(WON)
시드(송원서)
SONG WONSEO
010-7157-3360
lenm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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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지하철 관광명소(핫스팟)
휴대폰케이스

Seoul Hot Spot Cell Phone Case

地铁旅游景点(热点) 手机壳

서울 지하철 주요 관광명소(핫스팟)를 활용하여 I·SEO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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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利用首尔地铁的主要旅游景点（热点）， 以 I. SEOUL.

경복궁 꽃살문 함 시리즈

Kyeongbok Palace Kotsalmun Box Series

景福宫花纹图案盒系列

경복궁의 꽃살문을 응용한 다용도 함 시리즈로 궁궐창호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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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应用景福宫的花纹图案的多用途盒系列，装进宫殿窗户

로 표현한 휴대폰 케이스이다.

U表现的手机壳

MATERIALS
플라스틱(열가소성)
Polycarbonate
塑料（热塑性）

PRICE
낱개 : 20,000원(WON)
1002(배백근)
BAE BAEKKEUN
010-3882-1395
bag1002@gmail.com

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복을 담는다. 보석함, 탯줄함,
악세서리함 및 반찬, 소스를 담는 식기로도 활용. 받침부터 뚜
껑까지 5단 사용 가능하며 1단씩 추가 구매 할 수 있고 문양
별로 받침과 뚜껑 1세트씩 개별 판매 가능하다.

纹样的美丽，珍贵和福。 可应用为宝石盒、脐带盒、
首饰盒，还可以作为装小菜和调料的餐具使用。底盘和
盖子共5层，其余可以单品购买每一层，可按种类底盘
和盖子单品销售

MATERIALS
백자 소지
white clay
白磁素地

PRICE
미니합세트 : 25,000원(WON)
원형합세트 : 60,000원(WON)
사각합세트 : 60,000원(WON)
최정호
CHOI JEONGHO
010-4901-5860
lawlens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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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사계절의 서울

Seoul of Four Seasons

首尔四季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4가지를 선택하여 사계절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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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制造了4个象征首尔标志性建筑的可随身携带的四季手

서울 네일

Seoul Nail

首尔美甲

서울 네일은 서울 모습을 네일 스티커를 통해 보여주는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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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文首尔美甲是通过美甲贴表达的美容商品。谁都可以

내어 항상 지니는 휴대폰 케이스로 제작하였다.

机壳

MATERIALS
플라스틱
Plastic
塑料

PRICE
낱개 : 10,000원(WON)
위성연
WI SEONGYEON
010-8957-5316
tlsqkf345@naver.com

상품이다. 누구나 손쉽게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여 서울을 손
안에 담을 수 있다. 서울 네일은 5종으로 구성 되어있다. 서울
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손톱에 입힐 수 있는 디자인 3종과 서
울의 모습과 색상들을 표현한 이미지 2종이 있다.

轻易贴在手上。 首尔贴纸分5种:首尔风景3种和表达首
尔形象和颜色的2种。

MATERIALS
종이, 비닐
Paper, Vinyl
纸，塑料

PRICE
6,000원(WON)
박소영, 김혜승
PARK SOYOUNG, KIM HYESEUNG
010-9544-1115
posap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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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크라프트라이츠

Craft Lights

工艺灯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옥마을과 남산을 입체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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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构成了立体的韩国代表性旅游景点韩屋村和南山，在环

하고, 친환경크라프트 종이에 레이져로 정교하게 그리고 잘라
서 완성시켰다. LED를 켜면 커팅된 건물 사이로 빛이 새어나
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접 조립하며 완성시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保牛皮纸上精心画出，剪裁完成。开LED剪裁的建筑物
之间投射的光线演出梦幻般的气氛，有亲自组装完成的
乐趣。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4,000원(WON)
퍼니피쉬(김효정, 양진)
KIM HYOJEONG, YANG JIN
010-5777-2349
mail@funnyfish.co.kr

서울지하철 역명판 액세서리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Accessory
소유하고 싶은 아기자기한 금속 펜던트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2cm의 원형에 새겨진 지하철 역명판이 색변화가 거의
없는 첨단 금도금으로 새워지고, 더 나아가 특별한 악세서리
로 변신하였다. 동그란 라운드 모양과 잘 어울리는 초커 목걸
이 디자인과 심플함을 잘 살린 가죽 줄 팔찌, 귀걸이 그리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반지는 특별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관광 상품과 아름다운 상품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만족시켜주는 기념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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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首尔地铁站名首饰
想拥有的小巧玲珑的金属垂饰项链、戒指、耳环、手
镯。在2厘米的圆形板上雕刻的地铁站名镀上先进的不
掉色的金后变成了特别的首饰。和圆形协调的贴脖项链
设计，简单化的皮革手镯，耳环，还有可调节大小的戒
指将满足了外国游客特色和美丽的商品两种意义的纪念
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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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귀걸이 : 6,900원(WON)
목걸이 : 7,900원(WON),
브로치 및 반지 : 6,900원(WON),
팔찌 : 7,900원(WON) 또는 17,900원(WON)
송미순
SONG MEESOON
010-6546-9655
guguda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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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은꽃촛대

Silver Flower Candle Stick

印花烛台

촛대는 최근 트렌드인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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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用最近流行的芳香疗法制作成文化商品。以韩国传统

아기자기한 서울 시리즈

Picturesque Seoul Series

美丽而可爱的首尔系列

서울의 모습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기자기한 톤으로

These postcards and stickers have Seoul and its people
in a visually charming tone.

把首尔的面貌和生活在首尔人们的美满生活画在明信片

로 제작했다. 한국의 전통 부채춤과 심청전을 모티브로 연꽃
을 넣어 한국의 단아한 미를 표현했다.

扇子舞和《沈清传》为主题，放入莲花展现韩国典雅的
美。

MATERIALS
황동, 금도금, 은도금, T핀, 비즈
Brass, gold-plated, silver-plated, Tpins, beads
黄铜，镀金，镀银，T pins，工艺珠子

PRICE
90,000원(WON)
김다슬
KIM DASEUL
010-2964-0901
zoro030@naver.com

그려 엽서, 스티커에 담았다.

和贴纸上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1,0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KYEO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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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한옥장석 명함집

Korean House Business Card Box 韩屋长席名片夹

명함과 신용카드 등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명함케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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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放入名片和信用卡等保管的名片盒，可以放进包里携

서울의 향을 담은 향낭3

Pouch with Seoul’s Smells 3

带首尔香气的香囊3

자동차 방향제, 옷장 사쉐, 화장실 및 회의실용 방향제로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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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汽车芳香剂、衣橱、香囊、卫生间、会议室等地方使用

가방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데스크 위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원목 가공 후 천연오일로 마감하였다.

带或放在桌面上使用。经过原木加工后天然油上色处
理。

MATERIALS
하드우드, 금속 외
Hardwood, metal
硬木，金属除外

PRICE
35,000원(WON)
세종아트(조상명)
JO SANGMYEONG
010-2744-8625
sejongart@daum.net

사용할 수 있는 향낭(향 주머니)이다.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
편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인간의 선물, 기업 및 단체의 기
념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향 지속력이 높아 밀
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4~6개월, 통풍이 되는 공간에서
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향 분말은 100% 자연에서 온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하다.

的芳香剂（香袋）， 体积小，携带方便，价格合理，
送礼或适合企业、团体的纪念品。香味持续时间长，在
密闭的空间里可以使用4~6个月，通风的空间可以使用
3个月以上。香料的粉末使用100%天然材料制造，既
环保又对身体无害。

MATERIALS
종이, 매쉬멜로우 128g
Paper, maeseimellou 128g
纸，Marshmallow 128g

PRICE
4,000원(WON)
몽키랩(김성현)
KIM SEONGHYUN
010-7557-7801
d9z@monkey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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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자인 펜(I·SEOUL·U), Seoul Design Pen (I·SEOUL·U), 首尔设计笔（I·SEOUL·U），
Seoul Design Pen (Hunminjeongeum), 首尔设计笔（训民正音），首尔
서울디자인펜(훈민정음),
Seoul Design Pen (folk painting)
设计笔（民画）
서울디자인펜(민화)
I SEOUL U - A design pen with a modern urban touch
(metallic printing method)
Hunmin Jeongeum – A design pen based on the
excellence of the Korean alphabet and beautiful fonts
(metallic printing method)

I ·SEOUL·U – 具有现代化城市感的笔的设计 (金属印刷

서울풍경1스마트폰 공명스피커(트윈)

Seoul Scene 1 – Resonance Speaker
for Smartphones (twins)

首尔风景1-智能手机共鸣扬声器
(twin)

무전력 스마트폰공명스피커로 휴대폰의 음악소리를 증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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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无电力智能手机共鸣扬声器，增大手机的音乐声，是

I SEOUL U - 현대적인 도시감각을 살린 디자인 펜 (메탈릭한
인쇄 기법)
훈민정음 - 한글의 우수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필체를 모티브
로 하여 구성한 디자인 펜 (메탈릭한 인쇄 기법)
민화, 풍속화를 - 현대적 감각(메탈릭한 인쇄 기법)으로 표현

技术)
训民正音-以韩文的优秀性和优美的字体为主题设计的
笔(金属印刷技术)
民画- 具有现代化感觉（金属印刷技术）的设计的笔

한 디자인 펜

MATERIALS
ABS 수지
ABS
ABS

PRICE
낱개 : 5,000원(WON)
2세트 : 10,000원(WON)
4세트 : 20,000원(WON)
㈜미림실업(염혜선)
YEOM HYESEON
010-3719-4720
heasun0191@yahoo.co.kr

줍니다. 자연소재의 자작나무와 백색아크릴로 제작된 수공예
상품이다.

自然素材的白桦树和白色亚克力制作的手工艺商品。

MATERIALS
자작나무 & 흰색아크릴 &도자기
White birch & White Acrylic & Ceramic
白桦树，白色亚克力，陶瓷

PRICE
70,000원(WON)
전영식(디자인뷰)
JEON YOUNGSIK
010-2234-3284
youngjbl@hanmail.net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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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서울

Moving Seoul

动感的首尔

본 제품은 서울의 지도를 모티브로 25개의 유니트를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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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产品以首尔的地图为主题，25个UNIT连接设计制作

서울의 퍼즐

Puzzle of Seoul

首尔的拼图

puzzle of seoul은 4가지 시리즈로 구성된 퍼즐이다.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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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of seoul是4种系列组成的拼图。以1900年代制

여 디자인 제작한 퍼즐형 목걸이로, 제품으로서의 기능과 조
형성을 고려한 유동적인 형태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로 하여금 액자형
의 서울지도에서 목걸이로의 변환과정에서 착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완성되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

的拼图型项链，考虑到产品的功能和造型的具有变化性
的形状，有多种佩戴方法。佩戴者通过体验由画框式首
尔地图变成项链式的变化过程，目的是享受一起参与完
成中的乐趣。

MATERIALS
황동, 골드도금
Brass, 14k gold Plating
黄铜，镀金

PRICE
A 타잎 : 48,000원(WON)
B 타잎 : 68,000원(WON)
오브제오감(김은정)
KIM EUNJEONG
010-8664-4448
objetogam@naver.com

대 제작된 한성부지도를 모티브로한 한양도성퍼즐과 각각의
지리를 표현한 경복궁, 인사동, 여의도퍼즐로 구성되었다. 각
퍼즐에는 5개의 특별한 퍼즐이 있는데 퍼즐에 따라 실존하고
있는 성문들, 각 공간의 주요 건물들, 한국의 전통 생활용품
등이 숨어있어 퍼즐을 맞추는 재미와 함게 서울의 매력을 하
나씩 알아갈 수 있다.

作的汉城府地图为主题的汉阳都城拼图和画出各地理的
景福宫和仁寺洞、汝矣岛组成拼图，其中有5个拼图是
藏着实际存在的城门，各空间的主要建筑物，韩国的传
统生活用品等，具有拼图乐趣的同时又可以逐步了解首
尔的魅力。

MATERIALS
목재
MDF
木材

PRICE
한양도성 : 30,000원(WON)
경복궁 : 32,000원(WON)
인사동 : 32,000원(WON)
여의도 : 32,000원(WON)
김현경
KIM HYUNKYEONG
010-7515-8608
design_h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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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미얼론 북촌 한옥마을 시리즈

Leave Me Alone Bukchon Korean Village Series

leave me alone北村韩屋村的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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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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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湿巾-北村韩屋村形象，旅行中为了方便携带使用或
购买送礼，是注重尺寸和设计的产品。 *手机壳-北村
韩屋村形象，平时携带可以让游客记住北村的商品。
*carrier tag和magnetic-北村韩屋村形象，可以写上姓
名和地址，旅行后carrier tag跟着行李一起保管在仓库
里，但北村magnetic可以贴在冰箱，是可以近距离回
忆的商品

MATERIALS
물티슈 : 면, 레이온, 정제수, 알로에추출물(cotton, rayon, water, aloe, extract)
휴대폰 케이스 : 프로폴리텐(polypropylene), 캐리어택 & 마그네틱 : 에폭시, 마그넷 (Epoxy, Magnet)
캔디 : 설탕, 물엿, 정제팜유, 구연산, 옥수수전분, 옥배유, 합성착향료(오렌지향) sugar, starch syrup,
palm oil, citric acid, corn seed oil, artificial flavor(orange)
湿巾 : 棉，人造丝，精制水，芦荟提取物
手机壳 : 聚丙烯, carrier tag 和磁铁 : 氧树脂，磁铁
糖果 : 白糖，淀粉糖浆，棕榈油，玉米淀粉，玉米籽油，人造香味剂(橙汁味道)

PRICE
물티슈 1,100원(WON), 휴대폰케이스 23,000원(WON)(실속형), 28,000원(WON)(선물용)
케리어택 & 마그네틱 9,800원(WON)(실속형) 14,500원(WON)(선물용)
캔디 7,900원(WON)
디랩코리아(김나라)
KIM NARA
010-3121-3360
dlabcorea@gmail.com / leecheol70@gmail.com

서울디자인초콜렛쿠키

Seoul Design Chocolate Cookies

首尔设计巧克力饼干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 초콜렛 쿠키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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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里程标首尔设计的巧克力饼干把首尔的代表象征物N

인 N서울타워를 3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고, 3가지
맛(화이트 초콜렛,바나나,딸기)으로 제작하여, 서울을 방문하
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전통식품 기념품, 제주감귤 초콜렛
외에 서울을 상징하는 식품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자 제작하
게 된 서울을 상징하는 초콜렛 기념품이다.

塔表现为3种插图方式的画风，具有3种口味（白巧克
力，香蕉，草莓）等，制作目的是向访问首尔的外国游
客提供传统食品、纪念品，济州柑橘除外的象征首尔的
巧克力纪念品

MATERIALS
종이, 비닐, 초콜렛, 과자
Paper, OPP, Chocolate, Cookie
纸, 塑料, 错误, 果饵

PRICE
13,000원(WON)
마일포스트(이경주)
LEE KYEONGJOO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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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짜주물유기 골프볼마커

Golf Ball Marker Made of Brass

白铜器高尔夫标志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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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了韩国传统的上乘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传统

서울지하철역명판 시리즈

Seoul Subway Station Nameplate Series

首尔地铁站名板系列

기존 지하철 역명판 디자인에 용도가 추가되어 유쾌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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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利用现有地铁站名设计的实用性商品，圆形斜挎包和化

대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
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
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골프 볼마커 시리즈를 제
작하였다.

有机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常用
的到“的产品，把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制
作高尔夫求标志系列

MATERIALS
방짜유기(주물), 황동
White Brassware, Brass
上乘铜器(铸件), 黄铜

PRICE
낱개 : 20,000원(WON) - 부식
낱개 : 30,000원(WON) - 부조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용적인 상품이 된 원형 크로스백과 파우치, 필통, 또 역명판을
패턴화해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파우치를 소개한다. 그렇기
에 디자인의 모티브가 서울의 지하철이라는 것이 너무 특징적
으로 잘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
별한 관광 상품으로 서울을 상징하고, 한글마저 매력적이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또 크기, 지하철 역명도 다양화 할 수 있기에 더욱 실용적

妆包、铅笔盒，又介绍模式化站名板制作的长方形化妆
包。因此特别突出了首尔地铁的主题，是化妆包最大的
优点。是特别的旅游商品，象征着的首尔，韩文也变得
有魅力，可以想象到能深受很多外国游客们的喜爱。此
外，大小和站名也可以多样化设计，所以更实用

이다.

MATERIALS
인조가죽, 금속, 폴리원단
artificial leather, metal, poly
人造革，金属，雪纺布料

PRICE
59,000원(WON)
키스토끼(천여주)
CHEON YEOJOO
010-8583-4611
guguda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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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님길 걷기

Walk on Danimgil

步行Danimgil

게임을 통해 한양 도성 안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레 각 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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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过游戏，转悠汉阳都城，自然地熟悉各景点的位置，

소 위치를 가늠하게 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임판은 스티커와 자신의 사진 등,
여러 소품들을 이용하여 (알고 있는 지름길, 다니기 좋은 데이
트 코스, 내가 찾은 맛집 등을 지도에 자유롭게 표시) 나만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게임 말
(자석), 스티커를 가지고 자신의 방이나 가게 등의 벽에 붙여
놓거나 액자에 넣어놔도 어울리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获得首尔特别市中区和钟路区的信息。（背诵式的注入
X)，游戏板利用贴纸和自己的照片等各种道具（地图上
标示捷径、好走的约会路线、喜欢的小吃店等）找出属
于自己的新地图可以与他人共享，使用游戏筹码（磁
铁)， 贴纸可以贴在自己的房间里、店铺等的墙上、放
进相框里，也可以当装饰品利用，使用价值非常高。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MATERIALS
종이, 자석, 스티커, 클레이(플라스틱)
paper, magnet, sticker, clay(plastic)
纸，磁铁，贴画，黏土(塑料)

PRICE
24,000원(WON)
김혜정
KIM HYEJEONG
010-3999-1394
good2299@naver.com

서울을 달콤함으로 기억하다 Remember Sweet Seoul
초콜릿은 국, 내외 관광객에게 선호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식품이다. 한국의 청정지
역 제주에 위치하여 최신식 설비를 갖춘 '제키스'에서 생산된 '
고급 초코쉘 금빚지' 위에 서울의 브랜드 I SEOUL U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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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首尔甜美记忆
巧克力是国内外游客喜好的商品之一，是很多人喜欢
的有魅力的食品。位于韩国的清境地区济州岛，具有
先进设备，在 “JE KISS”生产的“高级” 首尔品牌 I
SEOUL U 各种组合讲述首尔故事

조합으로 서울의 스토리를 담았다.

