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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신디자이너황지아씨가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어워

드에서 브랜드 부문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모멘

텀은 2017 레드닷 어워드에서 88브레

드 디자인으로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

모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8000여 작

품이 출품됐으며 24명의 전문가가 심사

를 진행했다 디자인모멘텀은 지난해에

는 네이처리퍼블릭배쓰앤네이처로

코스메틱패키지부문위너로뽑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디자

인센터가주관하는 레드닷디자인어워

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1955년독일베를린에서시작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큰

규모의디자인공모전이기도하다

서울 가로수 길에 위치한 88브레드

는 88겹의데니스브레드를전문으로하

는 베이커리로 황씨 팀은 아트와 베이

커의만남을주제로BI 제품패키지 사

인디자인등전반적인브렌드아이덴티

티를개발했다 황씨가크리에이티브디

렉터로참여했으며디자이너김보람황

예은장소영씨가협업했다

동아여고 이화여대 시각디자인학과

파슨스 스쿨오브 디자인을 졸업한 황씨

는 뉴욕 도일파트너스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디자인모멘텀을 설립해 아모레

퍼시픽 LG 등 국내 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했다 또 미국 킴벌리클락 아시아

지역패키지를담당하기도했다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갈라쇼는

오는 10월 27일베를린에서열린다

황 대표는 이번 작업은 처음부터 끝

까지 저희가 제안한 컨셉대로 진행했

다며 브랜드성격을찾아가는게힘들

기는했지만패키지디자인 일러스트레

이션 등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전략

전체를수립하는과정이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

는 15일낮 12시 재단 8층여성전시관에

서시민예술체험워크숍을운영한다

페미니스트의 테이블이라는 문패를

내건이번프로그램은재단내여성전시

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페미니

스트의물건의일환으로열린다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사)청년문

화허브가주관하는이전시는페미니즘

(Feminism)에 대한 편견을 성찰하고

성평등의가치를공유하자는뜻을담고

있다

평일 시간을 쪼개기 힘든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 등이 편하게 찾아와 점심식

사를 하며 전시를 공유하고 페미니즘에

대한이야기를나누는자리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이날 자

리에는 과일과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

등이준비된다참가신청은13일까지광

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

kr)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문의 062

6700535 전은재기자ej6621@

광주여성재단 15일 시민예술체험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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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동물이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염소가 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염소가 되는 기구를

제작한 뒤 알프스 염소 목장에서 실제 염소와 함께 지냈

다 그가썼던세종류의기구와그가염소가돼살아가는

모습을담은영상도공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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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많은이들이고민하는미세먼

지를 차단해 주는 친환경 우산이다 윗쪽의 착탈식 공기

정화기로나온깨끗한공기가우산내부에순환되도록하

는원리를이용한재미있는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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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농업을위한 모듈형수상가드

닝 하우스 시스템이다 토양 깨끗한 물 화학 에너지 없

이도농작물재배와수확이가능한게특징으로태양열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시스템은 하루 150 가량의깨끗한

물을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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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 DNO�P�세계 최대의 공기청정기 공원

과같은공공장소에설치해지역공기오염을해결한다는

제안을담고있다 네덜란드로테르담과베이징에서모아

진먼지로만든 스모그프리링을전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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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그리는퓨처홈의모습을조망하고체험해보는작

품이다 패밀리허브(냉장고)를중심으로각기기가연결되

고제어하는미래스마트홈의시나리오를경험할수있다

AU/VWT ���"�$�
5 X�7��� �Y(,Z�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3대 방향성으로 친환경 이동

성 이동의 자유로움 연결된 이동성을 제안한다 자율주

행차와스마트홈을통합헤자동차가단순한이동수단을

넘어 거주 및 근무환경 등에 자리잡은 모습을 스마트 하

우스콘셉트모델로표현 정기적으로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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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파생모델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모듈러 개념을 적용한 1인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이다 3D 프린팅을활용한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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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on Echo Look) 등왜아마존이 미래형제품개발에

몰두하는지를보여주는전시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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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술과 디자인 도구의 혁신이 창조해

낼새로운건축세계를잘보여주는작품이다 컴퓨터프

로세스만을이용해디자인한정자(亭子)로장식적인형태

가 등장할 때까지 단순한 형태를 작게 세분해 작품을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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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다양한의미와역할을하는등중가운데가장대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 등 500여 개를 전시한 설치

작품 관람객들에게 어둠 속 희망과 조화의 빛을 전달하

고 있으며 세계 각국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자에서 편히

앉아감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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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엇우즈가제작한작품으로 모터가장착된 200개의거

울모듈들은정교한각도와움직임으로태양을추적하고

그 빛을 한곳으로 반사해 공감각적 환영을 그려낸다 한

영문화예술공동기금공동후원으로제작됐으며 2018년에

는 런던 서머셋하우스 코트야드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

미술관인근에현재설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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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신디자이너황지아씨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 부문위너상

광주여성재단전시관서전시중인 페미니스트의물건

염소 인간의 경험가치관공유하고

스마트홈자율주행차미래상체험

MoA

2017광주디자인디

자인비엔날레(10월23

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장동훈 총

감독(59삼성디자인

교육원 원장)이 꼭봐

야 할 전시로 10개 작

품을 꼽았다 장 감독

은 기술 개념 전시효

과 등에 초점을 맞춰

열작품을소개했다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

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FU�

TURES(미래들)이란주제로 1268종의아이템

을선보이고있어볼거리가많다

광주가제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이 뽑은 전시 10선

염소인간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

부문 위너상을 수상한

황지아씨와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