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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부문

First Award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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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교통카드
Mapae Transportation Pass

조선시대 말을 빌리는 수단이었던 마패를 교통카드로 재해석한 기념품입니다. 당시 한양의 상서원에서 발

급했던 마패가 오늘날 서울의 교통카드로 계승되었습니다. 마패 교통카드가  과거 한양의 마패와 현재 서울

의 우수한 대중교통을 널리 알리고,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인 서울 지하철을 상징

하는 기념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 is a souvenir that reinterprets Mapae, a means of renting hor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apae issued at Sangseowon in Hanyang at the time was inherited as a transportation 

pass in Seoul today. We hope that the mapae transportation pass will play a part in promoting 

Hanyang’s mapae of the past and excellent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of the present, and will 

be a souvenir symbolizing the Seoul metro, an essential tourist course for foreign visiting Seoul.

T. +82-10-4534-4102

M. jung001216@gmail.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 규격 / SIZE

플라스틱, 면, 금속, 인조견사, RFID칩 / Plastic, Cotton, Metal, Rayon, RFID Tag

(W)75 x (D)94 x (H)10 mm

\ 19,900

대상 First Award 일반 제품 부문

김중현

전예진

정영준

KIM Jung-hyun

JEON Ye-jin

JUNG Youn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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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부문

Grand Award

최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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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길 소스 키트
SEOUL STREET SAUCE KIT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도시인 서울은, 각 장소별 특색과 매력이 다양합니다. 서울골목길의 멋과 맛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소스 키트는 서울을 새로운 즐거움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Seoul, the most dynamic city in the world, has diverse characteristics and thrills at places to 

explore. Inspired by the experience and taste of Seoul Street, the Sauce Kit leads your “memory” 

Seoul of a great pleasure.

루에랑
T.

Lou et Lang
+82-2-6300-8087

M. hi@louetlang.com

최우수상 Grand Award  일반 제품 부문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패키지: 패브릭 / 용기: 페트 / 재료: 고춧가루 외  
Package : Fabric / Bottle: PET / Material: Chilli pepper etc.

\ 21,000

● 규격 / SIZE (W)185 x (D) 55 x (H) 1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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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부문

Excellence Award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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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향
EUNHYANG

‘한국의 수도, 서울시’ 가 관광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디

자인 한 석고방향제. 전통 향 노리개인 ‘향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은행잎 모양의 석고 방향제로 재해

석 했다. 사람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요소가 ’향기’ 이니 만큼, 은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울에서의 추

억을 간직하기를 기대한다.

A plaster air freshener designed with the motif of a ginkgo tree, a symbol of Seoul, so that 

“Seoul, the capital of Korea,” can remain in the memory of tourists for a long time. The idea was 

obtained from Hyang-gap, a Korean traditional fragrance ornament , and reinterpreted it as a 

ginkgo leaf-shaped plaster air freshener. As the longest-lasting element in a person’s memory 

is “scent,” we hope you will keep your memories in Seoul anytime, anywhere through Eunhyang.

● 규격 / SIZE (W)60 x (D)225 x (H)29 mm

우수상 Excellence Award 일반 제품 부문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석고, 방향오일, 실, 종이, 공병(유리, 고무, 플라스틱) 
Plaster, Fragrance oil, thread, paper, glass, rubber, PLA

\ 15,000

린플
T.

Rinple
+82-10-9740-9672원예린 / 김플잎

M.

WON Ye-rin / KIM Peul-yip

yerin97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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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의 ‘빛’ 과 ‘감성’
‘Light’ & ‘Emotional’ at Gyeongbokgung in Seoul

경복궁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조선 왕을 상징하는 근정전에 한국 전통 건축미와 역사적 의미를 

감성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BTS 방탄소년단”의 지미팰런쇼 근정전 공연에 영감을 받아 전통 한

지와 LED를 사용해 서울의 감성, 야경을 “빛”과 조화롭게 표현한 감성 KIT & 조명 입니다. 

Gyeongbokgung symbolizes and represents Seoul.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beauty 

and historical meaning were reinterpreted emotionally in Geunjeongjeon, which symbolizes the 

king of Joseon. Especially, inspired by the Jimmy Fallon Show Geunjeongjeon performance of 

“BTS”, it is an emotional lighting that uses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LEDs to express Seoul’s 

sensibility and night view in harmony with “light”.