MATERIALS
초콜릿
chocolate
巧克力

PRICE
7,900원(WON)
초코셀디(류지연)
RYU JIYEON
010-9165-8764
chocosel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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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놀자데스크매트, 윷놀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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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玩在首尔-桌面垫，
翻板子游戏盘

일상생활, 업무시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포요할 수 있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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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日常生活和工作中，键盘和鼠标的最佳尺寸，是放在

꽃채움 열쇠고리장식

Decoration for Key Holders

装满花的钥匙扣装饰

우리 회사는 3대째 가업으로 리본을 만드는 제조회사로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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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公司是生产蝴蝶结的第3代的家族企业，和低廉的中

의 제품사이즈로 책상에 두고 사용하는 데스크매트이며 4mm
두께의 천연고무를 적용하여 컴퓨터 및 사무업무시 편안한 쿠
션감을 느낄 수 있다. 데스크매트 뒷면에 천연고무가 빗살무
늬로 있어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면을 빨

桌子上使用的桌面垫，使用 4mm厚度的天然橡胶，在
使用电脑及办公时给人舒适的弹性感。桌垫背面做了天
然橡胶鱼骨纹的防滑处理，边框用红线做了干净利落的
收尾处理。

간색 실로 오바로크 깔끔하게 마감처리 하였다.

MATERIALS
(상단)폴리인타록원단 + (바닥)천연고무
polyester fabric + natural rubber
(上面)聚酯棉料+(地板)天然橡胶

PRICE
18,0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가의 중국리본과 차별화한 고급리본을 제작하여 다양한 기술
특허보유와 KC. Kotiti 그리고 ISO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 신
지식인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회사이다. 또한 리본제품 생산뿐
아니라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한 리본디자인 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면세점, 백화점, 중소기업청 산하에 Kmall 24에도 입
점하여 인정받은 디자인 제품이다. 이번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은 국내 최초로 한복원단을 리본으로 제작하여 그
동안 많은 공예인들에게 사랑받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리본을

国蝴蝶结有差别，持有多种技术专利证书和KC.Kotiti
KC，获得ISO证书， 2015年被选定为新知识人企业的
法人公司。本公司不仅生产蝴蝶结还为了宣传此产品，
设计上增大心血，已经入驻免税店、百货店、中小企业
所属的 Kmall 24，是获得认证的商品。这次首尔象征纪
念品是国内最早的使用韩服面料制作的征集活动商品，
参加这次活动是为了这期间被众多工艺人们厚爱的优雅
而美丽的蝴蝶结迈向全世界而做的宣传。

전세계로 알리고자 참여하였다.

MATERIALS
한복자수리본, 금속장식, 레이스, 체인, 기타 액세서리 재료
hanbok emboidery ribbon, metal decoration, lace, chain, and
other accessory meterial
汉服刺绣蝴蝶结，金属装饰，类似，链条，其他饰品材料

PRICE
8,500원(WON)
홀리코(강희정)
KANG HUIJEONG
010-3928-9946
holy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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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로 서울을 보다

Lacquering Seoul

上漆看首尔

한국의 대표적인 나전칠기를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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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韩国代表性螺钿漆器，在手表的基础上结合代表首尔

서울허그미 쿠션

Seoul Hug Me Cushion

首尔hug me靠垫

해당 상품은 서울의 랜드마크 4곳 (광화문, 남대문,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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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该商品是把首尔的4大标志(南大门，光化门，首尔市政

을 시계에 접목하여 제작하였다.

的风景制作

MATERIALS
옻칠, 자개, 메추리알, 금박
ottchil, mother-of-pearl, quail egg, gold leaf
漆，螺钿，鹌鹑蛋，金叶

PRICE
200,000원(WON)
안유미
AN YUMI
010-5152-7644
fjrzl4864@naver.com

남산타워)을 이미지화 하여 쿠션으로 제작한 상품으로써, 해
당상품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서울의 명소를 안으면서 서울의

府，南山塔),形象化而制作的商品，使用该产品自然和
首尔的景点相结合，目的是熟悉首尔的景点

명소와 친숙하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MATERIALS
패브릭
fabric
织物

PRICE
25,000원(WON)
띵스디자인(명종수)
MYEONG JONGSOO
010-5063-5964
woor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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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 황동풍경

I ·SEOUL·U Brass Wind-Bell

I·SEOUL·U黄铜风景

전통 한복을 입은 낭자와 도령이 종을 치고 있는 디자인의 풍
경이다. 놋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종의 외형, 황동 소재에 네
귀가 있는 추를 매달아 소리가 맑고 깊이가 있다. 낭자와 도령
은 외국인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러
브스토리인 춘향전의 춘향, 몽룡이라는 캐릭터를 입혔고, 얇
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있다. 레이저 투각
공정으로 한복의 선과 꽃 패턴을 섬세하게 살렸고, 공간의 배
경에 따라 한복의 색이 다양하게 보여 질 수 있게 하였다. 사
랑가 구절 속 꽃은 한복의 패턴으로 나비는 종 아래 나는 것처
럼 표현했다. 한국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의 크리스탈로 반짝
이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작은 태슬을 달아 동양적인 감각을
더한 황동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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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据穿着传统韩服的娘子和公子敲打钟的情景设计，像

I·SEOUL·U 소주잔 5종세트

5 “I·SEOUL·U” Soju Glass Sets

I·SEOUL·U 烧酒杯5件套

245ml의 적당한 용량으로 쌓아서 수납이 가능한 실용성있는

A set of 245ml glasses which can be stored as a pile.
The glasses come in black and gold for more choices for
consumers. A pile of glasses can be an interior item.

245ML的适当的容量积累收纳，是具有实用性的产

翻倒黄铜锅的钟的外形，四角挂上天平声音清脆而深
沉，讲述韩国最初的爱情故事《春香传》的角色娘子和
公子"春香和梦龙，使用薄的不锈钢材料制成，具有持
久性。以镂空工艺细致的展现了韩服的线条和花朵图
案，根据空间的背景展现韩服不同的色彩。爱情句里的
花是韩服的图案，蝴蝶在钟下飞起来，象征韩国的红色
和蓝色水晶闪烁瞬间的美丽挂上流苏，增添东方感觉的
黄铜风景。

MATERIALS
황동, 스테인레스, 태슬, 크리스탈
brass, stainless, tassel, crystal
黄铜，不锈钢，穗，水晶

PRICE
낱개 : 29,000원(WON)
세트 : 58,000원(WON)
러뷰카타(한아름)
HAN AREUM
010-3738-1250
loveukata@naver.com

제품. 인쇄색상을 흑색과 골드로 하여 구매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같은 색상 또는 다른 색상의 컵을 쌓아올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品，印刷颜色采用黑色和黄金色，扩大了购买者的选择
范围，相同颜色或不同颜色的杯子垒起来，也可以做装
饰品。

MATERIALS
석회소다유리
glass
石灰苏打玻璃

PRICE
7,900원(WON)
글라스메이트(박혜림)
PARK HYERIM
010-4440-0995
axlvo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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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번드화-라륀

Seoulbund Hwa "La lune"

seoulbund“la_lune

'라륀' 은 현대적인 미가 있는 한국 전통 유기 식기입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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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_lune"具有现代美的韩国传统铜器餐具。宋承勇송
승용设计师积极利用现有的生产方式和东方的现代美，

I♡SEOUL 스냅백모자

I♡SEOUL Snapback Cap

I♡SEOUL 棒球帽子

면 14수 원단을 사용하여 스냅백 모자를 제작하였다.

We produced a snapback cap with cotton.

使用14秀棉制作的棒球帽子。

승용 디자이너는 기존의 유기 생산방식과 동양적인 현대미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게 디자인된 '라륀'은 이종오
유기명장의 손으로 제작되었다. 서울번드가 처음으로 시도한
유기 식기 '라륀'은 한국 디자인의 미래이다.

这样设计的 ”la_lune” 由李钟旿有机名匠制作，“la_
lune"是 seoulbund 首次尝试的有机餐具，是韩国设计
的未来趋势。

MATERIALS
유기
Yugi( Brass )
有机

PRICE
양식세트 : 92,000원(WON)
한식세트 : 98,000원(WON)
서울번드(정경민)
JEONG JYOUNGMIN
010-6367-0103
nfo@seoulbund.com

MATERIALS
면
cotton
棉

PRICE
18,0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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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서울

Seoul in My Hand

我手中的首尔

이 상품은 서울시 관광명소의 일러스트가 담겨있는 손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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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首尔市的旅游景点图案的小镜子。适合不同年龄的人

립미얼론 디디피

Leave Me Alone DDP

leave me alone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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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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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湿巾-北村韩屋村形象，旅行中为了方便携带使用或

다. 기존에 손거울이라는 상품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구매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으로, 간편하면서도 실
용적이고 저렴한 가격대로 이루어져 있는 손거울에 서울시 관
광명소의 일러스트를 담아냄으로써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

群购买，既实用又经济，非常受欢迎，必将受到国内外
的游客的喜爱。

인에게도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ATERIALS
종이, 거울
paper, mirror
纸，镜子

PRICE
5,000원(WON)
강현다
KANG HYUNDA
010-5534-5910

MATERIALS

购买送礼，是注重尺寸和设计的产品。 *手机壳-北村
韩屋村形象，平时携带可以让游客记住北村的商品。
*carrier tag和magnetic-北村韩屋村形象，可以写上姓
名和地址，旅行后carrier tag跟着行李一起保管在仓库
里，但北村magnetic可以贴在冰箱，是可以近距离回
忆的商品

물티슈 : 면, 레이온, 정제수, 알로에추출물(cotton, rayon, water, aloe, extract)
휴대폰 케이스 : 프로폴리텐(polypropylene), 캐리어택 & 마그네틱 : 에폭시, 마그넷 (Epoxy, Magnet)
캔디 : 설탕, 물엿, 정제팜유, 구연산, 옥수수전분, 옥배유, 합성착향료(오렌지향) sugar, starch syrup,
palm oil, citric acid, corn seed oil, artificial flavor(orange)
湿巾 : 棉，人造丝，精制水，芦荟提取物
手机壳 : 聚丙烯, carrier tag 和磁铁 : 氧树脂，磁铁
糖果 : 白糖，淀粉糖浆，棕榈油，玉米淀粉，玉米籽油，人造香味剂(橙汁味道)

PRICE
물티슈 1,100원(WON), 휴대폰케이스 23,000원(WON)(실속형), 28,000원(WON)(선물용)
케리어택 & 마그네틱 9,800원(WON)(실속형) 14,500원(WON)(선물용)
캔디 7,900원(WON)
디랩코리아(김나라)
KIM NARA
010-3121-3360
dlabcorea@gmail.com / leecheol70@gmail.com

172

���6�������-5-4�.indd 172

2018-11-27 �� 2:29:21

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희망솟대

Sotdae (Pole) of Hope

希望高杆

2004년 세계박물관협회가 가장한국적 이미지로 지정한 솟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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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年世界博物馆协会指定的最像韩国形象的高杆具

방짜주물유기

Brassware

白铜器

한국 전통방짜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적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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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了延续韩国传统的上乘铜器的现代化和大众化，利用

는 우리의 희망, 소망, 용서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우리의 문
화유산이다.

有我们的希望、愿望、宽恕等有多种意义，是我们的文
化遗产

MATERIALS
흑단, 오죽, 유창목, 쪽동백, 나전, 옻칠
ebony, black bamboo, guaiacum, fagrant snowbell,
mother-of-pearl, vanishing with lacquer
乌木，乌竹，愈疮木，玉铃花，螺钿，漆

PRICE
390,000원(WON)
김숙경
KIM SOOKKYOUNG
010-2369-2534
playsk1@hanmail.net

한 고민으로 전통유기의 장점인 "살균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손에 늘 지닐 수 있는", "손이 자주 닿는" 제품으로서 서울의
상징과 관광지 디자인을 적용한 골프 볼마커 시리즈를 제작하
였다.

传统铜器的优势”杀菌效果“，“经常不离手"， ”经
常用的到“，是首尔的象征和旅游景点设计进去制作的
高尔夫求标志系列

MATERIALS
방짜유기(주물)
White Brassware
上乘铜器(铸件)

PRICE
낱개 20,000원(WON)
에그(강창원, 박용진)
KANG CHANGWON, PARK YONGJIN
010-7654-1969
egg11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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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경 수저세트

Seoul Spoon and Chopstick Set

首尔风景勺筷套装

지정 주제 6가지와 해치, 남산타워, 서울을 간략하게 표현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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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定主题6个和獬豸、南山塔、简单描绘的设计，以银

무거운거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Heavy Mirror of DDP

重镜子东大门设计商场

거울과 문진의 기능이 합쳐진 워터볼입니다. 워터볼의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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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镜子和镇纸功能相结合的水晶球。不仅有里程碑意义，

자인들을 은색 숟가락을 캔버스 삼아 한옥 창문살의 정결한 디
자인처럼 선으로 표현하였다. 숟가락 손잡이의 곡선은 기와 처
마, 버선코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기와가 층층이 쌓인 한
옥의 지붕은 참을성이 많은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듯한데, 기
와가 겹겹이 쌓인 이미지와 한옥으로 오르는 3단 계단을 숟가
락 손잡이의 3단 층으로 표현해 보았다. 특허로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인정된 유연한 손잡이 모양은 차가운 스텐레스의

色勺子帆布把韩屋窗户纹样雅致的曲线表现出来。勺子
的柄的曲线灵感来自瓦、屋檐和布袜尖儿的曲线。瓦和
层层垒起来的汉武的屋檐相似表达具有耐心的韩国人，
瓦层层垒起来的形象和爬到韩屋的3层台阶设计成勺子
形状。获得专利的，已被认可的具有独创性和美丽形状
的把手让人联想到冰凉的不锈钢的感觉，代表着有比较
好的握感

느낌을 상쇄시켜 주고, 기분 좋은 그립감을 선서해 줄 것이다.

MATERIALS
스텐레스
stainless
不锈钢

PRICE
낱개 : 7,000원(WON)
김태환
KIM TAEHWAN
010-3088-2110
gowhpd777@naver.com

적인 역할 뿐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도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워터볼의 무게로 문진이나, 냅
킨홀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뒤집어서 거울로
사용 할 수 있다. 황홀한 워터볼 속 풍경으로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게 한다.

也可以放在桌面上使用。因为他的重量, 平时可以当做
镇纸或餐巾纸镇使用，必要的时候可以翻过来当镜子使
用，把人带入迷人的风景中，使人变得更加美丽

MATERIALS
합성수지, 아크릴, 유리거울, 실버글리터
synyhetic resin, acrylic, glass mirror, silver glitter
合成树脂，亚克力，玻璃镜，银色亮片

PRICE
25,000원(WON)
그레이트마이너(정도이)
JEONG DOI
010-2664-2545
contact@great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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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3D프린팅

Mug Cup + 3D Printing

马克杯+3D印刷

머그컵과 찻잔은 기존의 컵들과 달리 손잡이를 제거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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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马克杯和茶杯与现有的杯子不同，去掉以前的手把，两

페이퍼 토이- 숭례문

Paper Toy - Sungryemun

纸玩具-崇礼门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페이퍼토이로 만들었다. 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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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国宝1号的崇礼门做成纸玩具，更接近实际的重现
了崇礼门的隅진阁屋檐和Eocheoguni，隅진阁屋檐折

측면에 부착된 서울상징 조형물을 손잡이 대신 손을 파지하여
들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侧换成象征首尔的手把造型

MATERIALS
세라믹 + 폴리아미드(나일론계열)
Ceramic+Polyamide
陶瓷+聚酰胺(涤纶系列)

PRICE
45,000원(WON)
쓰리디커넥션(신기진, 윤주철)
SHIN KIJIN, YOON JOOCHEOL
010-3099-7544
maxx@naver.com

문의 우진각 지붕과 어처구니를 좀더 사실과 가깝게 재현 하
였다. 우진각 지붕의 접는 방식은 특허 출원 준비 중이며, 광
화문, 흥인지문 등 고건축 페이퍼토이에 중요한 요소가 되리
라 생각한다. 또한 soft-touch코팅을 입혀서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강조하였다.

叠方式正准备申请专利，光华门、兴仁之门等古建筑
制做的玩具会成为重要的因素。另外,又涂层soft-touch
强调了柔软的质感和色彩 。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낱개 : 10,000원(WON)
모리 TMS(조성민)
JO SEONGMIN
010-2479-3574
moricool@naver.com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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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4 Seasons of Korea

美丽的韩国四季

휴대폰 보호기능을 기본으로, 관광객 등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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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机保护功能为基础，为的是向游客等市民宣传韩国美

N서울타워

N Seoul Tower

N首尔塔

우드락과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가위나 칼, 풀을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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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用木板和纸做的产品。不使用剪刀、刀、胶，撕下来的

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어우러지는 서울의 명소를 알리기 위함
이며, 계절이 바뀌어 갈대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또한 영문과 국문폰트를 함께 섞어 한글을 알리는
효과와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깔끔하게 디자

丽的四季和首尔的景点，表达了换季时焕然一新的景
色，另外添加英文和韩文字体，宣传韩文效果，在日常
生活中也可以用得到干练利落的设计。

인되었다.

MATERIALS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聚碳酸脂

PRICE
낱개 : 19,800원(WON)
천희현
CHEON HUIHYUN
010-7631-1170

고 뜯어낸 조각들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을 결합하여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이다.

碎片夹进孔或链接凹槽组装的立体拼图。

MATERIALS
종이, 우드락
paper, woodrock
纸, 厚纸

PRICE
낱개 : 10,000원(WON)
스콜라스(김선철)
KIM SEONCHEOL
010-8951-8094
kogil@schol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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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아크릴우드조명_서울성곽지도

LED Acryl Wood Lighting – Seoul Fortress Map

LED亚克力木照明-首尔城郭地图

고급스러운 LED 아크릴 무드 조명과 서울성곽 지도와의 만남.

A combination of luxurious LED acryl mood lighting and
a map of Seoul Fortress. The class of this product was
elevated by its LED board and birch body made in Korea.

高级的led亚克力小夜灯和首尔外廓地图。 100%韩国

국내에서 100% 제작한 LED기판과 자작나무 몸체로 상품의
격을 올렸다. 밤에 멋진 장식과 무의 멋진 만남 서울성곽 지도

制作，使用led基板和白桦树提高了商品的品味。 夜晚
漂亮的装饰和*浪漫的相遇,随着夜色越深，就越不会忘
记首尔的外廓地图 。

는 밤이 깊어갈수록 잊지 않을 것이다.

