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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
특별부록: • •

책 속의 또 다른 세상, 3-D 입체안경

3 D 입 체 퀴 즈 이 벤 트 designdb가 웹사이트 개편 및 디자인 

e-마켓 오픈 기념으로 입체이미지를 이용한 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3D 안경을 끼고 입체이미지를 감상하면서 퀴즈도 풀고 경품도 타고, 또한 

100만 건 이상의 각종 DB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designdb.com의 무료회원이 

되는 1석 3조의 행운을 누리세요. 2002년 5월 31 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 

신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www.designdb.com

위의 입체안경을 착용하시면 2 페이지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이미지를 3D로 감상하 

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안경은 온라인 디자인디비닷컴(www.designdb.com) 

에서 제공하는 입체이미지 감상에 필요하오니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signdb.com
http://www.designdb.com
http://www.designdb.com


B2B・B2c 지원기능 :

world design leader

보예약에 의한자동게시 서비스 지원 화상경매를 통한 제품 및 판매자 확인 • 다양한 경매

바탕으로 안전한 판매, 구매판단 가능 • 우수 디자인거래 양성화를 위한 디자인 및 제품 상거래기능

경매•입찰지원기능 :

어㊀sign e-busines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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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b.com0] 디자인 종합 e-Marketplace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여 알아서 판매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designdb에서 전문 쇼핑몰은 물론 경매, Peer-to-

Peer 방식을 적용한 중개상 없는 개인 e-Marketplace를 만나보십시오. 산업디자인에서 웹디자인, 공예디자인에서 환경디자

인까지, 디자인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놀라운 디자인 세계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전문 디자인 제품은 물론 디자인 서적,

아이디어 , 디자인 제안까지 디자이너와 고객간의 편안한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구매성향 분석은 물론, 차별

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신만의 마케팅을 펼쳐 보십시오. 설문결과에 따른 메일링 서비스, 손쉬운 카탈로그 생성 등 최첨단

고객 마케팅 지원시스템은 전문회사뿐 아니라 기업체, 자영업자 및 소호를 위한 상품거래 홍보도 지원해 드립니다.

입점몰에 대한 고객 구매성향 분석 • 실시간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 홍보용 전자 카탈

로그 생성 및 프로모션 지원 • 거래내역 처리에 대한추적 및 확인메일 서비스 • 설문, 이벤트를통한고객성향분석 • 홍

및 입찰 방식 • 카드결제시 매매보호 서비스와 연계한 거래자 보호기능 제공 • 지불시스템 사용시 단 한번의 인증으로 고

객편의 제공 • 관심제품 및 관심판매자 등록, 메시징 기능 및 키워드를 통한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기능 • 사용자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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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드 한 치 의 오 차

엠블렘 I 월드컵을 그래픽 속에 담는다

스타디움 경기장, 그 이상의 경기장

도 허용되지 않는 녹색 사각형

Field stand
sign

12
11
관중석 편

전광판 스포츠, 빛의 속도로 전한다

하게 앉아 서 편 하 게 본 다

Poster 13 포 스 터 스 포 츠 커뮤 니 케 이션 을 위 한 거 리 의 벽 지

Map 17 지 도 낯 선 곳 에 서 의 길 찾 기

Uniform 18 유 니 폼 쿨 모 션 (Cool Motion), 열 과 땀 을 극 복 하 라

Sports floodlighting 20 스포츠 조 명 2000lux. 90Ra. 6000K2I 빛을 디자인한다

Trophy 피 영 광 의트

Pictogram 22

Football shoe 24

Soccer ball 26

Mascot 28 마 스 코

픽 토

축 구

트

한간 올 조 각로

그 램 그 림 하 나 로 세 계 를 연 결 한

다

다

축 구 화 축 구 와 함 께 진 화 한 다

공 고 정 관 념 에 서 피 한 축 구 공 피 버 노 바

캐 릭 터 에 생 명 을 불 어 넣 작 업

Yellow page 30 옐 페 이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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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79호（격월간

알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정경원） 주소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 동 344-1 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진화 031-780~2114 팩스 031-780-2073 홈■이지 http://www.designdb.com 