● 규격 / SIZE (W)300 x (D)290 x (H)150 mm

우수상 Excellence Award 일반 제품 부문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한지, 특수페이퍼, LED 조명 / Hanji(Korean paper) Special Paper, LED Light

\ 39,000

이준기
T.

LEE Jun-ki
+82-10-5637-3571

M. jaehyeon2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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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꽃, 자수팔찌
Korean Flower, Embroidered Bracelet

가까운 조선 시대부터 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부터 민가까지 널리 사랑받았던 부귀

영화를 뜻하는 모란, 임금이 장원에 급제한 재원에게 내리던 어사화, 예로부터 민족의식을 대변하던 무궁화

까지.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꽃들을 담은 자수 팔찌를 소개합니다. 

Flowers have had many meanings since the near Joseon Dynasty. Let me introduce an embroi-

dered bracelet containing flower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우수상 Excellence Award 일반 제품 부문

● 규격 / SIZE (W)40 x (D)250 x (H)3 m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면 / cotton

\ 39,000 (set) / \ 13,000(개별가)

달비
T.

Dalbee
+82-10-3753-0017

M. dalbe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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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제품 부문

Premium Product Award

프 리 미 엄 제 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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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움 프리미엄 윤희철 캘린더
ARDIUM PRIMIUM YOON HEE CHEOL CALENDAR

서울 풍경을 테마로 펜화를 그리는 윤희철 작가의 작품으로 아르디움에서 디자인한 프리미엄 투명 액자형 

캘린더입니다. 이 캘린더는 나무결이 아름다운 참나무 액자를 자석으로 분리가능하도록 디자인한 새로운 

개념의 캘린더입니다. 이 액자형 캘린더는 앞면과 뒷면을 자석으로 고정을 하고 그 사이에 아크릴을 넣는 구

조이기 때문에 열어서 편하게 월력을 교체할 수 있는 혁기적인 구조입니다. 캘린더 옆면에 투명한 테두리가 

있는 액자이기 때문에 심플하며, 세련된 액자로 연출 가능하여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캘린더

로 사용후 액자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It is a Premium Clear Frame Calendar designed by ARDIUM by YOON HEE CHEOL who draws pen 

paintings based on the theme of Seoul scenery. It is a calendar of a new concept featuring a 

fine-grained oak frame whose top and bottom parts are magnetically coupled or decoupled with 

ease. this new frame calendar features top and bottom frames held together with magnets and 

acrylic placed between them, so you can easily separate them and replace the pages. The clear 

edge on the side makes the calendar look clean enough to be an interior design item. It is also an 

eco-friendly product that can be reused as a frame.

㈜ 아르디움
T.

ARDIUM
+82-31-955-1544 

M. ardium1541@gmail.com

프리미엄제품상 프리미엄 제품 부문

● 규격 / SIZE (W)624 x (D)469 x (H)31 m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종이, 참나무, 아크릴 / paper, ork, acrylic

\ 120,000

Premium Produc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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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전 트레이
Seoul Nacre Tray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상징적인 모습을 모티브로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트레이

입니다. 남산타워, 남대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와 까치, 해치와 같은 서울의 상징물,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모란꽃을 함께 담았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올려 놓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치대에 전시하여 

생활 속에서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It is a tray made by modern reinterpretation of lacquerware made with the motif of Seoul,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It contains landmarks of Seoul such as Namsan Tower and Nam-

daemun, symbols of Seoul such as magpies and hatch, and peony flowers meaning abundance 

and prosperity. It can be used as a household item to put food or things on, and it can be dis-

played on a stand and appreciated like a picture in daily life.

루트57
T.

Root57
+82-10-2748-1550

M. root57studio@gmail.com

프리미엄제품상 프리미엄 제품 부문

● 규격 / SIZE (W)300 x (D)300 x (H)28 mm, (W)125 x (D)125 x (H)22 m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스테인리스, 나전, 크리스탈 레진, 한지 / stainless, nacre, crystal resin, Korean paper

\ 300,000  (\ 210,000 / Black, \ 90,000 / White)

Premium Produc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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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몬, 서울
gnomon, Seoul

노몬, 서울은 퍼페츄얼 플립 캘린더를 서울의 대표 이미지와 함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퍼페츄얼 플립 캘린더는 종이 달력과 달리 아날로그 방식으로 숫자 카드가 순환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카드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디자인하였고 메인 바디는 서울을 대표하

는 색상으로 염색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매일 다른 서울의 상징물들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

습니다.

gnomon, Seoul i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perpetual flip calendar with a representative 

image of Seoul. Unlike paper calendars, the perpetual flip calendar can be used permanently 

because the number cards are rotated in an analog way. The number cards are designed with 

symbols that can represent Seoul, and the main body is dyed with colors representing Seoul. 