MATERIALS
LED 조명, 아크릴, UV인쇄, on/off 스위치
LED lighting, acryl, UV print, on/off switch
LED照明, 压克力, UV印刷, on/off 开关

PRICE
54,000원(WON)
카우박스(김우선)
KIM WOOSEON
010-8756-8125
woo753@hanmail.net

서울명소&북촌한옥마을 퍼즐자석

Seoul Hot Spot and Bukchon Korean Village Puzzle Magnet

首尔经典和北村韩屋村拼图磁铁

서울을 여행한 여행자라면 기억할 만한 장소를 디자인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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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过首尔的游客和孩子们会印象深刻的场所，想得到象

이들과 서울을 기억하고픈 사람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퍼

征首尔的纪念品种的拼图型磁性橡胶

즐형서울상징이미지 고무자석이다.

MATERIALS
서울
SEOUL
首尔

PRICE
6,000원(WON)
아트워크(김정희)
KIM JEONGHEE
010-5003-2997
kjh16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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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책갈피 시리즈(광화문/정일품)

Royal Bookmark Series (Gwanghwamun/Jeongilpum)

宫廷数千系列(光化门/正一品)

책갈피와 장식용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하드우드

This product can be used as a bookmark or decoration
object.
This is made of hardwood. It is thin, portable and
strongly fixed in a book.

可作为书签和装饰使用的objet的作品，使用薄的硬

서울랜드마크수저세트(광화문)

Seoul Landmark Spoon and Chopstick Set

首尔乐园标志勺筷套装(光化门)

서울의 랜드마크를 담은 수저세트이다. 서울 시청,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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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画上首尔的标志性的勺筷套餐，分别首尔市政府、南山

를 사용하였고 대가 얇아 책에 단단하게 꽂히기 때문에 휴대
하기도 좋은 책갈피이다.

木，能牢牢地插在书本，是携带便利的书签。

MATERIALS
정일품 : 흑단, 스텐리스 스틸
Jeongilpum : Ebony, Stainless steel
正一品：乌木，不锈钢

PRICE
10,000원(WON)
세종아트
SEJONG ART
010-2744-8625
sejongart@hanmail.net

광화문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청색을 넣으면
서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기와 형태의 받침대에는 서
울의 슬로건인 I SEOUL U를 넣어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 기
념품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되고자 했다.

塔、光化门3种构成，涂上丹青色赋予传统的意义。在
瓦形状的匙筷架上设计首尔口号 I SEOUL U，让其成为
给游客的更有意义的纪念品

MATERIALS
스테인레스
stainless steel
不锈钢

PRICE
9,800원(WON)
3D빨랑(정진, 김홍식, 김양진)
JEONG JIN, KIM HONGSIK, KIM YANGJIN
010-9009-0147
info@3dbbal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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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울유 멀티스탠드홀더 I SEOUL U Multi Stand holder & I.SEOUL.U 多架架(名片/手机
(명함/핸드폰 등)+마그네틱 Magnet holder (Namdaemun Design) 等)+磁座备忘录
메모홀더
A practical interior props with the motif of Seoul
Namdaemun. Multidolder that can be mounted on a
desk with business card or mobile phone, and magnetic
holder set which can be attached to metal by magnet

一个实用的内部配件汉城南大门的主题。桌面或者多卡
夹持器和磁铁可被安装到现有的手机套，如连接到金属

북촌아씨 가볍다 에코백

Bukchon Lady Light Eco Bag

北村小姐又轻又环保购物袋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북촌아씨 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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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轻又能随身携带的”北村小姐环保购物袋”。 比

서울 남대문을 모티브로 한 실용적 인테리어 소품. 책상 위
명함이나 핸드폰 등으로 거치할 수 있는 멀티 홀더와 자석으로
금속에 부착 가능한 자석 홀더 세트

磁性的保持架

MATERIALS
아크릴
acrylic
亚克力

PRICE
SET : 7,000원(won)
낱개 : 멀티스탠드홀더 4,500원(won) (검정/회색)
낱개 : 자석홀더 3,500원(won) (검정/회색)
MQ201(노승현)
NOH SEUNGHYUN
010-3988-9999
mq201@daum.net

이다. 일반 에코백의 소재보다 얇고 가벼워 보조가방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2가지 사이즈(A3, B5)로 백 인 백(가
방속 가방 bag in bag) 활용도가 좋다. 이제 더 이상 무겁고
하드한 에코백은 가라! 북촌아씨의 살랑이는 마음처럼 가볍고
화사함을 담은 플랙서블함이 장점인 에코백 시리즈이다.

普通材质薄，是使用频率高的商品。 有2种尺寸
（A3,B5） (bag in bag) 使用方便。以后不再需要又重
又硬的环保购物袋了，如北村小姐心动的心情，轻而亮
丽灵活的的环保购物袋系列。

MATERIALS
면(광목)
Cotton
棉(白布)

PRICE
낱개 소형 : 8,900원(WON)
낱개 대형 : 11,900원(WON)
몽키부인(신희원, 이성미)
SHIN HEEWON, LEE SEONGMEE
010-5152-2680
nina2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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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너라~

Come Here

到这里来

이 패키지는 한국의 전통적 의식주를 포함하며, 이 제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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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过该产品可以亲自体验韩国传统的衣食住行。在

숭례문 연필꽂이

Sungryemun Pencil Vase

崇礼门笔筒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보 1호로 숭례문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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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访问韩国骄傲的1号国宝崇礼门的众多国外游客想送笔

하여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의(衣)문화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을 대입시킨 소주잔의 형태
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식(食)문화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적
이고 보편화된 주류문화(술게임)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주(住)문화에서는 한국의 전통기와와 여닫이문을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알수 있으며 패키지의 심미적 아름다움

“衣”文化中可以看到韩国传统服饰的烧酒杯，特别在
“食”文化中可以了解独特的韩国传统而普遍的酒类
（酒游戏）文化，最后（住）文化中使用韩国的传统瓦
和拉门，可以了解到韩国的所有文化，增添套餐的审美
色彩。

또한 줄 수 있다.

MATERIALS
소주, 종이, 크리스탈 레진, 나무
Soju, paper, crystal rasin, wood
烧酒，纸，水晶树脂，木

PRICE
15,000원(WON)
초이초이(최현정, 최연주)
CHOI HYUNJEONG, CHOI YEONJOO
010-2515-3165
duswn6468@naver.com

인 관광객들에게 숭례문 연필꽂이를 선물하고 싶다. 삭막한
일상 속에서 나의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라도
업무의 피로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 하였다.

筒，能在枯燥的日常生活中回忆旅行时的愉快的记忆，
暂时忘掉工作的疲劳。

MATERIALS
황동, K2S착색
Brass, K2S colored
黄铜，K2S上色

PRICE
59,000원(WON)
천가영
CHEON GAYOUNG
010-4765-9535
raphael1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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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픽쳐프레임클러치

Seoul Picture Frame Clutch

首尔图画Frame Clutch

서울 랜드마크 자수를 수놓은 액자 컨셉의 클러치. 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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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刺绣首尔标志性的相框式Clutch，首尔塔、详细的刺绣

와 디테일한 자수 도안과 특수 가공된 캔버스, 가죽, 금속을
사용하고 고급 마감재로 마감한 핸드메이드 가방이다.

图案和特殊加工的帆布，使用皮革和金属，用高级装修
材料设计的斜挎包

MATERIALS
캔버스, 가죽, 금속장식
Canvas, Cowhide, Metal
帆布，皮，金属装饰

PRICE
35,000원(WON)
박석현, 이예슬
PARK SEOKHYUN, LEE YESEUL
010-7553-5040
fleashields@naver.com

서울로걷다-아쿠아멀티슈즈 Walk to Seoul – Aqua Multi Shoes
아쿠아멀티슈즈는 초경량(43g)으로 활용성이 뛰어나 다용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발이다. 맨발의 편안함을 그대로
살리고 바닥 안감을 항균위생 가공한 원단을 사용하여 항균위
생기능을 갖췄으며 상부원단은 자외선 차단의 U.VISM 원단을
적용하여 바닷가, 수영장 등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신발
이다. 또한 스판원단 및 바닥면 안쪽 nylon원단을 사용하여 사
방으로 신축되어 오랜시간 착용하여도 아프지 않고 우수한 착
용감과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다.

Acua Multi Shoes are extremely light (43g) and can be
used for multiple purposes. They are very comfortable
and their linings have a sterilization function. Their top
fabric is a U.VISM fabric which blocks UV rays. Therefore,
they can be used at beaches and swimming pools. The
shoes are elastic thanks to spandex and nylon in the
inner side of the bottom. So, they are comfortable even
people wear them for a long time. They are easy to store,
too.

漫步在首尔-多功能超轻鞋
多功能超轻鞋(43g), 操作性便利，是多功能使用的鞋
子，穿上鞋子有光脚的舒适感，鞋垫使用抗菌卫生加工
的内衬材料，具有抗菌卫生的作用，上部面料使用防紫
外线的U.VISM，可以穿在海边，游泳场等。另外，底
部内侧使用弹力布料nylon，四周有弹力，穿久了也不
会感觉到疼痛，具有优秀的穿戴感，不占空间，容易保
管

MATERIALS
스판텍스, 나이론, 네오프랜
spandex, nylon, neoprene
弹性纤维，尼龙，橡胶

PRICE
9,900원(WON)
가온팩토리(김대석)
KIM DAESEOK
010-6245-9138
gaon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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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체스

Seoul Chess

首尔象棋

서울의 대표 상징인 숭례문, 서울시청, 광화문 이순신장군, N

Chess pieces based on Seoul’s symbols such as
Sungryemun, Seoul City Hall, the Statue of Admiral Lee,
N Seoul Tower, Lotte World Tower and DDP.

把首尔的代表性象征,首尔市厅、崇礼门、李舜臣将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를 체스말 특성에 맞게 재작하
여 서울시 상징물로 체스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军、 N首尔塔、乐天世界塔、根据DDP象棋特性制作，
感受以首尔市象征物的快乐。

MATERIALS
소나무 원목
Red Pine
松树原木

PRICE
150,000원(WON)
유용우 컴퍼니(유용우)
YOO YONGWOO
010-4477-9143
cfprint@naver.com

서울랜드마크 머그시리즈 1~3 Seoul Landmark Mug Series 1 - 3
서울의 랜드마크를 일러스트로 디자인한 도자기 생활용품이
다.

Ceramic products with illustrations of Seoul’s
landmarks.

首尔乐园标志马克杯系列1~3
把首尔的标志性建筑插图设计的陶瓷材质的生话用品

MATERIALS
도자기
ceramic
陶瓷

PRICE
12,000원(WON)
모디자인(우상호)
WOO SANGHO
010-8628-9048
modesigngroupmk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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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마우스패드

Seoul Bus Mouse Pad

首尔公交车鼠标垫

서울 도심의 대표 컬러인 4색 버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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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首尔市中心4种颜色为代表色彩的公交车为主题设计

품. 버스의 컬러를 차용함과 동시에 버스정면의 이미지를 형
상화 하였다. 제품구입시 포함된 텍은 미니가이드북으로 활용

的产品。借用公交车颜色的同时塑造公交车正面的形
象。购买产品时包含的标签可以应用为迷你指南
刻画首尔市的各种象征物的杯垫。古画中看到的简单化

가능하다.

表达的山和现代式首尔形象的协调是特点。

MATERIALS
폴리 원단
polyester mixed fabric
涤纶混纺织物

PRICE
16,000원(WON)
이동민
LEE DONGMIN
010-7752-5343
nbahaha98@gmail.com

서울컵받침

Seoul Coaster

首尔杯垫

서울의 여러 상징물을 실루엣으로 새긴 컵받침이다. 옛 그림

Coasters with silhouettes of many symbols of Seoul.
Simplified expressions of mountains found in old
paintings mix well with modern Seoul.

刻画首尔市的各种象征物的杯垫。古画中看到的简单化

에서 볼 수 있는 산의 단순화된 표현과 현대적인 서울 모습의
조화가 특징이다.

表达的山和现代式首尔形象的协调是特点。

MATERIALS
피나무
basswood
椴树

PRICE
3,000원(WON)
김민규
KIM MINKYU
010-478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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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 이야기

New Seoul Story

新的首尔故事

까레 스카프는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는 스카프이다. 목을 따

Carrre Scarf is a regular quadrilateral scarf. This is one
of fashion items that keep necks warm. This product can
match ankles, bag handles, and hairs. The scarf was
drawn with hands. Its material is chiffon so it sports a
soft feel.

围巾是正方形，保暖的时尚商品之一。是可以和手腕、

서울랜드마크사진걸이

Seoul Landmark Photo Hanger

首尔乐园标志照片挂

서울의 랜드마크로 디자인한 사진걸이로 여러장의 여행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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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首尔标志设计的照片挂，几张旅游照片挂在吊环里可

뜻하게 보호해주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이다. 손목, 가방손잡
이, 헤어장식 등 다양하게 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스카프의
디자인은 핸드드로잉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재는 쉬폰으로 소
프트한 촉감을 자랑한다.

包的手把、发型等可以各种搭配的产品。围巾的设计由
手绘画制作，素材是雪纺，有柔软的手感。

MATERIALS
쉬폰
chiffon
雪纺绸

PRICE
53,000원(WON)
김연재
KIM YEONJAE
010-4814-8535
kjenny0402@naver.com

링에 걸어놓고 넘기며 볼 수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원목과 무
광 아크릴로 제작하여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以翻开看，用高级原木和无光亚克力制作，可以当装饰
品使用。

MATERIALS
원목, 아크릴
wood, acryl
原木，亚克力

PRICE
25,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이창렬)
LEE CHANGYEOL
010-8338-0708
chatsworth_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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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일체형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 Integral 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一体式备用电池

콤팩트한 스타일, 자개를 부착한 디자인으로 여행, 장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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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紧凑的风格，镶螺钿的设计，旅行或长时间外出时可

서울랜드마크칠판다이어리

Seoul Landmark Blackboard Diary

首尔乐园标志黑板日历

서울 랜드마크로 디자인한 우드마그네틱으로 칠판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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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首尔代表性建筑设计的木块，,可以在黑板上记录或

출 시 용이하게 사용되며, 따로 케이블이 필요 없는 일체형 배
터리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전기종 가능한 제품으로 부드
로운 그립감과 편안함을 갖춘 제품이다.

以使用，不需要电线的一体式备用电池，是android和
iphone等所有机种都能使用的产品，具有柔软的握感
的舒适型产品。

MATERIALS
자개, 리튬, Micro USB포트
mother-of-pearl, lithium
螺钿，锂，Micro USB端口

PRICE
낱개
세트
낱개
세트

:
:
:
:

30,000원(WON)
60,000원(WON)
25,000원(WON)
50,000원(WON)

우리토방(조송현)
JO SONGHYUN
010-3790-6955
sh8240@naver.com

에 메모나 사진들을 부착하거나 분필로 메모할 수 있다.

贴上照片，还可以用粉笔记录。

MATERIALS
나무, 자석, 철판
Wood, Magnetic, Steal

PRICE
18,000원(WON)
차스워스하우스(이창렬)
LEE CHANGYEOL
010-8338-0708
chatsworth_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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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도에코백시리즈

Seoul Map Eco Bag Series

首尔地图环保系列

물세탁이 가능한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생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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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用可水洗的实用素材，绿色环境生产系统的

한양하늘아래도성커피잔

"Doseong Under a Seoul Sky" Coffee Cup

汉阳天空下的都城咖啡杯

백자토와 색소지를 이용하여 하늘과 한양도성을 표현하였으

The sky and Hanyang Doseong were expressed porcelain
soil and colored clay. High-temperature plasticity was
used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cup.

使用白磁土和色素纸表达天空和汉阳都城，高温烧成制

템인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출력으로 에코백의 에코 기
능성을 부가 시켰다. 또한 서울지도의 한강 부분에 서울 상징
색을 활용하였으며, 한양도성, N서울타워, DDP의 각 이미지
색으로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서울의 고급스런, 전통적
색감과 모던한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DTP(Digital Textile Printing)模式，增加了环保购物袋
的环保性。另外，首尔地图的汉江部分涂上象征首尔的
颜色，在地图上标上汉阳都城、N首尔塔、ddp的各位
置，表达首尔的高雅、传统色彩和时尚的形象

MATERIALS
폴리 옥스포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poly oxford, digital textile printing
涤纶牛津布，数码印花

PRICE
39,000원(WON)
유현진
YOO JYUNJIN
010-3276-4844
ebtm2000@naver.com

며 고온소성을 하여 컵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作的杯子用起来安全

MATERIALS
백자토
porecelain soil
白磁土

PRICE
25,000원(WON)
정혜인
JEONG HYEIN
010-6679-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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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시리즈&서울달력

Sinabro Series and Seoul Calendar

sinabro系列和首尔挂历

·아트지 :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파벳과 자음으로 공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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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铜版纸 : 辅音字母学习韩国的传统和文化的明信片，

길 위의 향기

Smell on Road

路上的香气

서울의 한류 명소들의 지도를 기반으로 민화작가와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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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엽서. 초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리랑은 A 비빔밥은 B로 시작되어 그
형태를 지닌다.
·투명라벨 :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스티커. 자신
이 직접 조합하여 한국어를 공부할 수 도 있으며, 알파벳으로
한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안경닦이 :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안경닦이
·서울 달력 : 한장씩 넣을 때 마다 달라지는 디자인 달력. 서
울의 도시 풍경과 서울색의 조합이 포인트이다. 케이스만 있
으면 안의 내지를 구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更有趣的学习从发声开始。 例如,《阿里郎》是A，拌饭
是B开头 带有形态。
·透明标签 : 学到韩国传统文化的贴画，可以亲自组合
学习韩语，用字母感受韩国的味道。
·擦眼镜 : 通过擦眼镜能感受韩国的文化和传统。
·首尔挂历 : 一张一张放进去时都有变化的挂历设计。
特点是首尔都市的风景和首尔色彩相组合。只要有盒子
就可以继续购买里面的纸就可以继续使用的设计

MATERIALS
아트지, 투명 라벨, 안경닦이, 반누보
sinabro, transparent labels, glass wipe, vanubo
铜版纸 透明标签 玻璃擦 vanubo

PRICE
아트지 : 1,000원(WON)
투명라벨 : 2,000원(WON)
안경닦이 : 3,000원(WON)
반누보 : 15,000원(WON)
김보은
KIM BOEUN
010-2088-2834
darory@naver.com

작가의 섬세한 작업으로 명소와 그 명소에 해당하는 꽃나무를
디자인한 디퓨저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 곳곳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뿌리
가 뻗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과정으로 형상화하여 디
자인하고, 고유의 향기를 디퓨저로 개발하였다. 또한 향이 은

以首尔的韩流旅游景点的地图为基础，漫画家和插图家
精心设计的景点和花木的香薰。 把拥有悠久历史的首
尔处处都有的村庄故事,比喻成树根蔓延，枝干长大，
开花的过程，把特有的香气开发成香薰。可以当成首饰
盒或名片盒使用。

은히 배어있는 디퓨저 용기는 보석함으로 또는 명함집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만들었다.