발행일 2002.05.20 등록번호문화마02719 등、'일자 1975.01.14 발행인 정경원 거집자문위? 이순인

기획.제작 （주）안그라픽스（대표 김옥철） 주소 136P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60~88 전화 02-743-8065 팩스 02-744-3251 홈페이지 http://www.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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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디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하고 （주）안그라픽스에서 기획 및 제작합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주）안그라픽스에 있습니다.〈디자인디비＞에 실려있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주）안그라픽스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안내

http://www.agbook.co.kr을 방문하시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안그라픽스가함께 발행하는 격월간〈디자인디비〉를 손쉽게 정기구독하실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10.000원（1 년간 6회분+ 등기발송료）.

문의 080-763-2320

http://www.designdb.com
http://www.ag.co.kr
mailto:dmsco7@ag.co.kr
mailto:hspark@ag.co.kr
mailto:yooys@ag.co.kr
mailto:jhbb@ag.co.kr
mailto:odeonst@hanmail.net
http://www.agbook.co.kr%25ec%259d%2584


2002 World Cup



Scale ■ Book 
■



co

243,000mm x 206,000mm

105,000mm x 68,000mm

25,080mm x 9,240mm

Emblem

Stadium

Field

Electric sign

1,160mm x 490mm

1,010mm x 650mm

Field stand

Poster
4

840mm x 410mm Map

656mm x 483mm Uniform

556mm x 535mm sports floodlighting

360mm x 150mm Trophy

330mm x 330mm

250mm

Pictogram

Football shoe

220mm Soccer ball

180mm til — • 曲 Mascot

⑥ 스케일 산출방법

스케일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mm)로 통일하였으며 가로, 세로(혹은 지름) 중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마스코트 

와 같이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적용된 특정 제품을 측정했으며. 특히 2002 월드컵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엠블렘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해 무한대로 상정하였다.

또한 픽토그램이나 관중석과 같이 공식 사용규격이나 적정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랐으며 유니폼과 같이 사람 

에 따라 각기 크기가 다른 제품의 경우 designdb.com에서 제공하는 인체측정치수 연구자료를 사용해 대한민국 

25-39세 사이의 남자를 기준으로 평균 크기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면 축구화의 경우 25-39人II 사이 대한민국 남자 

의 평균 발크기인 250mm를 사용해 크기를 비교하였다.



co
월드컵을 그래픽 속에 담는다

Emblem

FIFA는 그동안 하나의 국제언어, 혹은 문화 라는 개념을 축구에 부여해왔匚卜. 월드컵은 전세계인들에게 그 

저 축구대회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대한 

스포츠 브랜드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월드컵 엠블렘이 자리한다. 브랜드를 소비자와의 지속적 

인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 로 보았을 때 엠블렘은 월드컵이라는 상품과 전세계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다 

리 역할을 한다. 또한 대회 전체에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행사의 전반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이라 

할수있다.

5 qd、2CO2 FIFA WORLD CUP 

広丿尬在싸ARAN

엠블렘 (가로)

월드컵 트로피■ 사용한 초기시안. 거친 트로피■ 이용한 다른 시안들

붓터치가 인상적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2CO2
FIFA WORLD CUP
kgREAjAI叭N

엠블렘 （세로）

FIFA WORLD CUP 
KOREA JAPAN 

2002

형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 트로피 형상은 FIFA의 축구 정신과 공유라는 일관된 줄기로부터 도출되었다. 

공유로부터 파생된 어울림, 협력, 파트너쉽은 人푸츠 정신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동개최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핵심 테마를 이룬다. 월드컵 트로피를 대회 엠블렘에 형상화한 것은 월드컵 축구대회 역사상 최 

초이며 디자인의 완성도와는 별도로 과거 역대 엠블렘과 비교하여 더 폭넓은 공감대와 브랜드 효과를 가진 것 

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동양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원 이미지를 결합하였다. 원은 우주, 태양, 인생을 상 

징하며 지구, 축구공, 축구경기장 내의 원, 숫자 2002 및 FIFA의 심볼에 포함된 원과도 연결된다. 왼쪽 윗부 

분의 열려있는 공간은 월드컵의 개방성을 강조하여 모든 참가국들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색상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아 