Users can start a pleasant day with different symbols of Seoul every day.

(주)어보브
T.

Above
+82-10-5011-1546

M. contact@above.studio

프리미엄제품상 프리미엄 제품 부문

● 규격 / SIZE (W)110 x (D)149 x (H)50 m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황동, 아크릴, 알루미늄 / Brass, arcrylic, aluminum

\ 150,000

Premium Produc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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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부문

Good Idea Award

아 이 디 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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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韓컵 안녕,서울택시
SEOUL SOUL CUP Hi, Seoul Taxi

<서울 韓컵>은 하나의 컵 속에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재조명하고자 새로운 구성으로 디자인 한 상품입니다. 컵 전

면에 이야기가 흐르듯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 속에 서울이라는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숨겨져 있어 한글의 형태적 조형

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글자에는 자개로 장식하여 더욱 한국적이면서 서울을 직관적으로 알리고자 표

현방식을 나전칠기에서 응용하였습니다.

<Seoul Soul Cup> is a reconstruction of Seoul’s scenic highlights in a cup. Soul of Seoul, a seamless blend 

of history and modernity with its vibrance, was represented in the design. Consonants and vowels of 

the letter ‘서울  Seoul’ are hidden in the landscape that unfolds like a story on the case cover, so you can 

discover the morphological beauty of Hangeul. ‘Seoul’ is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with an applied 

Najeon lacquerware technique to introduce Seoul in a more intuitively Korean and a traditional form.

뉴욕의 옐로캡 택시, 런던의 블랙캡 택시, 그리고 오렌지 빛깔의 서울 택시! 세계 도시마다 독특한 색을 가진 택시는, 

도심 곳곳을 활보하며 그 도시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2010년부터 서울대표색인 ‘꽃담황토색(경복궁 자경전 

담벼락색)’을 품은 서울 택시는 도심의 색을 입히고, 어느덧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나라에선 도시택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엔 아직 택시를 활용한 기념품이 없기에, 그 점이 아쉬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누비는 택시를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Like the yellow taxis in NYC, the black cabs in London and the orange taxi in Seoul, each city in the world 

has its own uniquely coloured taxis. Taxis roam all over the city, creating a unique atmosphere. Since 

2010, Seoul taxis with the Primal ‘kkotdam hwangto (outer perimeter wall of Gyeongbokgung Jagyeong-

jeon)’ colors have become a symbol of Seoul. The glossy metal finish gives it a solid and vivid color that 

expresses what it means to travel through downtown Seoul.

아이디어상 Good Idea Award

T. +82-10-2971-8978

장이 Jang-i M. Jang_i57@naver.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스테인리스, 천연 자개. 레진 /  
Stainless, nacre, resin

\ 84,000 (개별가 : 42,000원)

● 규격 / SIZE

(W)110 x (D)75 x (H)155 mm / 
360ml

● 가격 / PRICE

\ 15,000

● 규격 / SIZE

(W)110 x (D)115 x (H)10 mm

● 소재 / MATERIAL

금속, 자석, 종이 /  
metal, magnet, paper

T. +82-10-2662-6421

스토리마켓 STORY MARKET M. heeeu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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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무궁화 마그네틱 브로치 은행잎 책갈피 세트
Hanbok Mugunghwa Magnetic & Brooch Ginkgo Leaf Bookmark Set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한복 소품에 그려 넣어 한복과 함께  국화인 무궁화를 자연스

럽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게 제작 하였습니다. 냉장고 메모자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뒷면의 자

석을 이용하여 옷이나 자켓의 브로치 및 볼 마커(Ball marker)로 사용 가능합니다.

Mugunghwa, “Red light, Green light” It is a Korean souvenir made by designing Korean Mugunghwa on 

Hanbok props. It can be used as an interior accessory as a memo magnet for the refrigerator, or as a 

brooch for clothes or jackets using the magnet on the back.