MATERIALS
아크릴, 유리, 플라스틱, 리드스틱, 생화드라이
acrylic, glass, Plastic, Reed Stick, Dry flowers
压克力, 玻璃, 塑胶, 书页, 干花

PRICE
33,000원(WON)
에스에이치데스크(박선희)
PARK SEONHEE
010-9003-3315
museisu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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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Y페이퍼시계

Seoul DIY Paper Clock

首尔DIY纸表

N서울 타워와 한양도성의 실루엣을 담은 DIY 탁상 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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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首尔塔和汉阳都城的剪影的DIY座钟，购买者亲自做

구매자가 직접 서울 시계를 만듦으로써 서울 관광명소의 아름
다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시계 앞면은 남산과 한양도성의 아
름다운 능선이 겹쳐지는 이미지를 표현했고, 시계 뒷면은 태
극 색상인 적색, 푸른색의 고급스러운 끈으로 고정된다. 메인
색상을 검정과 흰색으로 사용하여 동양의 수묵화적인 아름다
움과 현대의 모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종이재질로
조립 시 튼튼하면서도 쉽게 접을 수 있다.

手表，可以感受到首尔旅游景点的美丽。手表正面是南
山和汉阳都城的美丽山脊重叠的形象，背面是太极旗的
颜色红色，用蓝色的高档的绳子固定，可以同时感受东
方水墨画的美丽和现代的时尚。此外，用纸张组装，既
牢固又容易折叠。

MATERIALS
종이, 포맥스, 시계모듈, 가죽 끈, 건전지 (AA)
paper, formax, clock module, leather strap, battery (AA)
纸、Formax 、手表模块、皮带，电池(AA)

PRICE
30,000원(WON)
sid(하지은)
HA JIEUN
010-3049-0513
abcha159@naver.com

서울을 기억하다-N서울타워 Remember Seoul – Seoul N Tower
한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숭례문, nseoul tower)를
3D 프린터기로 출력한 오브제. 실제 사이즈와는 달리 귀여운
형태로 제작하였다. 4가지 종류의 조명기구가 있는데 이 조명
기구는 건전지 방식이어서 사용이 간편하고 오브제와 일체형
이 아닌 탈부착 방식이어서 색상 교체가 가능하다. (숭례문은
Red색을 제외한 3가지 색상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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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记住首尔-N首尔塔
代表韩国和首尔的标志性建筑(崇礼门,nseoul towe)，
3D打印机打印的题材，和实际尺寸不同，做成可爱的
形状。4种照明灯具是使用电池的简便式，和objet不是
一体，可拆卸的方式，颜色可以调换。（崇礼门使用了
除红色的3种颜色)

MATERIALS
로복스 3D 프린터기 ABS 화이트
CEL-ROBOX 3D PRINTER ABS Polar White
cel-robox 3D打印机ABS Polar White

PRICE
40,000원(WON)
이진홍, 김예지
LEE JINHONG, KIM YEJEE
010-3588-5466
ehowlsh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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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장소 S.E.O.U.L 마그넷

Seoul Magnet about Memories of Seoul

记忆储存S.E.O.U.L磁铁

절단면과 나뭇결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자작나무와 빛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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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截断面和木纹是给人时尚的感觉的白桦树和螺钿组成首

젓가락지도 4종

4 Kinds of Chopstick Map

筷子地图4种

선조들이 그림이나 글씨를 벽에 걸거나 말아 두는데 쓰이던

An interior map based on an old-style hanging scroll
with a painting or letters.

祖先们把画和字挂在墙上或卷起来存放时的立轴为主题

름다운 자개로 구성된 서울 휘장 마그넷이다.

尔徽章磁铁

MATERIALS
자작나무에 자개
nacre and magnet on bitch
白桦树镶嵌螺钿

PRICE
10,000원(WON)
아트토리(이곤)
LEE GON
010-3223-0840
arttory13@naver.com

족자를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지도이다.

的装饰地图。

MATERIALS
면100%, 삼나무
Cotton 100%, Wood(Cedar)
100%棉，杉木

PRICE
10,000원(WON)
카인드펄슨(신경림)
SHIN KYOUNGLIM
010-4026-9590
kp@kindper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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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의 서울

My and Your Seoul

你和我首尔

본 제품은 서울의 지도를 모티브로 25개의 유니트를 연결하

A puzzle-type 25-unit necklace whose motif is a Seoul
map. As this product has a flexible form for functions
and formativeness, it can be worn in many ways. People
can wear this while enjoying turning a frame-type Seoul
map into a necklace.

本产品以首尔的地图为主题，25个UNIT连接设计制作

서울을 빗다 시리즈

Combing Seoul Series

描绘首尔的梳子系列

단풍나무로 만든 빗으로 면을 파내고 나무조각을 집어넣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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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枫木做成的梳子把棉挖出来，放进树条的木镶嵌技法加

여 디자인 제작한 퍼즐형 목걸이로, 제품으로서의 기능과 조
형성을 고려한 유동적인 형태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로 하여금 액자형
의 서울지도에서 목걸이로의 변환과정에서 착용자의 참여를

的拼图型项链，考虑到产品的功能和造型的具有变化性
的形状，有多种佩戴方法。佩戴者通过体验由画框式首
尔地图变成项链式地图的变化过程，目的是享受一起参
与完成中的乐趣。

통하여 완성되는 즐거움을 주고자하였다.

MATERIALS
황동, 골드 도금
brass, 14k gold plating
黄铜，镀金

PRICE
48,000원(WON)
오브제오감(김은정)
KIM EUNJEONG
010-8664-4448
objetogam@naver.com

무 상감 기법으로 서울시를 상징하는 로고를 박아 넣었다. 전
통 얼레빗 형태로 전통적인 두피마사지 및 머리결 케어에 용

入了象征首尔的标志。传统梳子形状，方便做传统头皮
按摩及护理。

이하다.

MATERIALS
단풍나무 외 각종 상감목
hard maple, various wood for inrays
除了枫树还有象嵌木

PRICE
60,000원(WON)
㈜두루디앤디(김두천)
KIM DOOCHEON
010-6211-7836
kdoo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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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DDP자개 명함케이스,
손거울,보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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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螺钿名片盒，手镜子，
备用电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투톤빛깔의 자개 영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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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渗透着韩国美的双色晶莹的螺钿反应DDP屋顶和墙壁，

ddp의 지붕과 벽을 컨셉으로 디자인하여 한층 멋스러움을 더
하는 콤팩트한 자개 제품이다.

使螺钿更加漂亮结实

MATERIALS
자개,스텐레스,리튬,Micro USB포트
Mother-of-pearl, Stainless steel, lithium, Micro USB port
螺钿，不锈钢，锂，

PRICE
명함 : 18,000원(WON)
손거울 : 18,000원(WON)
배터리 : 30,000원(WON)
박용수
PARK YONGSU
010-3894-3208

잔탁워터글러브

Jantak Water Glove

盏托water glove

투명한 원기둥형 유리 안에 축소모형(잡상)을 넣고, 물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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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透明的圆柱形玻璃内放入缩小模型，再放入水和小小的

입자를 넣어 밀봉한 제품으로 흔들어 입자가 떨어지는 것을
감상하는 작품이다.

粒子密封的产品，摇晃后欣赏小颗粒掉下来

MATERIALS
자기질점토, 유리, 물
Clay, Glass, Water
瓷质粘土，玻璃，水

PRICE
90,000원(WON)
조한도자(조민재)
JO MINJAE
010-9284-6781
hhh6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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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컬러링북 - 한옥 안에서

Coloring Book – In a Korean House

coloring book - 在韩屋

우리 손으로 전통문화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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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用我们的双手给传统文化增添美丽的色彩吧！ IN

태극가방

Taegeuk Bag

太极包

핸드폰, 지갑등의 소품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손가방이다.

A hand bag for a cell phone and a wallet. This sticks to
shoulders well and is easy to carry. This product has
proper sizes and reasonable prices.

手机、钱包等小物品都能装进去的比较大的手提包，肩

IN HANOK은 한옥의 모습과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컬러링
북이다. 한국의 감성을 디자인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드로잉으로 한옥의 모습과 전통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
며, 색칠하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를 선물한다. 내·외국
인 모두에게 친숙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HANBOK是韩式房屋和韩国传统文化的coloring
book。把韩国的感性设计成商品传达给消费者。以绘
画方式把韩式房屋和传统文化更熟悉的传达，通过涂色
带给消费者快乐，给国内外所有的游客提供亲近的机会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3,000원(WON)
짐볼리쉬(송혜수)
SONG HYESOO
010-4721-0519
hesu519@naver.com

어깨에 잘 밀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대가 편하다. 부담스
럽지 않은 크기와 가격도 큰 장점이다.

上不容易滑下来，携带方便，大小和价格都能接受是它
的一大优点。

MATERIALS
면, 폴리 혼방
cotton, polyester blended fabric
棉，雪纺混纺

PRICE
36,000원(WON)
오수경
OH SOOKYEONG
010-988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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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경복궁 경회루

Gyeonghee Pavilion at
Kuyungbuk Palace

景福宫庆会楼

우드락과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가위나 칼, 풀을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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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板和纸张做的产品，不需要剪刀和刀撕下来的碎片装

한양도성 - 보조배터리

Hanyang Doseong-auxiliary battery

汉阳都城-备用电池

카드형 타입에 케이블 일체형 보조배터리로 아이폰 젠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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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卡类型电缆一体型辅助电池，iphone转换器产品都

고 뜯어낸 조각들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을 결합하여 조립할

进窟窿里，或者用槽和槽连接起来组装的立体拼图。

수 있는 입체 퍼즐이다.

MATERIALS
종이 + 우드락
paper and woodrock
纸+木板

PRICE
10,000원(WON)
스콜라스(고길성)
GO GILSEONG
010-8951-8094
kogil@scholas.kr

품 기본 삽입하며 LED점등으로 잔량 표시되며( 1회 25%, 2회
50%, 3회 75%, 4회 100% 이하) 제품 자체 충전은 측면 마이
크로 5핀 접속단가를 이용하여 기본제공된 케이블 또는 인증
된 충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한다.

能插入，LED灯闪亮标示余量(1次25%， 2次50%，3次
75%，4次100%以下) 产品本身充电使用侧面微型5匹
连接单价，使用提供的电线或已认证的充电用器充电。

MATERIALS
플라스틱/리튬폴리머
plastic / lithium polymer
塑料、锂聚合物

PRICE
12,000원(WON)
모리 TMS(조성민)
JO SEONGMIN
010-2479-3574
morico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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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디자인탁상액자

Seoul Table Frame

首尔设计桌面相框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액자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인 N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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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里程标首尔设计相框是把首尔代表性象征物N首尔塔用

타워를 6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여, 서울을 방문하시
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탁상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며, 서울

6种插图画风表达，访问首尔的外国游客可以欣赏放在
台上的相框能够回忆起旅行时的快乐，象征首尔的观光
纪念品。

여행의 추억과 즐거움을 회상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다.

MATERIALS
종이, MDF합판
paper, MDF Plywood
纸，胶合板

PRICE
5,000원(WON)
마일포스트
MILEPOST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종이향수 카드

Paper Perfume Cards

纸香水卡

서울의 향기를 담은 카드로 여행의 추억을 후각으로 남긴다.

This product smells good with memories of Seoul.

装进首尔香味的信用卡，用嗅觉留下旅行的回忆

MATERIALS
종이, 향수
paper, perfume
纸，香水

PRICE
5,500원(WON)
김민성
KIM MINSEONG
010-3061-8004
junyahn5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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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ILOVESEOUL 보조배터리

ILOVESEOUL Auxiliary Battery

ILOVESEOUL 备用电池

아이러브서울 보조배터리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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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首尔辅助电池是携带式辅助电池，可以和

친환경 에코보드 벽시계

Eco-Friendly Wall Clock

环保板材挂钟

친환경 컬러에코보드를 사용한 시계판, 서울상징을 나무시계

A wall clock based on eco-friendly color broad. Its
wooden clock hands symbolize Seoul.

使用环保彩色生态板的时钟板，用木制时钟针制作首尔

폰, 안드로이드 호환이 가능한 5핀, 8핀이 탑재되어있다. 외
출, 여행 시 슬림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며, 3000mAh ,
5000mAh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서울N타워,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매치하여 서울을 사랑하는 분들, 또는 관광
객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IPHONE互相转换的装载5匹/8匹 PIN。外出,旅行时，
轻薄便于携带，可以选择3000mAh / 5000mAh使用。
首尔代表性建筑首尔N塔，北村韩屋村等与象征首尔的
设计搭配，将会是爱首尔的人们或游客不错的礼物。

MATERIALS
리튬폴리머 배터리
Li-Polymer-battery
锂聚合物电池

PRICE
3000mAh : 20,000원(WON)
5000mAh : 25,000원(WON)
세모디(최은숙, 배우리)
CHOI EUNSOOK, BAE WOORI
010-5402-9650
sjhome@hanmail.net

바늘로 제작하였다.

象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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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24,000원(WON)
감성(김병찬)
KIM BYEONGCHAN
010-8767-9051
artinb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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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 IDEA PRIZE 創意賞
서울랜드마크 노트시리즈

Seoul Landmark Notebook Series

首尔乐园标志笔记本系列

노트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남산타워를 친숙하고 팬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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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首尔标志性建筑南山塔设计成亲密和花哨的文字

무궁화 삼천리화려강산 버스저금통

Beautiful Korea Bus Moneybox

无穷花三千里华丽江山公交车储蓄罐

서울상징과 함께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을 아름답게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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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无穷三千里华丽江山与首尔象征美丽的表达的图像储

게 디자인한 문구이다.

MATERIALS
종이
paper
纸

PRICE
2,900원(WON)
모디자인(강희경)
KANG HEEKYEONG
010-9195-6357

그래픽의 저금통 시계, 4개의 바퀴 터치하면 LED플래시기능,
위에 버튼 멜로디기능 추가 가능한 만능저금통이다.

蓄罐时钟，触屏4个轮子LED闪光灯功能，上面可以增
加音乐功能的按钮，是万能的储蓄罐。

MATERIALS
PVC재활용, 플라스틱, 틴, 알루미늄, 스텐등
PVC recycling, plastic, tin, aluminum, stainless steel
再利用PVC，塑料铝合金，Tin，不锈钢等

PRICE
30,000~50,000원(WON)
디자인유즈(김은정)
KIM EUNJEONG
010-6556-0502
kej05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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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상
CEO PRIZE
通常由总经理出任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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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롯데월드타워 오르골
Lotte world tower orgel
乐天世界塔八音盒

도자기, 금속, 나무
ceramic, metal, wood
陶瓷, 金属, 木

PRICE
130,000원(WON)
㈜무늬공방(유병록, 김은평)
YOO BYEONGROK, KIM EUNPYEONG
010-9034-9519
june795@hanmail.net

롯데월드타워를 시계방향으로 감으면 오르골이 연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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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乐天世界塔缠时针方向，音乐盒会自动演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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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컬러링북
Coloring book with Lotte world tower & Seoul sky

乐天世界塔首尔天空填色书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이란 주제로 스카이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풍경과 주변 롯데월드와 송파쪽 여행스케치그림으로 컬러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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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상
GOLD PRIZE
金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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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지류(종이)
Paper
紙

PRICE
13,8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9811-3833
skyjoon1000@hanmail.net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시티 엽서세트
Post card set with Lotte world tower & sky city

乐天世界塔天空城市明信片套
스카이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부근과 서울뷰, 아울러 제 2 롯데월드의 명소, 등을 여행스케치 그림으로 표현 앞에는 칼라 뒤에는 먹선으로 되어있어
컬러링할 수 있는 선물용 기념엽서이다.

금상
GOLD PRIZE
金賞

Postcards with images such as Jamsil and Seoul seen from the observatory of Sky City. The front sides have color images while the back sides
have lines of images. You can color the image.
明信片套-天空城市的瞭望台上看到的蚕室附近，首尔风景和第二乐天世界塔的景点等用旅行绘画方式表达出来，彩色背面使用墨线，是能
coloring送礼或纪念的明信片。

MATERIALS
지류(종이)
Paper
紙

PRICE
13,800원(WON)
드림스카이(이준천)
LEE JUNCHEON
010-9811-3833
skyjoon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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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서울디자인초코렛바
Seoul design chocolate bar

首尔设计巧克力棒
마일포스트 서울 디자인 초콜렛 바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6가지 일러스트 화풍으로 표현하고, 2가지맛(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으로 제
작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전통식품 기념품, 제주감귤 초콜렛 외에 서울을 상징하는 식품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제작하게 된 서울을 상

금상
GOLD PRIZE
金賞

징하는 초콜렛 기념품이다.

Mile Post Seoul Design Chocolate Bar is a chocolate souvenir that symbolizes Seoul. The product has six illustrations of Lotte World Tower
and offers two flavors (milk chocolate and dark chocolate). This item was produced to offer a food souvenir that symbolizes Seoul to tourists
visiting Seoul in addition to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Jeju tangerine chocolate.
以里程标首尔设计的巧克力块把首尔代表性建筑物乐天世界塔用6种插图画风格表达，2种口味（牛奶巧克力，黑巧克力），制作的目的是
向访问首尔的外国游客提供除传统食品、纪念品、济州柑橘、巧克力以外象征首尔的食品的巧克力纪念品。

MATERIALS
종이, 은박지, 초콜렛
paper, foil, chocolate
紙, 银箔纸, 错误

PRICE
5,500원(WON)
마일포스트(이경주)
LEE KYEONGJOO
010-6473-5331
marc@milepost.co.kr

천연자개 마우스패드
Natural mother-of-pearl mouse pad

天然螺钿车鼠标垫
롯데월드 타워 SEOUL SKY는 123층과 555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을 모티브로 천연자개와 특허기술이 최초로 자개 마우스패드가 탄생하였다.
광택이나 색상이 변하지 않고, 흠집이 생기지 않으며, 깨지지 않는다.