시아 지역에서 특정 색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해 배치하였匚卜. 예를 들어 엠블렘의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전 

통적으로 동양에서 중앙(centre)'을 상징하며 트로피를 둘러싸고 있는부분의 흰색은 순수(p니「ity)'를 상 

징한다. 또한 트로피에서 지구에 해당하는 원을 중심으로 비스듬한 그라데이션을 주어 과거 평면적인 엠블 

렘에 비해 입체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로고타입 로고체는 크게 대회개최년도(2002), FIFA 월드컵 로고(FIFA World Cup), 개최국명(Korea, 

Japen)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월드컵 축구대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개최국명은 동 

양의 필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듬은 뒤 유니폼 색상 대신 각국 국기의 색을 반영하였다. *2002' 의 '00' 
은 무한(無限)' 을 나타내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연결된 고리형태를 띤 이 기호는 한일을 비롯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의 화합과 협력을 상징한다. FIFA 월드컵 로고의 글꼴은 FIFA가 앞으로 대회마다 계 

속해서 사용할 고유 글꼴이다.

em이em n.

1 . 상징. 표상(symbol) 2. 상징적인 무늬(문장, 기 

장(badge)) 3• 전형. 귀감(type)

2002 월드컵 공식 엠블렘

공식 명 칭 the Official Emblem of the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디자인 인터브랜드

디자이너 크리스라이트훗

제작기간 10개월

제작비용 1백만달러(12억원) 

공식발표 1999년5월31일

인터브랜드(Interbrand) 1974년 영국 런던에 설립 

된 사원 수 약 1 천명의 회사로 브랜드 전략 및 개발, 브 

랜드가치평가 등울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경영과 

사업혁신을 촉진하는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 

로 FIFA의 뉴 아이덴티티를 비롯하여, 영국항공. 

AT&T, BMW 등 국제적인 기업의 브랜드를 컨설팅 

해왔다. 국내에도 지사를 두고 있으며 삼성그룹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http://www.interbrand.com

http://www.interbrand.com


경기장, 그 이상의 경기장 상암 월드컵주경기장

Stadium 206,000mm x 243,000mm



스타디움은 고대 그리스의 길이측정 단위인 스터디온（stadion）에서 나온 말이다. 즉, 단거리 경주 구간이 

606ft 9in（약 185m）였던 데에서 유래한다. 현대의 경기장은 그저 잘 지어진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으 

로 스타플레이어의 화려한 기술과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를 관중 및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경기가 없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나타낸 것에서부터 각종 첨단 시설을 겸비한 공기부양식 경기장 

까지. 2002년 FIFA 월드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준비한 20개 경기장들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월드컵 

을 지켜보는 전세계인들에게 자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교두보에 서 있는 것이다.

특히 , 서울 상암 월드컵주경기장은 FIFA가 규정한 까다로운 경기장 규정들을 충족시킨 그저 잘 지은 축구전 

용 경기장이 아니다. 난지도라는 서울 근대사의 도시적 결정체를 생태공원이란 신천지로 탈바꿈한다는 거대 

한 야망의 상징적 시험대이며 서울 서부의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구심점인 것이다.

띄움 방패연 형태의 경기장 지붕은 띄움 의 의미를 가진다. 승리의 염원, 한국의 이미지와 문화, 21 세기의 

희망 등을 연과 함께 하늘에 띄워보내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장 지붕에 많이 사용되는 막구조로 시공 

된 이 지붕은 하늘에서 보면 방패연이지만 언뜻 보여지는 이미지가 삿갓이나 부채를 연상시키기도 한匚卜. 또 

한 시골장터의 차양이나 대나무 살 구조에 팽팽한 창호지의 빛을 투과하는 맛도 느껴진다. 서울 월드컵경기 

장의 이 미려한 지붕구조물은 반투명 테프론 막을 사용하여 관람석에 햇빛을 가려줌과 동시에 자연광이 재 

료를 투과하며 퍼져 관중들에게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경기장 안쪽으로 내밀고 있는 천창은 투명한 

안전강화유리로 덮여있어 그 밑에 있는 관람석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붕으로 드리워진 그늘선을 부 

드럽게 하면서 잔디에 일조량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stadium n.