서울의 상징인 은행나무의 은행잎을 모티브로 책갈피로 제작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컬러가 짙게 변

해가는 황동 특유의 갈변(aging)현상에 착안하여 사용환경에 따라 서서히 짙어져 가는 가을 낙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엔틱한 감성이 반영되었다. 서로 사이즈가 다른 3종의 은행잎 책갈피가 한세트로 구성되어 사용성을 높였다.

The bookmark was made with the motif of the ginkgo leaf of the ginkgo tree, a symbol of Seoul. The 

antique sensibility that can feel the mood of autumn leaves that are gradually darkening according to the 

usage environment is reflected by focusing on the unique aging phenomenon of brass, which naturally 

changes color with the passage of time. Three kinds of ginkgo leaf bookmarks of different sizes are con-

figured in one set to enhance usability.

아이디어상 Good Idea Award

T. +82-10-8008-5811

킴스미 Kim’s mi   M. kimmi7830@gmail.com 빌리브스튜디오 VILIVSTUDIO M. viliv@vilivstudio.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금속(신주), 스와로브스키 스톤,  
태슬, 자석 
Brass, Swarovski stone, Magnet, 
Tassel

\ 40,000 (1 Set), 75,000 (2 Set)

● 규격 / SIZE

(W)210mm x (D)82mm x (H)16mm

● 가격 / PRICE

\ 30,000 / 1 Set (3EA)

● 규격 / SIZE

(W)36 x (D)46 x (H)1 mm / 
(W)32 x (D)40 x (H)1mm /  
(W)32 x (D)82 x (H)1 mm

● 소재 / MATERIAL

황동 / Brass 

T. +82-10-9087-2690 / +82-10-8779-0602김종수 / 김태연 KIM Jong-soo / KIM Tae-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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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들이 나무 퍼즐 한국 서울 지하철 관광 안내지도
Seoul Tour Wood Puzzle Seoul Subway Tour Guide

퍼즐은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 퍼즐은 한국의 조각보 양식을 배경으로 서울의 각 자치 구역 별로 나누

어 제작된 퍼즐입니다. 그려진 이미지는 조선시대(1392-1911)의 그림인 “일월 오봉도”를 기반으로 한국의 수도 서

울의 현대 대중 교통과 랜드마크를 첨부하여 전통과 현대의 상징물이 공존하는 이미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리적인 

면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퍼즐 놀이를 통해 즐기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대하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The puzzle is one entertainment that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 can enjoy. With a background in-

spired by traditional Korean quilt patterns and designed in the shape of Seoul city and separated into 

shapes of each social district. The illustrated image is based on the “Sun, Moon and Five Peaks“ painting 

a famous Korean painting from Joseon dynasty (1392-1911), however, the reimagined version contains 

highlights of transportation and landmarks of Seoul creating a synergy of traditional and modernisation 

that is representative of Korea’s capital city. I hope people learn Seoul easily by enjoying this puzzle with 

geographical and symbolic image.

서울의 섬세하고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크기의 지하철 역시 서울의 대표 자랑거리 중 하나임과 동시에 많

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림 카드의 디자인은 카드마다 각기 다른 두 가지 색을 골라 컨셉을 잡

고 조합하여 강렬하고 심플한 컬러 배치와 각 장소의 특징만을 살려 그림카드에 담아냈습니다. 디자인의 케이스는 지

하철의 입구를, 내용물을 담은 패키지는 지하철의 개찰구를 표현하였으며, 서울에서 놀러 가기 좋은, 한국의 깊은 역

사가 담긴 장소로 알려진 대표 지역들을 그림카드로 담아냈으며 깔끔하게 제작된 지하철 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eoul’s delicate and deep-rooted subway system is one of Seoul’s representative pride and is loved by 

many people. The design of the picture card is made by selecting two different colors for each card and 

combining them to capture the intense and simple color arrang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lace. The design case represents the entrance of the subway, the package containing the contents ex-

presses the ticket gate of the subway, and the representative areas known as places with deep history 

of Korea are also included in the neatly made subway map.