은상
SILVER PRIZE
銀賞

The world’s first mother-of-pearl mouse pad whose motif is 123-story Lotte World Tower which is 555 meters tall and the world’s sixth tallest
building. Its patented technology prevents the colors of the product from changing, its surface from being scratched and the pad from being
broken.
乐天世界塔SEOUL SKY 123层 高555 米，以世界上第六高的楼为主题，诞生了最早的天然螺钿和专利技术做成的螺钿鼠标垫。光泽和颜色
不变，不会出现瑕疵，不会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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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38,000원(WON)
나전칠기컴(이강수)
LEE KANGSOO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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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SEOUL SKY Seoul sky in Lotte world tower
천연자개 핸드폰케이스
Natural mother-of-pearl cell phone case

天然螺钿手机盒
롯데월드 타워 SEOUL SKY는 123층과 555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을 모티브로 천연자개와 특허기술이 최초로 자개 핸드폰보호케이스가 탄생
하였다. 광택이나 색상이 변하지 않고, 흠집이 생기지 않으며, 깨어지지 않는다.

은상
SILVER PRIZE
銀賞

Lotte World Tower is the world’s sixth tallest building. The building of 123 stories is 555 meters tall. This cell phone case was made of motherof-pearl. Its patented technology prevents the colors of the product from changing, its surface from being scratched and the pad from being
broken.
乐天世界塔SEOUL SKY 123层，高555 米，以世界上第六高的楼为主题，诞生了最早的天然螺钿和专利技术做成的手机保护壳。光泽和颜
色不变，不会出现瑕疵，不会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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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33,000원(WON)
나전칠기컴(이강수)
LEE KANGSOO
010-5243-5757
najeon71@naver.com

서울스카이 탁상시계
Seoul sky clock

首尔天空桌面相框
소나무원목과 친환경 컬러에코보드를 사용한 탁상시계로 서울의 영문(SEOUL)을 자명종과 롯데월드타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롯데월드타
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말풍선을 이용해 서울시 브랜드 ISEOULU와 서울스카이를 부각시켰다.

은상
SILVER PRIZE
銀賞

A clock made of pine tree wood and eco-friendly color eco boards. The clock was designed based on the English characters of
SEOUL and Lotte World Tower. Speech bubbles accentuate ISEOULU and Seoul Sky.
是使用松树原木和绿色环境彩色环保板制作的闹钟，把首尔的英文(SEOUL) 设计成自鸣钟和乐天世界塔的形象。乐天世界塔观景台首尔天
空利用气球强调了首尔市 ISEOULU 和首尔天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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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29,000원(WON)
감성(김병찬)
KIM BYEONGCHAN
010-8767-9051
artinbay@naver.com

제4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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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 이야기
Seoul Themed Souvenir
Development and Project
首尔象征观光纪念品
开发培育事业故事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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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 이야기

제 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개요

- 공모기간 : 2018. 4. 16(월) ~ 7.15(일) 90일간
- 심사 : 2018. 7. 20( 금) ~ 8. 28(화) 40일간
- 수상작 발표 : 2018. 9. 12(수)
- 서울시 부문(100선) : 대상(1) / 금상(2) / 은상(5) / 동상(7) / 입선(85)
-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2선) : 롯데월드 동상(2)
- 한화호텔& 리조트 63 빌딩 부문(2선) : 한화호텔& 리조트 금상(1),
			
한화호텔& 리조트 은상(1)

제 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공고

- 공고일 : 2018. 4. 16(월)
-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공모전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7(토) ~ 7. 15(일)
- 395작품 접수 • 서울시 부문 306작품,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55
작품, 한화호텔& 리조트 63빌딩 부문 34작품

1차 전문가 심사

2018. 7. 20(금)
- DDP패션몰 5층 패션아트홀
- 심사결과 : 310작품 선정 • 서울시 부문 285작품,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15작품, 63빌딩 부문 10작품
- 심사위원 : MD, 상품기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6명)

2차 시민 / 관광객 심사

- 참여 기간 : 2018. 8. 3(화) ~ 8. 7(금)
- 참여장소 : 63 빌딩 B1층
- 총 1,330명 참가(총 투표수 13,448 표, 1인당 13 개 배포)
- 대상 : 1차 전문가 심사 선정작 310작품
- 평가자 : 시민, 관광객
- 평가방법 : 1차 전문가 선정작품 310작품(서울시 부문 285작품,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15작품, 63빌딩 부문 10작품)의 현황보드판에 각각 13 개
(서울시 부문 10 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2 개, 63 빌딩 부문 1개)
선호 상품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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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 전문가 심사

2018. 8. 28(화)
- DDP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전체 평가를 반영하여 전문가 순위 및 당락 선정
- 서울시 부문 100작품,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 2작품,
63빌딩 부문 2 작품 총 104작품 선정

제 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018. 9. 12(수)
- 서울시 부문(100작품) : 대상(1) / 금상(2) / 은상(5) / 동상(7) / 입선(85)
-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부문(2작품) : 롯데월드 동상(2)
- 한화호텔 & 리조트 63빌딩 부문(2작품) : 한화호텔 & 리조트 금상(1),
한화호텔 & 리조트 은상(1)

제 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2018. 9. 20(목) 10:00 ~ 11:00
- DDP 살림터 3 층 나눔관

상품양산을 위한
디자인 보완 자문회의

2018. 10. 15(월) ~ 10. 26(금)
- 1/3차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포함 4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상품의 보완을
통해 상품완성도 높임

수상작 대상 판로 및 입점 지원

2018. 10 ~ 2018. 11
- DDP Store, 롯데월드타워 내 기념품 숍, 63아트 숍 등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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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hemed
Souvenir
Development and
Project

Outline of 6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 Application Period: For 91 days from Monday, April 16 to Sunday, July 15, 2018
- Judging Period: For 40 days from Friday, July 20 to Tuesday, August 28, 2018
- Preliminary Announcement of Prizewinners: Wednesday, September 12, 2018
- Seoul Category (Top 100 works): Grand Prize(1) / Gold Prize(2) /
Silver Prize(5) / Bronze Prize(7) / Honorable Mention(85)
-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2): Lotte World Bronze Prize (2)
-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2): Hanwha Hotels &
Resorts Gold Prize(1), Hanwha Hotels & Resorts Silver Prize(1)

Announcement of 6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 Date of Announcement: Monday, April 16, 2018

Contest Entry

- Period: Saturday, July 7, 2018 to Sunday, July 15, 2018

- Official sites of Seoul City and Seoul Design Foundation

- Received 395 works • 306 works in the Seoul category and 55 works in
the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34 works in the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First Evaluation by Experts

Friday, July 20, 2018
- Fashion Art Hall on the 6th floor of Fashion Art Hall in DDP Fashion Mall
- Results of Evaluation: 310 works were selected – 285 works in the Seoul
category, 15works in the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10 works
in the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 Judges: Six experts in MD, product planning, designs, etc.

Second Evaluation by
Citizens and Tourists

Participating Period: 10days from Tuesday, August 3, 2018 to Friday, August 7, 2018
- 1st Basement Floor of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1,330 (the total number of votes: 13,448,
the total number of distributed votes per person: 13)
- Entries: 310 works selected by specialists
- Evaluators: Citizens and tourists
- Evaluation Method: One evaluator had 13 voting stickers and the person
put the stickers on all different 13 works (ten stickers on works in the
Seoul category, two stickers in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one
sticker in Hanwha Resorts & Hotels 63 Building) out of first selected 310 works
(285 works in the Seoul category, 15 works in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and 10 works in Hanwha Resorst & Hotels 63 Building category)
by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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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nd Final Evaluation by Experts Tuesday, August 28, 2018
- Design Nanum Hall of DDP Salimteo
Selecting ranks and prizewinners based on overall evaluation
- 100 works in Seoul category, 2 works in Lotte World SEOUL SKY and 2 works
in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A total of 104 works
were selected

Announcement of 104 Prizewinner of
the 6th Seoul Symbol Souvenir Contest

Wednesday, September 12, 2018
- Seoul category (100 works): Grand Prize(1) / Gold Prize(2) / Silver Prize(5) /
Bronze Prize(7) / Honorable Mention(85)
- Lotte World SEOUL SKY category (2 works): Lotte World Bronze Prize (2)
- Hanwha Hotels & Resorts 63 Building category (2 works): Hanwha Hotels &
Resorts Gold Prize(1), Hanwha Hotels & Resorts Silver Prize(1)

Awards Ceremony of the 6th Seoul
Themed Souvenir Contest

10:00 – 11:00 on Thursday, September 20, 2018

Advisors Meeting on Design before
Mass-Production

Monday, October 15, 2018 - Friday, October 26, 2018

- Nanum Hall on the 3rd floor of DDP Salimteo

- Upgrading the quality of products by applying the opinions of four people
including the chairpersons of the first and third evaluation

Helping Prizewinners
Find Buyers and Open Stores

October, 2018 – November, 2018
- DDP Store, Souvenir Store in Lotte World Tower, 63 Art Shop etc.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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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象征 观光纪念品
开发培育事业故事

征集期间：2018.4.16(周一) ~ 7.15(周一), 共90天
评审：2018.7.20(周五) ~ 8.28(周二), 共40天
获奖作品发表：2018.9.12(周三)
首尔市部门(100作品) : 大奖(1)/金奖(2)/银奖(5)/铜奖(7)/入选(85)
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2作品)：乐天世界铜奖(2)
韩华酒店 & 度假村 63大厦部门(2作品):韩华酒店 & 度假村金奖(1),
韩华酒店 & 度假村银奖(1)

第六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
事业概要

-

第六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
公告

- 公告日期:2018.4.16(周一)
- 首尔市，首尔设计财团官方网站

征集作品展公告申请

- 申请日期：2018.7.7(周六) ~ 7.15(周日)
- 申请 395作品(首尔市部门 306作品,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 395作品,
韩华酒店 & 度假村 63大厦部门 34作品)

第一次专家评审

2018.7.20(周五)
- DDP时尚购物中心 5楼时尚艺术大厅
- 评审结果：选定 310作品(首尔市部门 285作品，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
15作品，63大厦部门 10作品)
- 评审委员：MD，商品企划，设计等相关部分专家(6人)

第二次市民 / 游客评审

参与期间：2018.8.3(周二) ~ 8.7(周五)
- 参与场所 : 63大厦 B1
- 参与人总數 1330名(投票总數 13448票, 一人 13票)
- 对象：第一次专家评审选定作品 310作品
- 评委：市民，游客
- 评价方式：板子上有 236 选 第1次专家选定作品 (首尔 市部门 310作品,
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 15作品，63大厦部门 10作品),参与人给自
己喜欢的作品贴贴画。其中,首尔市部门 提供 10 个贴画，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提供 2个贴画，63大厦部门提供 1个贴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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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次专家最终评审

2018.8.28(周二)
- DDP 生活馆 Design分享馆
反映全体评价选定专家顺序及当选和落选
- 首尔市部门 100作品，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 2作品，
63大厦部门 2作品 共104作品

第六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
获奖作品 发表结果

2018.9.12(周三)
- 首尔市部门 (100作品) ：大奖(1)/金奖(2)/银奖(5)/铜奖(7)/入选(85)
- 乐天世界塔 SEOUL SKY 部门 (2作品)：乐天世界铜奖(2)
- 韩华酒店 & 度假村 63大厦部门 (2作品) : 韩华酒店 & 度假村金奖(1),
韩华酒店 & 度假村银奖(1)

第六届首尔象征观光纪念品征集作品展
颁奖仪式

2018.9.20(周四) 10:00 ~ 11:00
- DDP 生活馆 3楼分享馆

为商品量产的设计完善咨询会议

2018.10.15(周一) ~ 10.26(周五)
- 包括 1/3 次专家评审委员长,反映 4位的意见,通过完善部分商品提高商品
的完成度

获奖作品销路及进店支持

2018.10 ~ 2018.11
- DDP Store，乐天世界塔内的纪念品商店，63艺术商店 等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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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문구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지하철역 지우개

김지훈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58-12 장미빌라 가동 203호

-

jihoonkim4u@gmail.com

010-5698-2313

북촌한옥마을 가랜드

디아트

서울 성동구 무학로33 109동 403호(하왕십리 텐즈힐)

-

yh977@naver.com

010-7202-7131

서울 디자인 마그넷

다빈치인터내셔널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47, 정산아파트 101동 2층

https://blog.naver.com/2017davinci

2017davinci@naver.com

010-7199-2320

양지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31

www.yangjisa.com

jwkim@yangjisa.com(김진완)

010-8750-3292

신도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291-4

www.binder.co.kr

lyeon01@naver.com

010-5286-1457
010-3933-0331

팝업시티 서울
팝업시티 서울 미니북
서울 자개메모함
(메모지,수메모지,메모지)
한국전통 커플스틱자석 ver.1

주식회사두버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10 2F

www.dobuddy.co.kr

admin@dobuddy.co.kr(이진호)

서울로 마스킹테이프

양우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43길 40, 102호

-

raon7717@naver.com

010-3553-3528

담은 왕실메모지,손거울

필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35, 3동 1207호

www.talbagaji.com

pd@philld.com(김태산)

010-4072-2910

픽마크
		

김윤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11동 2204호
huyuny1012@gmail.com
허윤하				

남산서울타워 나전노트
뉴월스튜디오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4길 22 주공아파트 115동 108호
100chae1@gmail.com
						

010-2637-0721
010-4789-0364
010-8794-6429
010-8526-2534

해치서울

진그래픽스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라온빌딩 3층

-

soom2222@hanmail.net(남상범)

북촌 엽서 세트

세라믹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139번길 69

http://blog.daum.net/heecheolyoon

hcyoon@daejin.ac.kr(윤희철)

010-9175-2624

서울 명소 투명엽서

이한나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9길 11, 303호

-

yihna1026@naver.com

010-7275-7284

잘 생겼다! 서울 20 랩핑북
6620디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4길 43 201호
winnehappy@naver.com
						
길 위의 향기
(팝업카드 13종,엽서,스티커)

에스에이치네스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74, 501

www.shnesque.com

010-3297-2004

010-9263-1912
010-9984-7293

shnesque@naver.com(박미람)

010-6218-3400

N 서울타워 황동자

하나두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다길 21,1층

hanaduri.co

hello@hanaduri.net

010-9023-0022

나전책갈피 시리즈

아트라인상사

서울 서대문구 문화촌길20 부유빌딩2층

artline21.co.kr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63스퀘어 황동자

하나두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다길 21,1층

hanaduri.co

hello@hanaduri.net

010-9023-0022

서울스카이 황동자

하나두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다길 21,1층

hanaduri.co

hello@hanaduri.net

010-9023-0022

서울성곽길 접착식 메모지

토요일다섯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44, b02호

-

satday5pm@naver.com

010-2887-7886

우든 펜(샤프,볼펜)

금강건축

서울 구로구 고척동103-4 고척 산업상가 가동 바열 262호

http://blog.naver.com/whon88

kkrnd@hanmail.net (정환오)

010-5276-3633

서울의 길 패턴 테이프

스튜디오 OHK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길 2, 1층 2호

www.studio-ohk.com

info@studio-ohk.com (김미소)

010-4028-5617

나전 책갈피

성협공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2265-0781@hanmail.net (김정일)

010-8762-0783

광화문과 세종대로

송심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다길 31

-

sahy88@naver.com

010-3016-8808

서울로 7017 장화 지우개 연필세트

아몬드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3층 서울글로벌창업센터

www.almond-studio.com

shua.almond@gmail.com

010-9986-7544

와우펀_서울로 와펜

명종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 1101동 514호

-

wooro2@naver.com

010-5063-5964

아트웍스그룹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316호 C구역 2실

www.artworksgroup.net

dikesscale@gmail.com

010-7727-6170

흔적' 탁상용 문구 세트
(지우개,수첩, 노트, 핸드폰 거치대,
데스크 트레이 3종)
서울로 7017 스티커북

드림스카이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24길 65 4 201호

www.dreamsky33.com

skyjoon1000@hanmail.net

010-5448-8630

서울로 7017 컬러링북

드림스카이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24길 65 4 201호

www.dreamsky33.com

skyjoon1000@hanmail.net

010-5448-8630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생활용품
상품명

안녕, 한강부채
하이문문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43-12번지 201호
https://www.instagram.com/hivideo/
hi-video@naver.com
						

연락처
010-6274-0407
010-6864-3799

경복궁 조각 비누

스튜디오 OHK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길 2, 1층 2호

www.studio-ohk.com

info@studio-ohk.com(김미소)

010-4028-5617

나전 단품 777손톱깎이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2265-0781@hanmail.net(김정일)

010-8762-0783

서울10경 다용도 함

나전코리아

서울 은평구 수색로, 340-3 B동 102호 (수색동, 녹원쉐르빌)

www.najeonchilgi.com

mskorea71@hanmail.net

010-5243-5757

경복궁 산책 (술병,술잔,냉장고자석)

문빔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55 301-606

www.munbim.com

dbrud4561@naver.com

010-4709-6087

정의로운 동물 해태

송심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다길 31

-

sahy88@naver.com

010-3016-8808

서울의 하루가방

세간살이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75 극동그린아파트 104동 602호

instagram, facebook : @saegansari

saegansari@gmail.com

010-5119-1066

아이엠해치

이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28 광성타운 202호

-

jihyun_817@daum.net

010-4318-84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230번길 33-7

-

ehfqldrn@hanmail.net(안미경)

010-3254-6355

lhsanna@naver.com(이희수)

010-2567-6929

해치 캔들 홀더

조신현도예연구소

서울상징 수저받침

스튜디오마루

서울 스카이라인 여행용 슬리퍼

아몬드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3층 서울글로벌창업센터

www.almond-studio.com

shua.almond@gmail.com

010-9986-7544

디자인평화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전농동 우성아파트 13동 1501호

-

hear4327@naver.com

010-3753-001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406호		

① 서울의 궁궐 : 경복궁 향원정,
경복궁 경회루, 창경궁 대온실,
창경궁 통명전, 창경궁 옥천교,
경복궁, 창덕궁 일러스트 마스킹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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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이디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609-A (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http://www.idtoo.com

idtoo@idtoo.com

010-9969-7851

parkms803@naver.com

010-7761-7338

아름다운 서울

박미숙칠보

사인물 담요 시리즈

엇모스트 써드 플로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A-459호 www.parkmisukchilbo.co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73

utmost.co.kr

leezzia@naver.com(이지선)