1. （관람석으로 둘러싸인） 경기장. 스타디움. 육상 경 

기장. 야구장 2. （옛 그리스） 도보 경기장 3. （의학） 병 

의 제 ••기 （stage） （병의 진행단계）

상암 월드컵주경기장

디자인 류춘수（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주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주）

공사기간 1998.10〜2001.11

공사비용 2.060억원

대지면적 216,712m2

건축면적 59,777m2

연면적 155.946m2

규모 지하1충.지상6충

최고높이 50.1m
문화시설 복합영상관,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스 

포츠 판매시설, 문화교실 등

담음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근본적으로 담음 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경기를 펼칠 선수들을 담으며, 관중들 

의 함성을 담고, 전세계의 성원과 염원을 담는다. 또한 건물의 물리적인 역할을 넘어, 우리문화의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경기장의 밑부분은 전통 소반과 팔각모반 형태 

로 손님을 맞는 정성스런 마음을 표현하였다.

황포돛대 멀리서 바라본 경기장 모습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 지금은 사라진 마포나루 황포돛배들의 모습을 연 

상시킨다. 무명으로 돛을 만들고 황토가루로 그 사이의 틈을 메운 황포돛배는 경기장이 위치한 마포와 그 옆 

을 흐르는 한강을 상징한다.



⑥ 개최 도시별 스타디움

인천 국제무역의 중심항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범선의 모습을 건축의 모티브로 삼았다. 

배의 돛과 마스트를 형상화한 지붕은 대지의 능선과 어우러져 자연스런 고저차를 이뤄 역동적인 느낌을 준匚卜. 순수 케 

이블구조 시스템을 적용해 전통적인 처마곡선을 표현했으며 , 스탠드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에 충실하고 선수와 관중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반원형과 직선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수원 수원의 명물 화성의 성곽 이미지를 차용한 전면테크는 대지에 방향성을 주며 진입광장에서 중앙광장으로 사람들 

을 끌어들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초기에는 남북측 스탠드에도 지붕이 계획되어 전체 스탠드가 지붕이 있었으나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조정되었으며 기능적으로는 선수시설과 보도시설을 서측 스탠드 하부에 집중 배치하여 관계자 및 선수 

들의 원활한 동선을 고려하였다.

대전 경기장이 들어서는 지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전통주거 공간인 안마당의 아늑함을 추구하였다. 필요없는 장식을 배 

제하여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구조적 역동성을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장을 지탱하는 철골구는 지게다리 

에 모티브를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반 개폐식 지붕을 도입하여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경기가 없는 날 

은 지붕을 열어 잔디가 충분히 햇빛을 쬐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주 다른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전주 월드컵경기장도 그 고장의 향토성을 잘 드러 내주는 사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 

다. 먼저 지붕은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무더위를 식혀주던 전주의 전통 토산품인 합죽선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경기장의 네 모퉁이에서 지붕을 지지하는 4개의 마스트는 솟대를 이미지화하여 전주의 도약을 기약하는 이정 

표로 삼고자 하였으며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잡아당기는 케이블은 우리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의 12현을 상징화하여 

소리의 고장 전주를 은유하고 있다.

광주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살리면서 관중들의 동선이 스탠드 중앙에 위치한 출입구로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배려하였다. 관중석 출입구와 바닥포장 패턴의 방사형 설계 등을 이용하여 경기장에서 빛이 발산되는 모습을 형상화해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경기장의 지붕과 스탠드를 지지하는 마스트를 丫자 형태로 설계하여 지붕과 

기둥의 전체적인 모습이 광주의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에 사용되는 고의 머리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대구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고려된 것은 경기장 주변의 자연지형 , 특히 남쪽에 자리한 대덕산의 지세이다. 자연과 

친화하는 조형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경기장의 거대한 구조물에서 드러나는 위압감을 완화 

하기 위해, 건물 자체에 곡면을 사용함과 동시에 수평면을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양쪽 지붕사이를 휘어 남측으로는 대 