아이디어상 Good Idea Award

T. +82-10-7479-8524

양수연 YANG Soo-yeun M. key704@naver.com 박진주 PARK Jin-ju M. penguins9282@gmail.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목재와 MDF에 UV 프린팅 
Wood and MDF with UV printing

\ 30,000

● 규격 / SIZE

(W) 210 x (D) 190 x (H) 5 mm

● 가격 / PRICE

\ 12,000

● 규격 / SIZE

(W)161 x (D)0.5 x (H)16 mm

● 소재 / MATERIAL

스노우지 / Matte Coated Paper 

T. +82-10-93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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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번, 한강 키트 내 손으로 들어온 광화문 단청 – 광화문 단청 드링크 백
Travel with HANGANG KIT Gwanghwamun Dancheong that came into my hands -

Gwanghwamun Dancheong Drink bag

‘하루, 한번, 한강 키트’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서울의 중심이 되는 ‘한강’을 테마로 한 여행 키트입니다. 관광

객이 한강을 따라 서울의 알짜배기 관광 코스를 여행하면서 빛나는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일회용 카메라와 여행 

사진첩, 기념 스티커를 파우치에 담아 간편한 키트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하루, 한번, 한강’ 사진첩 속 서울에 ‘나’를 

기록하여 나만의 서울 여행을 완성해보세요.

‘Travel with HANGANG KIT’ is a travel kit based on the theme of ‘Hangang River’, which is the heart of 

Seoul geographically, historically and cuturally. It consists of a disposable camera, a travel photo album, 

and a souvenir sticker in a pouch to let tourists record their shining moments as they travel along the 

Han River. Complete your own tour in Seoul putting yourself in the album of ‘Travel with HANGANG KIT’.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의 단청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드링크백입니다. 단청의 대표색인 녹색의 디자인으로 단청

무늬를 입혀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척 가능한 컵홀더로 종이 컵홀더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관광기념품

이며,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It is a drink bag designed with the motif of Dancheong Gwanghwamun, a landmark of Seoul. With the

design of green, the representative color of Dancheong, a Dancheong pattern was applied to complete

a unique design. It is an eco-friendly tourist souvenir that reduces waste of paper cup holders, and it is

practical because it can be carried like a bag.

아이디어상 Good Idea Award

T. +82-10-9426-4472

김예은

김찬현

이현정

KIM Ye-eun

KIM Chan-hyun

LEE Hyun-jung

M. yeeunkim70@gmail.com 봄오소 BOMOHSO M. bom_oh_so@naver.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비닐(파우치), 플라스틱(카메라), 
종이(리플렛,스티커) 
PVC(pouch), plastic(camera), 
paper(leaflet, sticker)

\ 33,000

● 규격 / SIZE

(W)145 x (D)45 x (H)165 mm

● 가격 / PRICE

\ 13,000원

● 규격 / SIZE

(W)120 x (D)90 x (H)20 mm
(패키지 : 110 x 25 x 180 mm)

● 소재 / MATERIAL

천, 종이 / Fabric, Paper 

T. +82-10-8862-1187박보화 PARK Bo-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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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들어온 광화문 단청 - 광화문 단청 빨대 (녹) 고려 청자 수선기 스티커북
Goryeo Celadon Repair Sticker BookGwanghwamun Dancheong that came into my hands -

Gwanghwamun Dancheong Straw (Green)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의 단청을 장식한 빨대입니다. 단청의 대표색인 적색과 녹색의 디자인으로 빨대에 광화문 

단청의 머리초단청 장식을 달아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척 가능한 빨대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플라

스틱 일회용 빨대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관광기념품입니다.

It’s a straw decorated with dancheong of Gwanghwamun, a landmark in Seoul. With the red and green 

design,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lors of dancheong, the unique design was completed by at-

taching the dancheong headdancheong decoration of Gwanghwamun dancheong to the straw. It is an 

eco-friendly tourist souvenir that reduces waste of plastic disposable straws because it can be used 

permanently with washable straws.