010-9279-1192

서울 여행 주사위

아트토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03-14 301호

www.arttory.com

egonart@naver.com

010-3223-0840

롯데타워 트레이&화병

아르시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5나길 20-1

www.arsystudio.com

머그컵

금강건축

괴나리 봇짐 메고 한양도성길 걷다

심프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87 제각말 522동 403호

한양도성 손수건

심프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87 제각말 522동 403호

이충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길 31

info@arsystudio.com

010-4870-7349

kkrnd@hanmail.net (정환오)

010-5276-3633

https://simplyred80.blog.me/

simplyred80@naver.com

010-6308-5808

https://simplyred80.blog.me/

simplyred80@naver.com

010-6308-5808

-

justtap@nate.com

010-5197-1767
010-5197-1767

서울 구로구 고척동103-4 고척 산업상가 가동 바열 262호 http://blog.naver.com/whon88

서울로7017 도자기 커피 용품
(커피 드리퍼, 커피 서버,
에스프레소잔 세트,머그잔,접시)
서울로 7017 잔받침

이충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길 31

-

justtap@nate.com

서울로 다용도함

나전코리아

서울 은평구 수색로, 340-3 B동 102호 (수색동, 녹원쉐르빌)

www.najeonchil.com

mskorea71@hanmail.net

010-5243-5757

서울의 길을 걷는 시계(4종)

102랩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10, 46-310

blog.naver.com/102lab

102lab@naver.com(김우재)

010-3077-3110

주머니가 포인트인 레오백
레오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제2학생회관 B131호 인액터스
www.konkukenactus.com
enactusreo@gmail.com
						
'한강 자전거 길'반사 필름 티셔츠

010-6756-7788
010-2975-3806

노는애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9-9 402호

-

yoonseok5419@gmail.com

010-5588-5419

아티모

서울시 중구 퇴계로217 진양빌딩579호

www.artimo.co.kr

yjs89222@naver.com

010-9971-6366

유기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지하 24호

www.ugiu.kr

uukoreagift@gmail.com

010-8787-2335

도트윈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24, 지하1층(성수동1가)

jaehyung.kr

jaehyung.twin@gmail.com

010-7749-5653

디자인가안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5 삼보테크노타워 2613호

-

cherkhs@naver.com

010-9856-5057

서울로의 발자취를 담다
여림사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한양대학로 55
					

hsr527@naver.com

010-4166-1074

dufla45@naver.com

010-2229-6134

덕수궁 돌담길과 월하의 여인
여행용 캐리어,캐리어 Cover
함께 걸어요, 서울로(티포크,티스푼)
오아시스 오브 서울 경복궁길,
낙산공원길, 서울로7017, 청계천길,
독립문길 보틀
다용도걸이 '서울로'
다용도걸이 '서울피크닉'

함께 걷는 시간 - ‘서울로 7017’

루트57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0길 39

www.root57.com

root57studio@gmail.com

010-2748-1550

민화링카드포켓 인사동

일랑아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47 창승빌딩 603호

www.ylangart.com

elcaone@naver.com (노형중)

010-9489-3132

디자인말랑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 202호

www.designmalang.com

design_malang@hanmail.net

010-6429-6908

한양도성 성곽비누
(봄,여름,가을,겨울)

디지털전자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나전 라운드 디지털 LED 탁상시계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75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www.metrosh.co.kr

2265-0781@hanmail.net(김정일)

010-8762-0783

나전 스마트 레이저포인터

주식회사보보크래프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3길 40-7 301호

www.vovocraft.com

vovokorea@naver.com

010-3907-7576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액세서리
상품명

당신을 지켜줄 열쇠고리
레오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제2학생회관 B131호 인액터스
www.konkukenactus.com enactusreo@gmail.com(김민선)
						

연락처
010-6756-7788
010-2975-3806

경복궁 반지

심유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616-801

-

shim0726@naver.com

010-8876-8192

북촌 도자 한옥 소품

세라믹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139번길 69

http://blog.daum.net/heecheolyoon

hcyoon@daejin.ac.kr(윤희철)

010-9175-2624

소서노 주얼리세트

너나들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b3-5호 너나들이

-

jhmjay@naver.com

010-9427-8885

서울성곽길 타투 스티커

문&써(서지현, 문경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99 경희궁자이아파트 207-204

-

pi0719@naver.com

010-2514-2237

ehdud000@gmail.com

010-4511-9469

서울로 자동차 번호판 뱃지
		
함께 걷는 서울로 (귀걸이,목걸이,발찌)

이창석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77
김도영			

benzitt@naver.com

010-3005-5082

mummucompany@gmail.com (정민우)

010-5278-2418

뭄무컴퍼니

서울시 중구 퇴계로6가길 36-2, 2층

www.mummu.kr

한양도성 길잡이 목걸이

정원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27길 43-3 501호

-

31eeun@naver.com

010-6799-4139

'서울로‘ 렌티큘러 자석

하우스 노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 1동 506호

-

dkwnaak0101@naver.com

010-9988-2098

무늬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4-54 안정빌 101-201

www.munuimu.com

munuimu@naver.com

010-9018-7615

우드앤아이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987번길15 5동 203호

-

hbr@woodniron.co.kr

010-7104-5082

서울로 7017 쁘띠 스카프 폴리 /
실크 (스카이, 그린), 트윌리 폴리 /
실크 (스카이, 그린)
서울로 열쇠고리
(음핑고,너도밤나무,호두나무)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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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용의 기운을 담은 윷놀이 세트

브링보

울산시 남구 중앙로 214번길 10-1 4층 주식회사 브링보

-

wildandcrazy@naver.com

010-5843-3388

서울 문화재 마그넷 시리즈

최성아

서울시 관악구 서림길 99-9 시티빌라 B02호

-

99solar@naver.com

010-9173-1864

마포나루터 테마 앞치마

원웨이 인터내셔날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8길 38, 1층

-

swsong77@naver.com

010-3737-4509

나무와 돌, 그리고 서울

루모켄버스

경북 경주시 원화로 181번길 5-2(인왕동)

www.lumo-canvas.com

ss5kim@naver.com

010-2254-5025

서울 1840 씨티 맵 포스터 / 엽서

띵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32-5

www.thingsdesign.co.kr

woook11@daum.net

010-4762-1570
010-8756-8125

광화문 광장 아크릴 디오라마

카우박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5길 43 엠에스빌딩 203호

www.cowbox.co.kr

woo753@hanmail.net

흔들흔들 광화문 수문군 아크릴 스탠드

카우박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5길 43 엠에스빌딩 203호

www.cowbox.co.kr

woo753@hanmail.net

010-8756-8125

서울의 Skyline

이수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90번길 52 1b-103

-

eetwodesign@naver.com

010-2763-6902

이응이 패브릭 포스터

유혜림디자인플레이하우스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5길 23-38, 204호

www.oioiooi.com

oioiooi@designplay.house(유혜진)

010-9717-0217

한글 서울 너도 지금 읽고 싶니?

카인드펄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0, 303-1

www.kindperson.co.kr

kp@kindperson.co.kr

010-4026-9590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

엑스포콘텐츠플랫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5-9

www.x4contents.com

x4contents@x4contents.com(권민혁)

010-5103-5048

서울 피규어

크래프트서울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2길 6 2층

www.craftseoul.com

craftseoul@gmail.com(황회은)

010-9274-9515

서울의 태,太 _스카프,패브릭포스터

서울의 태,太(김소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6-1 3층우측

-

hoha23@naver.com

010-2256-4279

(서촌 세종마을 이야기)

서울의 조각
		
63스퀘어 포토자석
우리가 걸었던 그 계절의 서울 길
		

김예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누리학사 805호
wisejun324@gmail.com
이준석				
필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35, 3동 1207호

www.talbagaji.com

김혜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225번지 104동 1502호
최준혁			

010-4830-9511
010-9181-1947

pd@philld.com

010-4072-2910

a971103@naver.com

010-9635-5650

cjunhyuk95@hanmail.net

010-7963-7524

서울로 3단 병풍

나전코리아

서울 은평구 수색로, 340-3 B동 102호 (수색동, 녹원쉐르빌)

www.najeonchil.com

mskorea71@hanmail.net

010-5243-5757

풍경 - 서울의 길

이원희

인천 서구 거북로 62 3층

https://smartstore.naver.com/songil

wal552@naver.com

010-2274-5306

서울로 롤리팝

키스토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16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지하 1층

-

guguda1318@gmail.com

010-8583-4611

길에 묻고 길은 답하고

수브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1, 2층(관수동)

souveland.com

souveland@hanmail.net

010-4036-0316

서울로 씨티 맵 포스터 / 엽서

띵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32-5

www.thingsdesign.co.kr

woook11@daum.net

010-4762-1570

워킹 한복

인한복주식회사

제주도 제주시 정존3길 1-3

www.inhanbok.com

pilsng@naver.com

010-6692-3713

서울 음악의 길_아리랑, 고향의 봄, 렛잇비

Craft Factory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로70 LG아파트 808-803

-

jamsooo@daum.net

010-8390-5733

엑스포콘텐츠플랫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5-9

www.x4contens.com

서울 관광 스토리그래픽 퍼즐
(서울로 7017 이야기)
펫 트리
		
서울로 씨티 맵 엽서 세트
나만의 서울로 만들기 키트_ㅅ,ㅇ,ㄹ
		

이흥환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동성 202동 1103호
이한울			

띵스디자인
여동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32-5

www.thingsdesign.co.kr

x4contents@x4contents.com (권민혁) 010-5103-5048
xyzwv@naver.com

010-9935-9799

gkgk0969@naver.com

010-9396-1155

woook11@daum.net

010-4762-1570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61-176번지 202호
jes761@nate.com
조은산				

010-2078-7259
010-313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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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INDEX
문구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가락지_끼움쇠_서울_01/02

엘놋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79, 119-405(행당동)

BLOG.NAVER.COM/ KKINGYOU.DO

ELKNOT@ELKNOT.COM

010-5471-8155

[미니팝업카드] 안녕, 서울!

솜씨카드

I ♥ Seoul

진송희, 신혜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68		

SING@SOMSSI.CO.KR

070-7201-9057

DUGOD103@NAVER.COM

My little world calendar kit

비커넥트

010-8466-837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106-602		

BCONNECT@NAVER.COM

My little world coloring kit

비커넥트

070-7572-507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장성마을 106-602		

BCONNECT@NAVER.COM

N 크리드 L

띵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9 812호		

DEATHTROOP00@NAVER.COM

070-7572-5078
070-8242-0710

N 크리드 S

띵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9 812호

DEATHTROOP00@NAVER.COM

070-8242-0710
010-6292-4717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3길 26 103/1012

KALAVINKA.CO.KR

HOOSDESIGN.COM

RL책갈피 -서울의 상징을 담은 메모리마크

실버피쉬

인천광역시 남구 비룡길 11번길 43(용현동)

SOMSSI.CO.KR

KKINGYOU@NAVER.COM

romentic city_postcard

띵스디자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6-10 명진하이빌 403호

GLADTOMEETYOU.CO.KR

WOOOK11@HANMAIL.NET

010-4762-1570

SEOUL 자석책갈피

카라빈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01-3 번지 3층

FUNNYFISH.CO.KR

KALA2001@PARAN.COM

010-8475-3922
010-4762-1570

special city

띵스디자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6-10 명진하이빌 403호

NAJEON.NET

WOOOK11@HANMAIL.NET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

김태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307-50 201호

NAJEON.NET

EUN_KYOUNG83@NAVER.COM

010-7366-2337

고궁의 미를 담은 책갈피(9종 세트)

김태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307-50 201호

TAZDESIGN.CO.KR

EUN_KYOUNG83@NAVER.COM

010-7366-2337

HOOSDESIGN@NAVER.COM

010-9180-5344
010-2345-9869

				
광화문

후스디자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116(풍동8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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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서울

㈜솜씨카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가길 68 솜씨B/D

DESIGN-VIEW.COM

SING@SOMSSI.CO.KR

기억해, 서울

마이너스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4층

METROSH.CO.KR

MINUUUS1@GMAIL.COM

010-6800-4454

나무자석 작은 꽃병

퍼니피쉬(주)

서울시마포구 용강동 179번지 3층

BOMNALPROJECT.COM

MAIL@FUNNYFISH.CO.KR

010-3280-8956

나전명함케이스

엠앤티(M&T)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 번지 2,3층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나전자석

엠앤티(M&T)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 번지 2,3층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대한민국서울 키홀더

㈜타즈

TAZDESIGN@NAVER.COM

010-8777-1531

마이스티커

한국폼텍㈜

PSE@FORMTEC.CO.KR

010-4010-6594

YOUNGJBL@HANMAIL.NET

010-2234-3284

131WATT.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401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명함케이스
디자인뷰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1-701
				

KINDPERSON.CO.KR
OFUNIT.COM
SOYOUDESIGN.COM

북촌 오르골 문방사우

(주)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FACEBOOK/HELLO- DAMDAM

WWW.MYSTICKER.COM

010-5272-0782

북촌 한옥마을 여행 수첩

봄날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4-3 201 호

KINDPERSON.CO.KR

KJI3285@CHOL.COM

010-4491-2714

북촌 한옥마을 편지지 &봉투 세트

SENY HOUSE

서울시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시355번지 101동 530호

PANSYDAISY.COM

SPRINGDAY99@NAVER.COM

010-4575-6749

서울 24절기

일삼일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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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SYDAISY.COM

JYEONG@131WATT.COM

010-5000-9989

서울 36.5도

조원희,박민정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35-28, 202-1403

PANSYDAISY.COM

CHO3323526@NAVER.COM

010-9790-2525

CEO@KINDPERSON.CO.KR

010-4026-9590

서울 9구역 포스트잇(9종) 시리즈
카인드펄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407
				
서울 고궁의 전통문양 패턴을 응용한		
소유디자인
VIP 데스트 용품_ 만연필과 명함 홀더
서울 궁 색칠놀이 COLORFUL STORY OF SEOUL

담담 프로젝트

HELLODAMDAM.COM
FACEBOOK.COM/HELLODAMDAM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천단산업센터 C동 3층 323호
A-9호실 소유디자인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635-407 동산빌라 301호		

DESIGN@OFUNIT.COM

010-6419-0314

LAVYNIALEE@GMAIL.COM

010-3684-2372

서울 궁 풍경 팝업카드(6종) 시리즈

카인드펄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407

NOULNABI.COM

CEO@KINDPERSON.CO.KR

010-4026-9590

서울 그래픽 PP 홀더

팬지데이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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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LNABI.COM

LIKE_DAMDAM@NAVER.COM

010-2024-9174

서울 글루메모

팬지데이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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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글루메모 4종 세트

팬지데이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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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노트

담담 프로젝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1층 5호

DCELL.CO.KR

LIKE_DAMDAM@NAVER.COM

010-3684-2372

서울 디자인 미니노트

마일포스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6 서울숲IT캐슬 4층 407호

DCELL.CO.KR

MARC@MILEPOST.CO.KR

02-2205-5331

서울 디자인 엽서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

SCRATCHBOARD.CO.KR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서울 랜드마크 10종 Bookmark set

너울나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 천일빌딩 3층

FUNNYFISH.CO.KR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서울 랜드마크 11종 SET_ 페이퍼토이

너울나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 천일빌딩 3층

PANSYDAISY.COM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서울 랜드마크 캘린더 포스터 2016

이예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 대우푸르지오 105동 1401호

MOONYART.COM

FLEASHIELDS@NAVER.COM

010-7553-5040

서울 미니 노트

팬지데이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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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서울 북마크

디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2 3 층

PANSYDAISY.COM

DCELL@DCELL.CO.KR

010-2310-8278

서울 북엔드

디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2 3 층		

DCELL@DCELL.CO.KR

010-2310-8278

서울 스크래치 포스트카드

페이지온

서울 스팟 투어 가이드 카드

퍼니피쉬㈜

서울 시티노트 세트

팬지데이지(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33길 38-6 (주교동)

BEHANCE.NET/COLDVELVET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179번지 3층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KINDPERSON.CO.KR

서울 오르골
(주)무늬공방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7길 26-7(갈현동)
BRUNCH.CO.KR/@HCYOON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7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서울 우표모양 데코 스티커
팬지데이지(주)
				
서울 트레벨 저널

팬지데이지(주)

서울 포토북

두솔

서울 품은 에코백

김선영

WORKS.CO.KR, MYSTICKER.COM
INNOWORKS.CO.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동 208호 (가산동,SK트윈테크타워)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2-2(B1)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6-5. 102호

THINGSDESIGN.CO.KR

INFO@SCRATCHBOARD.CO.KR

02-2285-5992

ART@FUNNYFISH.CO.KR

010-3280-8956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MOONYYOU@NAVER.COM

010-2245-5733

HMGMKC26@NAVER.COM

010-9052-6706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PHOTOTOP@NAVER,COM

011-742-2862

COLDVELVET@NAVER.COM

010-7106-9190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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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 풍경 꽃갈피

꼬르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203호

EUNHEENAM.COM

HS326@HANMAIL.NET

010-4598-7905

서울 풍경 엽서 6종

카인드펄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407

MIRACLEKOREA.CO.KR

CEO@KINDPERSON.CO.KR

010-4026-9590

서울 한옥 풍경
윤희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ZICONDESIGN.COM

HCYOON@DAEJIN.AC.KR

010-5337-6944

서울 핸디 노트

한국폼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WARMMATERIAL.COM

HJKIM@FORMTEC.CO.KR

010-4010-6594

서울ː印(in)

홋 팩토리

서울시 종로구 충신 4나길 24-3

DREAMSKY33.COM

HDESIGNM@NAVER.COM

010-3358-0013

서울디자인카드

마일포스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6 서울숲IT캐슬 4층 407호

DREAMSKY33.COM

MARC@MILEPOST.CO.KR

02-2205-5331

서울랄라

THINGS DESIGN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39-3 1 층

DREAMSKY33.COM

WOORO2@NAVER.COM

010-5063-5964

서울모멘트 엽서

바이은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9길 29-6, 204호

DREAMSKY33.COM

I_EUNEUN@NAVER.COM

010-6859-2407

CAFE.NAVER.COM/ZENTHESIS

서울문자도엽서
미라클피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3 블루마운팅빌딩 5층
DREAMSKY3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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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907-1562