덕산의 자연경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측으로도 시야를 개방하여 자연이 경기장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 외관의 주 모티브는 울산의 시조인 학이다. 하나의 거대한 철제 덩어리로서 경기장은 비상하기 직전의 학의 모습 

을 절제된 미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형상에서 나타나듯이 고래뼈대를 조형화한 철골트러 

스는 해양도시 울산을 나타내며 지붕의 철골 열주 및 케이블의 매달린 듯한 형태는 왕관의 수술을 연상시킨다. 시공방 

식도 공업생산방식을 극대화한 조립 , 시스템 공법을 채택하여 공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부산 당초 국내 유일의 개폐식 돔구장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문제를 감안해 반개방형으로 변경하였다. 경기 

장의 지붕선을 둥글둥글한 파도의 형태로 하였으며 주조색을 파란색으로 하여 부산의 지역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유 

려한 돔 형태는 케이블을 촘촘하게 엮어 지붕을 받치는 인장케이블공법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 기존 철근 콘크 

리트 기둥과 비교하여 내구성과 공사기간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명탑 대신 지붕의 처마 끝에 조명을 달아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였다.

서귀포 제주 월드컵경기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생활양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이다. 우선 경기장 진입로에는 제 

주 전통 초가집의 진입로인 올레 와 대문 구실을 하던 정낭 의 기둥을 도입하였다. 경기장 지붕은 제주 조상들의 생 

업 수단이었던 테우 라는 고기잡이 배의 그물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며 전체 모양은 섬 도처에 분포한 기생화산 오름 

의 모습을 본따 오목하게 패여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그라운드를 지하 141Tl 아래로 끌어내려 바닷바람의 영향 

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삿포로（Hiroba） 공기부양식 （hovering soccer stage） 축구장이 듀얼 경기장 사이를 이동하는 최첨단 꿈의 구장. 평 

소엔 인조잔디가 깔린 야구장이지만 실외의 이동식 천연잔디 필드가 폭 90m에 달하는 커다란 개폐구용 무빙 월을 통 

해 조개껍질 형태를 띤 돔 안으로 들어가면 축구장으로 전환된다. 공기압에 의해 7.5cm 부상하여 34개의 바퀴로 옥 

내 옥외사이를 분속 4미터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 야구장의 마운드와 각 베이스는 전환 시 아래로 

내려간다.

미야기 경기장의 디자인 컨셉은 열린 공간이다. 백스탠드의 동쪽 언덕은 바깥으로 열린 산 형태의 장 이고 스타디움 

은 '안쪽으로 닫힌 계곡 형태의 장 이다. 이 대립되는 개념을 가진 두 개의 장이 결합하여 우주의 은하계를 닮은 다중 나 

선형 공간을 형성하며 개（開）와 폐（閉）, 인공과 자연, 공식과 일상이 어우러진 열린 스타디움을 구현한다.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형태의 스타디움이 현대 사회의 개방적이고 수평 지향의 성격과 대응해 부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항상 사람 

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바라키（가시마 스타디움） 새로 지은 것이 아닌 15,000석을 보유하고 있던 가시마 앤들러스의 홈구장을 FIFA 규정에 

따라 증축한 경기장. 기존 시설에 장애자 및 일반 관객들을 위한 시설들을 증설하였으며, 타원 형태의 스타디움, 웨이브 

형태의 지붕 등 곡선적인 외관으로 이바라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9 사이타마（스타디움 2002） 최첨단 시설를 구비한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 구장답게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 

록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를 최대한 좁게 설계하였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동선 등 관중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하였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로 지붕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핏치와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수통에 저 

장된 이 빗물은 재해시 3,000명이 1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또 태양열을 모아 사무실 전력으로 사용한다.