고려 청자 고유의 아름다움과 함께 미완성된 고려 청자를 스티커로 복원하며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스티커

북입니다. 조각조각 비워진 청자 일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넣어 작품을 완성합니다. 반대 페이지에 적혀진 작품 내에 

담긴 이야기와 그 뜻을 함께 알아가며 손수 ‘고려청자 수선기’를 만들어 갑니다. 상감 청자는 여러 번의 고된 작업을 거

쳐 만들어진 우리나라 도자기로써, 현대까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들이 쌓아온 

시간을 페이지마다의 스티커 수선 작업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It is a sticker book that real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assets by restoring incomplete Goryeo celadon 

with stickers along with the unique beauty of Goryeo celadon. You can complete the work by pasting 

the sticker into the empty celadon illustration. You make a ‘Koryeo celadon repair machine’ by yourself, 

knowing the story and the meaning of the work written on the opposite page. You can feel the time these 

ceramics have accumulated through sticker repair on each page.

아이디어상 Good Idea Award

도트비 DOT.B M. seulg_@naver.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실리콘, 아크릴, 종이 
Silicon, Acrylic, Paper

\ 12,000원

● 규격 / SIZE

(W)22 x (D)220 x (H)20 mm
(패키지 : 35 x 35 x 245 mm)

● 가격 / PRICE

\ 10,000

● 규격 / SIZE

(W)148 x (D)7 x (H)210 mm

● 소재 / MATERIAL

지류 / Paper 

봄오소 BOMOHSO M. bom_oh_so@naver.com

T. +82-10-8862-1187박보화 PARK Bo-hwa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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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부문

Citizens’ Choice Award

시 민 인 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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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교통카드 서울 보자기 가방
Mapae Transportation Pass Seoul Bojagi Bag

조선시대 말을 빌리는 수단이었던 마패를 교통카드로 재해석한 기념품입니다. 당시 한양의 상서원에서 발급했던 마

패가 오늘날 서울의 교통카드로 계승되었습니다. 마패 교통카드가  과거 한양의 마패와 현재 서울의 우수한 대중교

통을 널리 알리고,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인 서울지하철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될 수 있기

를 희망합니다.

It is a souvenir that reinterprets Mapae, a means of renting hor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a-

pae issued at Sangseowon in Hanyang at the time was inherited as a transportation pass in Seoul today. 

We hope that the mapae transportation pass will play a part in promoting Hanyang’s mapae of the past 

and excellent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of the present, and will be a souvenir symbolizing the Seoul 

metro, an essential tourist course for foreign visiting Seoul.

서울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서울 대표색 10가지를 사용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보자기 가방입니다. 광

화문, 남산서울타워, 롯데타워 등의 다양한 서울의 랜드마크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 활용 

가능합니다.

This is an illustration bojagi bag that expresses the elements that symbolize Seoul geometrically with 

10 representative colors of Seoul. It shows various landmark shapes of Seoul such as Gwanghwamun,  

N Seoul Tower, and Lotte Tower. You can use it by tying the handle like knotted bag.

시민인기상 Citizens’ Choice Award

T. +82-10-2294-8623

송윤재 SONG Yun-jae M. thddbswo11@naver.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플라스틱, 면, 금속, 인조견사,  
RFID칩 
Plastic, Cotton, Metal, Rayon,  
RFID Tag

\ 19,900

● 규격 / SIZE

(W)75 x (D)94 x (H)10 mm

● 가격 / PRICE

\ 15,000

● 규격 / SIZE

(W)300 x (D)100 x (H)300 mm

● 소재 / MATERIAL

면 /Cotton 

T. +82-10-4534-4102

M. jung001216@gmail.com

김중현

전예진

정영준

KIM Jung-hyun

JEON Ye-jin

JUNG Young-jun



44 45제9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THE 9th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WINNER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의 단청을 장식한 빨대입니다. 단청의 대표색인 적색과 녹색의 디자인으로 빨대에 광화문 

단청의 머리초단청 장식을 달아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척 가능한 빨대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플라

스틱 일회용 빨대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관광기념품입니다.

t’s a straw decorated with dancheong of Gwanghwamun, a landmark in Seoul. With the red and green 

design,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lors of dancheong, the unique design was completed by at-

taching the dancheong headdancheong decoration of Gwanghwamun dancheong to the straw. It is an 

eco-friendly tourist souvenir that reduces waste of plastic disposable straws because it can be used 

permanently with washable straws.