서울상징 팝업카드

지콘디자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대림 이편한세상 1103-403

SCRATCHBOARD.CO.KR

ZENJANG88@HANMAIL.NET

서울상징랜드마크목 재조립엽서

㈜웜메터리얼

경기도 안성시대덕면서동대로4726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2관사무7호

KAWAKOREA.COM

SOGOODHSH@NAVER.COM

070-8838-1926

서울여행 컬러링페이퍼 세트

드림스카이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8길 31 서정빌딩 6층

KKOMKKOM.CO.KR

SKYJOON1000@HANMAIL.NET

070-8274-8630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노트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SKYJOON1000@NAVER.COM

010-5448-8630
010-5448-8630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시 포스트잇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DSARTCENTER.CO.KR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엽서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서울여행스케치_ 서울일러스트지도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

010-4719-4346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6층

METROSH.CO.KR

SKYJOON1000@NAVER.COM

서울의 명소 스크래치 카렌다

페이지온

서울시 중구 을지로 33길 38-6 (주교동)

HARUHANA.COM

INFO@SCRATCHBOARD.CO.KR

02-2285-5992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와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4

THEPROJECT.CO.KR

KAWA@KAWAKOREA.COM

010-8862-1187
010-2962-7004

서울지갑

꼼꼼바늘창작공방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7-1 4F

PARALLAX.CO.KR

LINDENTREE@NAVER.COM

서울지하철메모자석세트

㈜타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401호

DSARTCENTER.CO.KR

TAZDESIGN@NAVER.COM

070-4028-1531

서울패턴북

㈜동숭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FACEBOOK.COM/ PAPERGARDEN.COOPONRE

XMAS@DSARTCENTER.CO.KR

02-766-3390(512)

세빛섬 컬러링 엽서

디자인 1324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304호 (도곡동 도곡역사내 여성 창업 플라자)

ARTLINE21.CO.KR

PIPIDOLI@NAVER.COM

010-5540-0662

아리랑 오르골 문방사우

(주)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ARTLINE21.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아트메모 '서울이 좋다'

(주)새순기획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2-3 신사빌딩 202호

ARTLINE21.CO.KR

ON1S0E0S0OONA@VUENRI.TCEOLM.CO.KR

010-5226-6368

엽서화분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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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LINE21.CO.KR

SAGEDG@NAVER.COM

010-9570-7676

패럴랙스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TIP314 (정왕동,기술혁신파크)

ARTLINE21.CO.KR

KYUMIN.J@GMAIL.COM

031-8041-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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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숭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ARTLINE21.CO.KR

XMAS@DSARTCENTER.CO.KR

02-766-3390(512)

종이정원-Upcycling수제카드

협동조합 온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전동6동,2층)

ARTLINE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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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갈피_교태전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FACEBOOK.COM. COM/CLIPPENPAGE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DESIGNNOTHING.COM

책갈피_국회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명동성당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숭례문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청와대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책갈피_한국은행

아트라인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24 (홍제동 278-10)

PANSYDAISY.COM

ARTLINE601@NAVER.COM

010-5277-5717

TALEWIND DESIGN.COM

JARAM@HANMAIL.NET

010-3712-5243

크리스탈 메모홀더 , 메모보드

자람산업		

OWONPLUSDESIGN.COM

클립 펜

모지스튜디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21

BINDER.CO.KR

MOZISTUDIO@GMAIL.COM

010-8979-6363

클립랭귀지 5pcs_ Hi 서울

낫씽디자인그룹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60-2번지 2층

MIRACLEKOREA.CO.KR

KOOJINWOOG@EMPAS.COM

010-7726-6575

판타스틱 서울_자석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호

LOOKKING.NET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팝 업 서울
오원플러스디자인
서울시 중구 수하동센터원빌딩 서관 27층
LOOKKING.NET
OWONPLUSDESIGN@LIVE.CO.KR
						
페이퍼 소울, 서울

010-6771-6184
010-8942-9433

박일진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5-1, 3층

LOOKKING.NET

ILJIN2@HANMAIL.NET

010-2705-2717

페이퍼웨이즈 모션스티커 세트

팬지데이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B동 409호 팬지데이지

ZIGIMALL.COM

MARKETING@PANSYDAISY.COM

02-334-6967

한강 메모패드 북마크

국민대학교 대학원

MESSAGE OVER HANRIVER

제품디자인전공

서울시 마포구 중동 월드컵참누리아파트 107동 1703호

METROSH.CO.KR

WIND_COLOR@NAVER.COM

010-8845-4489

한국의 자개

신도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291-4

HONGGOON.NET

LYEON01@NAVER.COM

010-5286-1457

한국의 탈 엽서세트
미라클피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3 블루마운팅빌딩 5층
MIRACL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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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907-1562

한글볼펜세트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글펜장착명함집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2-7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양도성 남대문 메모함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대원동 122-7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한양도성 한지노트

디자인플레이 지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길 12 (천호동,B02)

ZIGIMALL.COM

OKSUNGA@HANMAIL.NET

02-458-4535

한옥마을 감성 자개기념품

(주)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산경빌딩2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홍군 서울풍경화 ‘멋’ 시리즈 8종,‘서울풍경’ 시리즈 10종

홍성찬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동아아파트 210동 1001호

HONGGOON.NET

HONGGOONNET@NAVER.COM

010-329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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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제이손] 숭례문세트 小 [EC9]

㈜제이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71 청마빌딩 6층 (구산동 304-53)

JEISON.CO.KR

MYOHOO@JEISON.CO.KR

010-2666-9256

[제이손]숭례문세트 大[EC16]

㈜제이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71 청마빌딩 6층 (구산동 304-53)

JEISON.CO.KR

MYOHOO@JEISON.CO.KR

010-2666-9256

2015 한국도성길 달력

낫씽디자인그룹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60-2번지 2층

DESIGNNOTHING.COM

KOOJINWOOG@EMPAS.COM

010-7726-6575

45 DEGREE WALL CLOCK

(주)디자인모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30길 18 DM 빌딩 6층

DESIGNMALL.COM

BIGIDEA@DESIGNMALL.COM

010-4576-2624

63빌딩

(주)페이퍼로빈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303호

IPAPERO.COM

BOB@BOBDESIGN.CO.KR

010-9756-5645

BIG CITY TIME SEOUL

주식회사 타즈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신기술창업센터 B동 206호

TAZDESIGN.CO.KR

TAZDESIGN@NAVER.COM

010-8777-1531

DDP 쿠션

스튜디오 에이엘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5길 62 B02

ALITTLEBIT.CO.KR

LIJUNG@ALITTLEBIT.CO.KR

070-4606-5716

ERONLIGHT.COM

NOVV@HANMAIL.NET

010-8451-8457

ERON(에론)

(주)노브		

I LOVE SEOUL

신민섭

SMSKIN@NAVER.COM

010-8867-2352

I LOVE SEOUL 초받침

VIA K STUDIO

서울시강남구 신사동 544-26 예지빌딩 B1F

VIAKSTUDIO.COM

VIAKSTUDIO@GMAIL.COM

010-9996-1151

I LOVE SEOUL 티스푼

에벤에셀프린텍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02-11

KOSTICK.CO.KR

KOSTICK@PRINTED.CO.KR

010-6364-7480

N 서울타워 미니어처 2P

(주)더무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6-13 서원샤인빌딩 4층 402호

THEMUAH.KR

IMASYS@NAVER.COM

011-240-0514

SENNDIN@GMAIL.COM

010-9195-6357

N서울타워디자인제품_오리엔탈 타워 시리즈 센엔딘 커뮤니 케이션 N디자인
N서울타워디자인제품_하트 타워 시리즈

센엔딘 커뮤니 케이션 N디자인

N서울타워조명

디자인이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대원아파트 705호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63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63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ART		

SENNDIN@GMAIL.COM

010-9195-6357

DESIGNISM72@HANMAIL.NET

010-8939-2722

R티스푼포크세트

로얄아트

서울시중구 산림동 69-1

ROYALMETALART.COM

WWW.ROYALMETALART.COM

011-273-3406

SEED OF SEOUL(SOUL)

MARCH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09-602

OH MARCH.COM

JUNE@OH MARCH.COM

010-3129-7551

SEOUL LANDMARK 맥주받침

조화라, 최정환

JHR2603@NAVER.COM

010-7355-3629

견향 見香

크라프터

서울시 마포구 성지5길 5-15(합정동, 벤처B/D 407호)

CRAFTR.KR

CRAFTR@CRAFTR.KR

070-7766-7924

관광방문(기념)증 케이스

㈜오름

서울시 중구 수표로 48-7 (홍일빌딩 4층)

INNOKEIS.COM

1393HIS@NAVER.COM

02-2277-9453

광화문 금속 팝업카드

비에스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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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궐지킴이 해치 명함함

비앤디컬쳐

2ZOWORLD@HANMAIL,NET

010-2491-2334

궁중 한복 당의 앞치마

WONWAY INT`L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228번지 성공빌딩 301호 원웨이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주공 5단지 504-1404 호		
WOORIGGO.OCM

SWSONG77@NAVER.COM

010-3737-4509

그래픽 딕셔너리 코리아-배지

제로퍼제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27 1층 ZERO SPACE

ZEROPERZERO.COM

INFO@ZEROPERZERO.COM

010-8862-1996

금빛의 600년

유유코리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93 녹소연빌딩 1층 유유		

UUKOREAGIFT@GMAIL.COM

010-8787-2335
010-6289-7606

나전 컵받침

엠앤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57-2

BLOG.NAVER.COM/ SJHOME73

SJHOME@HANMAIL.COM

나전꽃거울

엠앤티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3층

NAJEON.NET

SJHOME@HANMAIL.NET

02-704-6147

나전머니클립

엠앤티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3층

NAJEON.NET

SJHOME@HANMAIL.NET

02-704-6147

나전텀블러

엠앤티(M&T)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2,3층

NAJEON.NET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내찬기 치읓비읍 세트

(주)케이테이블웨어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NECHANKI.CO.KR

KTABLEWARE@NAVER.COM

010-3706-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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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돋보기 품은 N 서울타워 페이퍼나이프

아스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103-1101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BONNYL.COM

ASUKAKOREA@HOTMAIL.COM

010-2900-6635

디디피 어글리즈 토이

어글리즈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404호

UGLIES.CO.KR

LEFTY@UGLIES.CO.KR

010-5183-3007

러브스토리 인 북촌, 아트토이 캔들 세트

퍼퓸몬스터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가든파이브 툴관 5층 504호

PERFUMEMONSTER.CO.KR

MINDDESSERT@NAVER.COM

070-4348-0003

렛츠서울

띵스디자인

WOORO2@NAVER.COM

010-5063-5964

머그컵공명스피커

디자인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동원베스트빌 201동 101호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3-1904

DESIGN-VIEW.COM

YOUNGJBL@HANMAIL.NET

031-8058-3356

메탈 팝업카드_경복궁 3종 콜렉션

S : IM DESIGN LAP.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10층 1001호

FACEBOOK.COM/SIMDESIGNLAB

SIMDESIGNLAB@GMAIL.COM

010-6828-4684

명함케이스와 손거울

(주)나전칠기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8-1 영화빌딩 702호

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모닝캄 티라이트 홀더

S : IM DESIGN LAP.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10층 1001호

FACEBOOK.COM/SIMDESIGNLAB

SIMDESIGNLAB@GMAIL.COM

010-6828-4684

문향 聞香

크라프터

서울시 마포구 성지5길 5-15(합정동, 벤처B/D 407호)

CRAFTR.KR

CRAFTR@CRAFTR.KR

070-7766-7924

물고기가 열리는 나무

흠흠그림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APT 310동 308호

HUMHUM.CO.KR

DUTUBN@HANMAIL.NET

010-9670-5235
010-3804-2347

반차도 아트 램프

㈜한국아트체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예술의 전당 아트샵

ARTSHOPKOREA.CO.KR

NIKOS@ARTSHOPKOREA. CO.KR

북촌 [PICTURE FRAME]

커스텀 크리에이티브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24 (경동1-305)

BLOG.NAVER.COM/YOOSTEPH

YOOSTEPH@NAVER.COM

010-9775-4457

북촌 한옥마을 휴대용 목쿠션

김지수

BECOMEMD@NAVER.COM

010-9018-7615

북촌한옥마을 편경,핸드폰거치대(궁담,돌담,꽃담)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2-2265-0782

빛나는 서울

마이너스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4층

GLADTOMEETYOU.CO.KR

MINUUUS1@GMAIL.COM

010-6800-4454
010-6473-53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84 아주빌라 라동 302호		

사랑해 서울

마일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호		

MARC@MILEPOST.CO.KR

서울 DDP 조명

디자인이즘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6-606		

DESIGNISM72@DAUM.NET

02-720-0771

서울 담은 교통카드 케이스

김윤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라길 55

FACEBOOK.COM/KIMY- UNEJ01

KIMYUNEJ01@NAVER.COM

010-7123-3731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라길 55

FACEBOOK.COM/KIMY- UNEJ01

KIMYUNEJ01@NAVER.COM

010-7123-3731

MARC@MILEPOST.CO.KR

010-6473-5331
1544-9386

서울 담은 손거울

김윤정

서울 디자인 머그컵 & 텀블러

마일포스트

서울 랜드마크 우드 조명액자

차스워스하우스

경기도 군포시 당동 134-14 1층

HOUSECHATSWORTH.COM

CHATSWORTH_H@NAVER.COM

서울 랜드마크 우드액자

차스워스하우스

경기도 군포시 당동 134-14 1층

HOUSECHATSWORTH.COM

CHATSWORTH_H@NAVER.COM

1544-9386

서울 레일웨이 시티맵

제로퍼제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27 1층 ZERO SPACE

ZEROPERZERO.COM

INFO@ZEROPERZERO.COM

010-8862-1996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LB2054		

서울 마그네틱

무늬공방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7길 26-7(갈현동)

MOONYART.COM

HMGMKC26@NAVER.COM

02-356-5733

서울 미니 마그넷 세트

팬지데이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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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SYDAISY.COM

NIVRAM@PANSYDAISY.COM

010-2024-9174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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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 방수 시계 시리즈

그랑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233호

GRAANG.COM

CYY26@NAVER.COM

010 6336 5970

서울 보따리

디자인플레이지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길 12(천호동, B02)

ZIGIMALL.COM

OKSUNGA@HANMAIL.NET

010-2643-7253

서울 사각사각 티스푼 세트

에벤에셀프린텍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31-35

KOSTICK.CO.KR

KOSTICK@PRINTED.CO.KR

010-6364-7480

서울 야경텀블러

여비진옻칠아트스튜디오

서울 쿠키들

페이퍼워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 106동 604호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29-1 201호		

FJRZL4864@NAVER.COM

010-5152-7644

FACEBOOK.COM/HOOSEONG.LEE

DESIGN8912@NAVER.COM

010-5150-7809
031-542-9051

서울. 집에 들이다.(명함,사진,핸드폰꽃이)

감성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길57

ARTINBAY.CO.KR

CHARACMAN@NAVER.COM

서울. 집에 들이다.(생활복합 LED 스텐드 트레이)

감성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길57

ARTINBAY.CO.KR

CHARACMAN@NAVER.COM

031-542-9051

서울명소

(주)나전칠기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1 영화빌딩 702호

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서울보틀

세모디

BDHSSK@HANMAIL.NET

010-4906-7606

서울상징 DIY 조명

스튜디오 산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0-1번지 301호

STUDIOSANGIL.COM

STUDIOSANGIL@NAVER.COM

010-4780-8016

서울상징 석고방향제

스튜디오 산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0-1번지 301호

STUDIOSANGIL.COM

STUDIOSANGIL@NAVER.COM

010-4780-8016

서울손수건

카인드펄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신동인 201호

KINDPERSON.CO.KR

KLSHIN86@NAVER.COM

010-4026-9590

YHS4037@NAVERE.COM

010-3626-4037

SPRINGDAY99@NAVER.COM

010-4491-2714

서울시티버스 버닝캡

은향

서울여행 머그컵

봄날프로젝트

서울옻칠플레이트

수 갤러리

서울을 담다_에코백

버킷스튜디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4층		

전남 광양시 중동 금광아파트 101동 905호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4-3 201호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2814 지하3층-302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광교마을40단지 4006동 301호

서울의 다리 텀블러

전태진

서울의 랜드마크 비누

안다미로스튜디오

서울의 밤

김희선

서울의 빛

라온

서울의 전경을 담은 컵받침(광화문, 서울N타워, 명동성당)

마이너스원

서울의 조각

김수경

서울의 추억-유기방짜 접시

에그

서울의달J

김소현, 조경진

서울의달S

김소현, 조경진

서울이미지 텀블러

디자인파머

서울이야기_3단병풍

㈜나전칠기컴

서울이야기_6단병풍

㈜나전칠기컴

서울전경 캔들홀더

은향

서울주름가방

디자인바치

서울주머니

롤리헬렌

서울책가도_자개알루미늄시계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서울책가도_자개열쇠고리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서울향 소이캔들 미니 5종 세트

스튜디오리암

설다방

향긋

세종대왕오프너, 숭례문오프너, 보신각오프너, 해치서울오프너 주식회사 동숭아트센터

BOMNALPROJECT.COM
BUCKETSTUDIO.NET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39-24번지 5층		

010-9384-0503

GHOUNT@NAVER.COM

010-2887-7886
010-9274-9515

HEESUN1243@NAVER.COM

010-2587-9536

RAON7717@NAVER.COM

010-4039-9829

MINUUUS1@GMAIL.COM

010-6800-4454

SOOKYOUNG6@GMAIL.COM

010-8839-7734

EGG1102@GMAIL.COM

010-8652-7122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9-12호 4층		

SSOWOOD@NAVER.COM

010-4087-1495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9-12호 4층		

SSOWOOD@NAVER.COM

010-4087-1495

ANDAMIROSTUDIO.COM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101-1 한강밤섬자이아파트 103동 19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논현동) 1633

BLOG.NAVER.COM/RAON77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4층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평촌동 푸르지오대우아파트 105호 1104호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3마길 10-6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7-5

DESIGNFARMER.NET

DESIGNFARMER@NAVER.COM

010-3229-7429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2, 702호(남대문로4가 영화빌딩)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2, 702호(남대문로4가 영화빌딩)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전남 광양시 중동 금광아파트 101동 905호		

YHS4037@NAVERE.COM

010-3626-4037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 SK-HUB 101동 1103호		

DESIGNVACI@NAVER.COM

010-3204-9436

KLSHIN86@NAVER.COM

010-4026-9590

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신동인 201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31, 현신빌딩 202호		