요코하마 육상 경기장으로서는 일본 최초의 2층식 구조를 가졌으며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와 마찬가지로 빗물을 이 

용한 수도, 쓰레기 소각을 이용한 전력 공급 등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요코하마를 흐르는 쓰루미가와 

강의 범람 위험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의 신요코하마 공원에 다목적 유수지 정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니이가타（Big Swan） 니이가타 스타디움의 애칭 big swan은 말그대로 '큰 백조 라는 뜻이다. 스타디움에 인접한 도 

야노가타 호수에 찾아오는 백조의 날개를 형상화한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기 관람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 

해 자연스러운 파도 형태의 관중석을 갖춘 것이 특징.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을 감안해 폭설로 눈이 많이 쌓여도 안전 

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시즈오카（오가사야마 종합운동장） 경기장의 외관 곡선은 바로 곁에 자리한 오가사야마 산의 능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 

다. 메인스탠드를 비롯해 백, 사이드 스탠드 맨 앞줄에 5,236석의 가동식 스탠드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모습을 보다 가 

까운 위치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기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작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경기장의 건물 특 

성을 고려해 절수, 절전 등 자원 절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사카（나가이 육상경기장） 지붕에 반투명 테플론 막을 설치, 날아가는 새의 양 날개를 형상화하였다. 계단 없이 휠체 

어만으로 접근가능한좌석이 250석, 휠체어 전용 슬로프 및 엘리베이터, 청각장애인을 위한보청기 설치 좌석 50석 

등 장애자 편의시설에 많은 배려를 한 점이 돋보인다.

고베（wing 스타디움） 95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고베가 월드컵을 준비하며 내건 슬로건은 재생, 창조, 감동 이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기장으로 기록될 고베 wing 스타디움은 진도 7.2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철강으로 신 

축되었다. 지진이 발생하면 경기장은 즉시 재해 피난처로 전환되다. wing이란 이름은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 

로 커다란 날개를 연상시키는 지붕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오이타（Big Eye） 반투명 테플론 막으로 이루어진 개폐형 지붕이 닫히면 둥근 지구본 형태가완성되며 오이타현의 지구 

환경보존 메시지가 드러난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동식 스카이카메라는 지붕에 부착되어 경기시 양쪽 골대를 오가며 

다이나믹한 앵글을 포착해준다. 또한 평소에는 종합경기장이지만 축구경기시에는 육상트랙에 이동식 좌석 8,000석이 

마련되어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변한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녹색 사각형

Field 105,000mm x 68,000mm

골목길, 공터, 심지어 숲 속이라도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필드가 될 수 있匚卜. 하지만 월드컵쫌 되 

는 대회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기장의 전체 규격은 물론 골대의 단면, 그물망의 모양까지 조금이라도 경 

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두 고려대상이다. 심지어 크로스바가 부러졌을 경우의 행동요령도 정해져 있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미리 규정해놓는 것이다.

FIFA 추천사항에 명시된 필드 규격은 길이 105m, 폭 68m이다. 잔디가 깔린 구역은 이보다 넓어 길이 

120m, 80m이며 스프링쿨러와 잔디 밑 난방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그라운드의 바깥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골라인에서 최소 7.5m, 터치라인에서 6m까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은 그 

밖에 사진기자, 광고 등을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45-90m

•…'• 科飞後

战I還■鬱
匕咨亡咏::::蜕蜕:

90-120

1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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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ar n.
크로스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 

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풀레이는 중지된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만약크로스바 

가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 

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국제 축구평의회 결정사항 중

축구골대의 규격

사용되는 크로스바의 종류

터치라인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센터 서클 센터 서클은 중앙선 가운데 지점에 반지름이 9.15m（10야드）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킥오프할 때 

상대팀 선수들이 이 원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코너 경기장의 각 코너에는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뾰족하지 않은 코너 포스터와 깃발을 설치한다. 이 깃대 

를 중심으로 반지름 1 m의 원이 그려져 있다. 프리킥을 할 때 이 구역 안에 공을 놓아야 한다.

잔디 경기장에 사용되는 잔디는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뉜다. 난지형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 강하지만 회복 

력이 부족하며 봄에 늦게 잎이 돋고 가을에 빨리 말라버리는 반면 한지형 잔디는 추운 날씨에 강하며 회복력 

과 경기력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관리가 까다롭다. 우리나라 월드컵경기장 중 9개는 한지형 잔디로 설치되고 

나머지 1 개는 개량형 국산잔디로 시공되었다.