시민인기상 Citizens’ Choice Award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실리콘, 아크릴, 종이 
Silicon, Acrylic, Paper

\ 12,000원

● 규격 / SIZE

(W)22 x (D)220 x (H)20 mm  
(패키지 : 35 x 35 x 245 mm)

내 손으로 들어온 광화문 단청 - 광화문 단청 빨대 (적)
Gwanghwamun Dancheong that came into my hands -
Gwanghwamun Dancheong Straw (Red)

내 손으로 들어온 광화문 단청 - 광화문 단청 빨대 (녹)
Gwanghwamun Dancheong that came into my hands -
Gwanghwamun Dancheong Straw (Green)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의 단청을 장식한 빨대입니다. 단청의 대표색인 적색과 녹색의 디자인으로 빨대에 광화문 

단청의 머리초단청 장식을 달아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척 가능한 빨대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플라

스틱 일회용 빨대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관광기념품입니다.

It’s a straw decorated with dancheong of Gwanghwamun, a landmark in Seoul. With the red and green 

design,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lors of dancheong, the unique design was completed by at-

taching the dancheong headdancheong decoration of Gwanghwamun dancheong to the straw. It is an 

eco-friendly tourist souvenir that reduces waste of plastic disposable straws because it can be used 

permanently with washable straws.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실리콘, 아크릴, 종이 
Silicon, Acrylic, Paper

\ 12,000원

● 규격 / SIZE

(W)22 x (D)220 x (H)20 mm
(패키지 : 35 x 35 x 245 mm)

봄오소 BOMOHSO M. bom_oh_so@naver.com 봄오소 BOMOHSO M. bom_oh_so@naver.com

T. +82-10-8862-1187박보화 PARK Bo-hwa T. +82-10-8862-1187박보화 PARK Bo-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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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들어온 광화문 단청 – 광화문 단청 드링크 백
Gwanghwamun Dancheong that came into my hands -
Gwanghwamun Dancheong Drink bag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의 단청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드링크백입니다. 단청의 대표색인 녹색의 디자인으로 단청

무늬를 입혀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척 가능한 컵홀더로 종이 컵홀더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관광기념품

이며,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It is a drink bag designed with the motif of Dancheong Gwanghwamun, a landmark of Seoul. With the

design of green, the representative color of Dancheong, a Dancheong pattern was applied to complete

a unique design. It is an eco-friendly tourist souvenir that reduces waste of paper cup holders, and it is

practical because it can be carried like a bag.

● 가격 / PRICE

\ 13,000원

● 규격 / SIZE

(W)120 x (D)90 x (H)20 mm
(패키지 : 110 x 25 x 180 mm)

● 소재 / MATERIAL

천, 종이 / Fabric, Paper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한복 소품에 그려 넣어 한복과 함께  국화인 무궁화를 자연스

럽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게 제작 하였습니다. 냉장고 메모자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뒷면의 자

석을 이용하여 옷이나 자켓의 브로치 및 볼 마커(Ball marker)로 사용 가능합니다.

Mugunghwa, “Red light, Green light” It is a Korean souvenir made by designing Korean Mugunghwa on 

Hanbok props. It can be used as an interior accessory as a memo magnet for the refrigerator, or as a 

brooch for clothes or jackets using the magnet on the back.

시민인기상 Citizens’ Choice Award

T. +82-10-8008-5811

킴스미 Kim’s mi   M. kimmi7830@gmail.com봄오소 BOMOHSO M. bom_oh_so@naver.com

T. +82-10-8862-1187박보화 PARK Bo-hwa

한복 무궁화 마그네틱 브로치
Hanbok Mugunghwa Magnetic & Brooch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금속(신주), 스와로브스키 스톤,  
태슬, 자석 
Brass, Swarovski stone, Magnet, 
Tassel

\ 40,000 (1 Set), 75,000 (2 Set)

● 규격 / SIZE

(W)210mm x (D)82mm x (H)16mm



48 49제9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THE 9th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WINNER

서울 나들이 나무 퍼즐 서울 경복궁의 ‘빛’ 과 ‘감성’
Seoul Tour Wood Puzzle ‘Light’ & ‘Emotional’ at Gyeongbokgung in Seoul

퍼즐은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 퍼즐은 한국의 조각보 양식을 배경으로 서울의 각 자치 구역 별로 나누

어 제작된 퍼즐입니다. 그려진 이미지는 조선시대(1392-1911)의 그림인 “일월 오봉도”를 기반으로 한국의 수도 서

울의 현대 대중 교통과 랜드마크를 첨부하여 전통과 현대의 상징물이 공존하는 이미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리적인 

면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퍼즐 놀이를 통해 즐기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대하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The puzzle is one entertainment that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 can enjoy. With a background in-

spired by traditional Korean quilt patterns and designed in the shape of Seoul city and separated into 

shapes of each social district. The illustrated image is based on the “Sun, Moon and Five Peaks“ painting 

a famous Korean painting from Joseon dynasty (1392-1911), however, the reimagined version contains 

highlights of transportation and landmarks of Seoul creating a synergy of traditional and modernisation 

that is representative of Korea’s capital city. I hope people learn Seoul easily by enjoying this puzzle with 

geographical and symbolic image.