IMSEONA@GMAIL.COM

02-594-2533

BSMCOWAMA@GMAIL.COM

010-2570-4701

XMAS@DSARTCENTER.CO.KR

010-8818-5794

SILVINI@DAUM.NET

010-3749-8816

BATMAN35@DAUM.NET

053-424-0882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10-6272-5723

KIMJAYEONG@NAVER.COM

010-3911-6000

MOOK@URBANHYBRID.CO.KR

010-4618-368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신촌로10길 39 계단올라와서 1층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DSARTCENTER.CO.KR

리빙 오브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9, 601		

손수건

㈜빗살무늬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44-4 3층 빗살무늬		

수문장 한글 문양 세라믹 상품
메디파크
			

010-9151-9942

MARK@BUCKETSTUDIO.NET
ANDAMIROSTUDIO@GMAIL.COM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176-14 4층

소반

수문장 한글 문양 세라믹 상품
메디파크
			

P1107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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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신(手護神)

미쓰김라일락 어반하이브리드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79 1층 2호 창신table
CHANGSINTABLE.CO.KR
부제:당신의 손을 지켜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971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1533-102		

숭례문 벽시계

아티모

숭례문의 사계절 도자 디퓨져

아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다빈치관 101호

YJS8922@NAVER.COM

010-9971-6366

AJA_CERAMIC@NAVER.COM

010-9255-7109
02-2699-1973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사각모양)

카우박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5길 43엠에스빌딩304호

COWBOX.CO.KR

WOO753@HANMAIL.NET

아름다운 한국 나무 스마트폰 거치대(전통모양)

카우박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5길 43엠에스빌딩304호

COWBOX.CO.KR

WOO753@HANMAIL.NET

02-2699-1973

안녕! 서울

조민지

ALSWL2416@NAVER.COM

010-9132-0169

오방색 미니 향수

그랑

오프너

비노스

우리서울(OUR SEOUL)

프로젝트블링블링

자개 품은 숭례문 돋보기
아스카
			
전통 캐릭터 손거울

비에스

조명등

디자인뷰

청자화병 조명

디자인이즘

한국의 꽃 롤온향수_ 오방색 시리즈(낱개)

그랑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2차 204동 1601호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233호

CYY26@NAVER.COM

010 6336 5970

부천시 원미구 중3동 덕유마을 237동 103호		

GRAANG.COM

THRCHID@NAVER.COM

010-5510-599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5길 17 34 동 606호		

FOLIEGEM@NAVER.COM

010-3426-1546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BONNYL.COM
SUKAKOREA@HOTMAIL.COM
서울시종로구 인사동 157 인사동명품관 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103-1101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 301-701

DESIGN-VIEW.COM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ART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233호		

010-2900-6635
010-9925-6635

BBSS1945@NAVER.COM

010-3074-3036

YOUNGJBL@HANMAIL.NET

010-2234-3284

DESIGNISM72@HANMAIL.NET

010-8939-2722

CYY26@NAVER.COM

010-633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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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한글넥타이

메디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122-7

LOOKKING.NET

DUCKSPARK1@HANMAIL.NET

02-574-6526

한양도성 손수건

노릇 (NOLEUT)

한양도성의 5대궁담음 시리즈

너울나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28 강북 청년창업센터 2406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1 천일빌딩 3층

BLOG.NAVER.COM/NOLEUT

NOLEUT@NAVER.COM

010-2110-0636

LOVE8340@NAVER.COM

010-6209-2324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명함함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한옥마을 자개문방사우 필함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10-5272-0782

한옥마을 초롱불

㈜한국아트체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아트샵

ARTSHOPKOREA.CO.KR

NIKOS@ARTSHOPKOREA. CO.KR

010-3804-2347

한지 월렛

유미자-태원

HANJIWALLET@NAVER.COM

010-8874-8962

해치 석고 방향제

비비스토리

해치 캔들홀더

은향

해치 컵홀더

(주)두손컴퍼니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16-19번지 301호

DOHANDS.COM

CJAEPARK@DOHANDS.COM

010-9427-9273

해치를 담은 접시

석재영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1-25 지하1층

TWITTER : ELATIONSHIP777@

RELATIONSHIP777@GMAIL. COM

010-3771-2032

ROMANTIC9317@NAVER.COM

010-6278-9317

해치수틀 액자

데일리 블라썸

훈민정음 타올

㈜우리타올컴퍼니

히얼아이엠 인 서울

전미진, 정다영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0길 20 102-505(상도1동 대림아파트 102-50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603호

NOOKOREA.COM

전남 광양시 중동 금광아파트 101동 905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 9동 주공아파트 1408동 1208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11 대종빌딩1,2 (주)우리타올컴퍼니

WOORITOWEL. COM/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극동아파트 101동 1812호 (집주소)		

OHJ0121@NAVER.COM

02-565-3328

YHS4037@NAVERE.COM

010-3626-4037

PJ4374@HANMAIL.NET

010-4541-7413

KTLV1236@NAVER.COM

010-3112-2541

키즈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MORE THAN SEOUL기억력 카드 게임
피에이치세븐 (PH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 서울여성창업플라자 202호
PHSEVEN.CO,KR
HELLO.PH7@GMAIL.COM
						
김유나

와이앤앤

나전윷놀이

엠앤티(M&T)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입체액자

지식나루

메이크 유어 스카이라인

891 스튜디오

보스
짐볼리쉬
			
서울 랜드마크 점선 잇기
서울상징 기념스탬프
(HAVE FUN SEOUL WITH CRAFT!)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1 301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9번지 2,3층

NAJEON.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5, 161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39길 17-10 7-404

891STUDIO.TUMBLR.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602		
(종로6가,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회적기업창업실)		

연락처
010-9338-2269
010-2289-9847

TURTLE3PNR@NAVER.COM

010-6286-4142

SJHOME@HANMAIL.NET

010-6289-7606

JISIKNARU@NAVER.COM

070-8858-2550

NONO89NO@NATE.COM

010-5033-7597

HESU519@NAVER.COM

010-4721-0519

WHALECOMPOSITIONS@GMAIL.COM

010-3118-8563

담담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가길 9

HELLODAMDAM.COM

PENGSTYLE4@GMAIL.COM

010-3684-2372

(주)솜씨카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12-2 솜씨빌딩

SOMSSI.CO.KR

DDOMA4015@SOMSSI.CO.KR

010-9039-4015

DREAMIN0519@NAVER.COM

010-8653-5044

UDPLUS1004@HANMAIL.NET

011-326-6785

서울을 담은 트럼프 카드

이혜민

종이접기 한복색종이 3종셋트

(주)유디플러스

경기도 군포시 당동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2-7 정문출판 3층

UDPLUS.KR

디지털전자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멀티홀더

(주) 닷즈 커뮤니케이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3-1 4층

DATZ.CO.KR

KT.OK@DATZ.CO.KR

010-9677-2712

박세종 작가_휴대전화 케이스

동작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길 57

WORKSHOP.OR.KR

HAPPYWORK71@HANMAIL. NET

010-8880-9958

사운드페블 (SOUND PEBBLE)

(주)쓰리디커넥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텔리지2 A동 1109호

3DCONNECTION.CO.KR

INFO@3DCONNECTION.CO.KR

010-3139-4907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에이치디자인 앤마케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98-3번지 대성유니드2차 101동404호

HDESIGNMALL.COM

GIFT@HDESIGNMALL.COM

010-4805-2028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29길 108, 대성유니드2차 101-404호"

HDESIGNMALL.COM

1225MIAE@NAVER.COM

02-6405-1245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USB, 마우스 SET)
서울 속 시간여행
(서울 상징 디자인 컴퓨터마우스大1개)
서울 속 시간여행(서울 상징 디자인 USB)

서울 이니셜을 응용한 칠공예품(이니셜 USB) 에이치디자인앤마케팅
자개 휴대폰케이스

(주)나전칠기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1 영화빌딩 702호

NAJEONCHILGI.COM

NAJEON71@NAVER.COM

010-5243-5757

크리스탈 스피커

더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09-2 다솜빌딩 3층

DUFFY.CO.KR

LKS9623@NAVER.COM

010-8142-5559

㈜성협공예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75 (청량리동 520-2번지 산경빌딩 2층)

METROSH.CO.KR

KJI3285@CHOL.COM

02-2265-0782

우리토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트리플렉스 312-215

WOORITOUBANG.COM

SH8240@NAVER.COM

031-495-0630

한양도성 디지털시계
(서울의 낮, 서울의 밤, 한양도성)
휴대폰 보조 배터리

제6회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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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상품명

업체명

[MINISEOUL] 에코백+파우 치 SET 영오스튜디오 (05STUDIO)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4길 32 901-1803

05STUDIO.COM

CONTACT@05STUDIO.COM

010-3865-2088

KOREAN CLOTHES EAR- RINGS

A.PAIR

경기 파주시 한빛로 70, 512-701

A PAIR.KR

JIYEON@A PAIR.KR

010-8961-2406

N 서울타워 뱃지

(주)더무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26-13 서원샤인빌딩 4층 402호

THEMUAH.KR

IMASYS@NAVER.COM

011-240-0514

MIKMBUTTON@GMAIL.COM

02-704-0214

BABAGOGO@HANMAIL.NET

010-9495-5252
010-6336-5970

N타워_버튼커버
미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43-2, MIK
				
SEOUL 카드홀더
한국폼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4 스페이스맘 빌딩 2층
				

M-MIK.COM
WORKS.CO.KR
MYSTICKER.COM
INNOWORKS.CO.KR

경희궁의 부활 - 서궐도시리즈

그랑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55번지 현대뜨레비앙233호

GRAANG.COM

CYY26@NAVER.COM

광화문/서울시청/DDP_버튼커버

미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43-2, MIK

M-MIK.COM

MIKMBUTTON@GMAIL.COM

02-704-0214

궁궐 품은 해치 확대경

아스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29-17 세화빌딩 201호

BONNYL.COM

ASUKAKOREA@HOTMAIL.COM

010-2900-6635

TANDJ0204@NAVER.COM

010-5274-1007

YJS8922@NAVER.COM

070-8742-6366

기와집형 청자 도자목걸이 장신구

태세라믹

나도 장인이다(서울 자개 체험 스트랩 킷트)

아티모

나의 사랑 서울

코코

부채겸 한국의 신랑 신부 가면

콘트블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서관 B210-1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7 진양빌딩 579호

ARTIMO.CO.KR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상아 빌딩 3층 COCO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종 79-31

CONTE-BLUE.COM

EUN9LEE89@GMAIL.COM

031-216-0860

ADMIN@CONTE-BLUE.COM

010-3411-0385

북촌지도 일러스트 손수건

룸투로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35-2311 층 ROOM TO ROAM

ROOMTOROAM.KR

INFO@ROOMTOROAM.KR

010-9508-8118

북촌지도 일러스트 티셔츠

룸투로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35-2311 층 ROOM TO ROAM

ROOMTOROAM.KR

INFO@ROOMTOROAM.KR

010-9508-8118

서울 관광명소 8경_머니클립
레더라인, 세상누비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BLOG.NAVER.COM/ LEATHERLINE,

LEATHERLINE@NAVER.COM

010-8077-1275

BLOG. NAVER.COM/SEASANGNUBI

SEASANGNUBI@NAVER.COM

010-5616-7374

서울 관광명소 8경_장지갑
레더라인, 세상누비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BLOG.NAVER.COM/ LEATHERLINE,

LEATHERLINE@NAVER.COM

010-8077-1275

BLOG. NAVER.COM/SEASANGNUBI

SEASANGNUBI@NAVER.COM

010-5616-7376

서울 관광명소&상징물_카드목걸이
레더라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1(면목동)
				

BLOG.NAVER.COM/ LEATHERLINE,

LEATHERLINE@NAVER.COM

010-8077-1275

BLOG. NAVER.COM/SEASANGNUBI

SEASANGNUBI@NAVER.COM

010-5616-7375
010-4026-9590

서울 여행지도 손수건

카인드펄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3, 201호

KINDPERSON.CO.KR

CEO@KINDPERSON.CO.KR

서울 패션 와펜

바우디자인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8-18(서교동)

VOWDESIGN.COM/NEW/INDEX.HTML

6588KJY@NAVER.COM

02-541-6074

서울시 지하철 노선 에코백

솜씨 아트콜래보

SOMSSI2030@GMAIL.COM

010-6370-4859
010-9427-8885

서울시종로구 삼청로 121 (삼청동)		

서울의 약속 : 매듭 이어캡

너나들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B블럭 3-5호 너나들이

너나들이.KR

JHMJAY@NAVER.COM

코리아 패턴 플레이 DDP 비녀

러뷰카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0 메가몰 2044호

LOVEUKATA.CO.KR

LOVEUKATA@NAVER.COM

010-3738-1250

태극으로 표현되는 서울

소통

SOTONG2938@NAVER.COM

010-5437-2938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9-6 1층		

한강 주얼리

효갤러리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여성창업프라자 305호

ARTANN.KR

FRARA9S@NAVER.COM

010-2871-0019

한양도성 상징 액세서리

스페셜핸즈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23-1번지 삼성빌딩 701호

SPECIALHANDS.CO.KR

SPECIALHANDS@NAVER.COM

010-5492-1315

한옥 나들이

경선도예공방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1, 송도더샵퍼스드월드 E동 상가 8호

CAFE.NAVER.COM/ KYUNGSUNDOJA

JOOY0515@GMAIL.COM

010-8993-0515

한옥 주얼리

디아뎀 주얼리

전북 익산시 영등동 215-45

RYUKIAPPEAR.BLOG.ME/

RYUKI2002@HANMAIL.NET

010-3955-1278

한옥과 한복의 미

프로젝트블링블링

FOLIEGEM@NAVER.COM

010-3426-154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4동 606호		

한옥마을 브로치 시리즈

김민지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 ART

BLOG.NAVER.COM/ SIDADALDA

SIDADALDA@NAVER.COM

010-7530-4632

해치 1

복희칠보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10길 8

복희칠보.COM

DORAZL@NAVER.COM

010?6243?3999
010?6243?3999

해치 3

복희칠보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10길 8

복복복복.COM

DORAZL@NAVER.COM

해치 돋보기

아스카

서울시서대문구 홍은동 440-1 반석블레스 상가 2층

BONNYL.COM

ASUKAKOREA@HOTMAIL.COM

02-6382-6635

해치 에코백

㈜제타랩

INFO@ZETALAB.CO.KR

010-3828-3537

해치 핀

미크

해치 한지 손수건

제이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TOOL) 5층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43-2, MIK

M-MIK.COM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백제대로 160 1006		

MIKMBUTTON@GMAIL.COM

02-704-0214

JOONGJA9@NAVER.COM

010-2012-6404

호신용 도자기 "피리새 지노"(색남대문목걸이)

㈜달항아리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구산동)

DALHANGARI.CO.KR

HWAMONGKR@HANMAIL.NET

010-8229-2592

호신용 도자기 "피리새 지노"(색남산)

㈜달항아리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1 (구산동)

DALHANGARI.CO.KR

HWAMONGKR@HANMAIL.NET

010-8229-2593

기타
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MAKE YOUR SKYLINE -CHESS

891 스튜디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4-296 옥탑

891STUDIO.TUMBLR.COM

NONO89NO@NATE.COM

010-5033-759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3길 23, 401호

TOBESTORY.COM

TOBE@TOBESTORY.COM

070-4200-1128

XBIRDX@NAVER.COM

010-8522-0270

경복궁 교태전 단청 색칠공부

투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통차 세트

고요컴퍼니

글자를 만들어보자! 한글/알파벳쿠키

이관영, 최현주

기능성 아트토이 카쿤과 N서울타워 북마크 세트

카쿤

단청이 아름다운 전통과자

박현주

먹고 보고 놀고 (서울시 3종 골목길 지도 부채)

디자인말랑

서울시 마포구 망원 1동 455-82 401호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104-2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36 402호 (논현동, 설봉빌딩)

KAKOON.CO.KR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58번지 정빌딩 311호

DESIGNMALANG.COM

HJCHOI69@HANMAIL.NET

010-3585-5735

MARS203@NAVER.COM

010-7913-3924

214MAGNUS@GMAIL.COM

032-425-4990

ONE@DESIGNMALANG.COM

070-7630-0828

모시조각한강/도성세트
더테이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한서빌딩 13F)
THE-TABLE.COM
CONTACT@THE-TABLE.COM
						
서울관광윷놀이
바우디자인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48-18(서교동 451-48)
VOWDESIGN.COM
					

BEW6232@NAVER.COM
9876WLS@NAVER.COM

010-4886-5406
010-2315-4694
02-541-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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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서울달고나

해피시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수정한양아파트 207동 505호

HAPPYCITY-DESIGN.COM

HAPPYCITY_KO@NAVER.COM

031-402-3274

서울팥콜릿

레드로즈빈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8길 17, 901-303호

FACEBOOK.COM/REDROSEBEAN

REDROSEBEAN@NAVER.COM

070-4671-9903

스윗서울_다크

스윗해피니스

서울 광진구 자양2동현대3차 아파트 301동 604호

SWEETH.NET

PETER@SWEETH.CO.KR

010-5239-1122

주소

홈페이지

아이디어
상품명

업체명

이메일

연락처

TOP.N

강상진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391-406 현대빌라C동302호		

KSJ57489@NAVER.COM

010-9060-4148

서울 담은 달력

권나영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리치빌 1동 501호		

ZZOMY000@NAVER.COM

010-2810-2939

서울 클립

곽예진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72-15		

YEJIN_GH@NAVER.COM

010-9857-5040

서울, 담다

하유정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우성아파트 101동 107호		

APPLE5424@HANMAIL.NET

010-5356-4838

서울메모-리

김민정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724동 102호		

YHDMLYH@NAVER.COM

010-4481-2040

서울색, 서울바람

프로젝트 온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1가길 36 (미성아파트 1동 1001호)		

HS326@HANMAIL.NET

010-8915-3885

SOOJINPARK810@GMAIL.COM

010-7158-2510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0다길15 403호		

YEOJIN1278@NAVER.COM

010-5386-0127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1-18 허브하우스 802호 		

DANBI-425@HANMAIL.NET

010-9354-6172

서울의 건축물 Architecture in Seoul
<나무, 풀잎, 광화문>

스파크 스튜디오

서울의 문양

윤여진

실루엣 반지 세트(기본형/선형)

성신여자대학교 누보

촉촉해치 해치마스크팩

이지수

플레이서울

스테디스튜디오

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119동 602호

PARKSOOJIN.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4로 79 310동 1202호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4동 1201호		

YURANT@NAVER.COM

010-6862-9962

STEADYSTUDIO@NAVER.COM

010-9534-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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