골대 골대의 크기와 경기의 재미는 미묘한 균형을 이룬다. 너무 쉽게 막을 수 있어도, 또 너무 막기가 어려워 

도 안 되는 것이다 최근 25년 동안 골키퍼의 평균신장이 6cm정도 커짐에 따라 조만간 현행 규격에 대한 수 

정이 있을 전망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두께（12cm 이내）는 같아야 하며 흰색이어야 한다. 재질 

은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만이 가능하며 단면의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 등이 있으나 

정사각형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잘 사용되지 않는匚上 보통 타원형 골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공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에 맞은 뒤 다양한 각도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 

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에 원형 단면이 채택되었으며 그물은 육각형 그물이 사용된다.



25,080mm x 9,240mm
스포츠, 빛의 속도로 전한다

티 ectric sign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외적인 환경들이 스포츠 소비자들의 행동 결정에게 미치는 영 

향력은 경기 자체보다 훨씬 강하다고 한다. 丑를 끊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경기장은 관중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를 선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광판은 관중들이 경기에 몰입하도 

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맡는다. 경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중들에게 전달하고, 선수들의 표 

정 , 중요한 경기 장면 등을 다시 보여주어 직접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생생한 현실감은 물론 TV가 가지 

는 장점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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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무엇보다도 위치와 각도가 중요하다. 사각을 없애 모든 관중들이 어느 위치에서나 전 

광판의 글자를 또렷이 볼 수 있어야 하며 빛의 세기와 풍향이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은 모두 대회 이후 경기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전화면 컬러로 설치되었으며 전광판 발광방식으로 

는 LED를 주로 채택했다. CRT 방식이 가장 고급 사양이지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고가인 관계로 가격대 성 

능비가 높은 LED를 선택한 것이다. 화소는 3cm각 또는 2.3cm각으로 설치되며 각 Cell의 발광소자 RGB 

비율은 경기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2： 1 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전광판 내부에는 더운 날씨를 대비해 수 

십 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경기표출부 스코어와 경기시간, 그 외에 각종 문안이 표시되는 부분. 그 외에 경기장 내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선수와 관중이 그라운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영상표출부 경기 상황을 라이브로 보여주며 골이나 선수교체 등의 정보를 관중들에게 알려준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관중들의 함성 크기를 그래픽으로 보여주어 더욱 생생한 느낌을 전한다.

16X16 MATRIX 정사각형의 케이스에 가로, 세로 각각 16개의 픽셀을 부착한 정광판의 기본 단위. 한글 

은 1 자, 영문이나 숫자는 4자씩 표시 가능하다. 사용하는 픽셀의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모듈로 구분된다. 

전광판과의 가시거리가 근거리일수록 작은 모듈을 선택하여 설계하면 높은 해상도의 전광판이 되며, 표시되 

는 화면도 한층 선명해진다

sportscape n.
사람들이 경기장에 머무는 것을 즐겁게 하고 관중들로 

하여금 다시 경기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경기장의 물리 

적인 환경을 총칭하는 스포츠 마케팅 용어

상암 월드컵주경기장 전광판

제작/운영 삼익전자

시스템 구성 전광판제어기 전원공급기 내장)1 SET

운영컴퓨터 2SET

영상입력장비 1SET(카메라외)

육상계측장비 1SET (OPTION)

표출색상 영상표출부풀컬러 / 경기표출부-3 컬러

가시각도 60(120)

적용모듈 영상丑출부-320 x 320mm Mod니e

경기표출부-600 x600mm Mod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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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본다

Field stand 1J60mm x490mm

관중석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안락함뿐만이 아니다. 경기장 내 모든 좌석에서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데 불편 

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앞뒤 좌석간의 간격 및 경사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하며 경기 도중 관객의 이동에도 신 

경을 써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로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장소임을 고려해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관중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외국의 경우는 각 좌석마다 개인 정보단말기를 제 

공하여 좋아하는 선수나 익숙치 못한 선수들의 개인 프로필은 물론 성적까지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도 하며 고배 wing 스타디움은 쾌적한 경기관람을 위해 관중석마다 에어컨과 히터를 틀 수 있는 공조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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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ance n.