경복궁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조선 왕을 상징하는 근정전에 한국 전통 건축미와 역사적 의미를 감성적으

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BTS 방탄소년단”의 지미팰런쇼 근정전 공연에 영감을 받아 전통 한지와 LED를 사용해 

서울의 감성, 야경을 “빛”과 조화롭게 표현한 감성 KIT & 조명 입니다. 

Gyeongbokgung symbolizes and represents Seoul.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beauty and his-

torical meaning were reinterpreted emotionally in Geunjeongjeon, which symbolizes the king of Joseon. 

Especially, inspired by the Jimmy Fallon Show Geunjeongjeon performance of “BTS”, it is an emotional 

lighting that uses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LEDs to express Seoul’s sensibility and night view in har-

mony with “light”.

T. +82-10-7479-8524

양수연 YANG Soo-yeun M. key704@naver.com

T. +82-10-5637-3571

이준기 LEE Jun-ki M. jaehyeon257@gmail.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목재와 MDF에 UV 프린팅 
Wood and MDF with UV printing

\ 30,000

● 규격 / SIZE

(W) 210 x (D) 190 x (H) 5 mm

● 가격 / PRICE

\ 39,000

● 규격 / SIZE

(W)300 x (D)290 x (H)150 mm

● 소재 / MATERIAL

한지, 특수페이퍼, LED 조명
Hanji(Korean paper) Special Paper, 
LED Light

시민인기상 Citizens’ Choic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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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꽃, 자수팔찌 서울 상징물을 이용한 체스 기념품 (서울 체스)
Korean Flower, Embroidered Bracelet SEOUL CHESS

가까운 조선 시대부터 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부터 민가까지 널리 사랑받았던 부귀영화를 뜻

하는 모란, 임금이 장원에 급제한 재원에게 내리던 어사화, 예로부터 민족의식을 대변하던 무궁화까지. 한국의 문화

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꽃들을 담은 자수 팔찌를 소개합니다. 

Flowers have had many meanings since the near Joseon Dynasty. Let me introduce an embroidered 

bracelet containing flower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현대적이면서 심플하게 리뉴얼하여 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비롯

하여 보신각종,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남산타워, 롯데타워를 말로 표현하였고, 실제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설

명을 추가 함으로써 보드게임의 기능 뿐 아니라 심미적 기능과 역사성을 겸비한 서울 기념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The representative symbol of Seoul was simply redesigned and made into chess. In addition to Sung-

nyemun Gate, National Treasure No. 1, Bosingak Bell, statues of Admiral Yi Sun-sin and King Sejong, 

Namsan Tower, and Lotte Tower are expressed. By adding maps and descriptions showing the actual lo-

cation, we tried to make Seoul souvenirs with not only board game functions but also aesthetic functions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 +82-10-5030-8439

라이트하우스 Light House M. jaejunekang84@gmail.com

● 소재 / MATERIAL

● 가격 / PRICE

면 / cotton

\ 39,000 (set) / \ 13,000(개별가)

● 규격 / SIZE

(W)40 x (D)250 x (H)3 mm

● 가격 / PRICE

\ 90,000

● 규격 / SIZE

(W)340 x (D)340 x (H)60 mm

● 소재 / MATERIAL

자작나무, 모형용 레진 
Wood, Resin

시민인기상 Citizens’ Choice Award

달비
T.

Dalbee
+82-10-3753-0017

M. dalbe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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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자  연 락 처 
Contact



54 55제9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THE 9th SEOUL TOURISM SOUVENIR CONTEST WINNER

수상자 연락처 일반제품 부문

시민인기상 부문

아이디어상 부문

수상자 연락처 프리미엄 제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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