1• 정리,정돈 2. 틈,여유,안전고도 3. 가시선의 

객관적인 수치(C)

FIFA의 까다로운 경기장 규정은 관중석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월드컵경기를 치루는 데 갖춰야 할 최소 관중 

석수는 4만 1,620석(일반관중석 4만, 미디어석 W20, VIP석 500), 개막전이나준결승, 결승을 치루는 경기 

장은 최소 6만 2,560석(일반관중석 6만, 미디어석 1760,VIP 800)이 필요하다. 본부석에는 반드시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맨 앞줄의 관중석을 그라운드보다 2.5m 이상 높이거나 안전홀을 팔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7분 이내에 모든 관중들이 경기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의자의 

높이, 안전사고 방지와 가시선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수, 넓이, 길이 등을 일일이 규격화하고 있다.

일반관중석 좌석의 크기는 가로 49cm, 세로 38cm 정도가 적당하며 등받이의 적정 규격은 78cm내외이 

다. 또한 앞뒤 좌석의 간격은 보통 80cm, 1 인당 점유 면적은 통로 등을 포함하여 0.6-0.7m2 이상이 적당 

하다.가시선의 객관적 수치인 C값(clearance)은 좌석위치별로 다르지만 보통 10cm 내외로 한다. 통로는 

가로의 경우 대개 좌석 15-20열 이내마다 1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며 세로 통로는 좌석이 양쪽에 있는 경 

우와 한쪽만 있는 경우를 구분해 양쪽에 있는 경우 좀더 넓게 설치해야 한다.

VIP석 보통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사용되며 FIFA 기준에 따라 보통 500석, 개막전과 준결승 이상은 800석 

이상을 설치한다.

기자석 책상과 전화가 설치되는 데스크기자석 , 일반관중석과 동일한 형태의 일반기자석으로 나뉘는데, 데스 

크기자석은보통 400~600석이 설치되며 일반기자석은각각 200-500석이 설치된다. 방송중계석은 1개 유 

니트당 3개의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드컵에서는 2개의 모니터, ISDN 전화와 220v전원, 코멘터리 유 

닛이 제공된다.

Private Box 그라운드가 내려다보이는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이며 보통 1076명이 수용 가능하다. 그라운 

드 측에는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어 나와서도 경기를 관전할 수 있다.



1,010mm x 650mm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리의 벽지

Poster

포스터는 원래 기둥의 의미인 포스트(post)란 말에서 유래했다. 포스터의 초기 형태인 작은 광고 전단지들 

이 대부분 기둥에 부착되었기 때문이다. 의도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모든 시각디자인의 목 

적이지만, 포스터에는 메시지 전달이란 기본적인 목적을 넘어 강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의식되지 않는 욕구 

까지 불러일으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한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힘이 요구된다. 스포츠는 아마도 

사람들을 선동해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데 정치 다음으로 효과적인 주제일 것이다. 포스터를 포스터답게 만 

들어주는 힘, 그것은 바로 그 선동성에 있다.

13
poster n.
시각디자인의 기본형식으로서 일정한 지면 위에 효과 

적인 표현울 통해 강한 인상으로 원하는 내용올 전하는 

대중전달매체

2002 월드컵 공식 포스터

디자인 인터브랜드

디자이너 변추석, 히라노 소겐, 게드 에키

변추석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예 

가. 그의 작품은 해외 광고 잡지와 그래픽 디자인 잡지 

에 특집으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의 Art 

Directors Club에서 있었던 개인 전시회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포스터 전시회에서도 전시되었다. 현재 컨설 

턴트이자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당초 월드컵 개최 1 년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의 파산으로 난항을 겪었 

다. 월드컵조직위에서 디자인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호연 디자인과장의 말에 의하면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포스터에 반영하려고 물밑작업을 벌이는 통에 한바탕 산고를 치웠다 

고 한匚卜. 일본측에서는 기모노와 후지산 등 일본을 대표하는 모습을 넣기를 바랬고 한국은 반대로 한복과 남 

대문 등을 고집하였다.

결국 한• 일 어느 한 나라만의 전통 이미지를 채택하는 불균형을 피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월드컵으 

로서의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을 찾고자 FIFA의 디자인 대행사 인터브랜드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축구 

경기장을 서예의 필치로 표현하자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중견 서예가인 변추석 국민대 교수와 히라노 소 

겐(Hirano Sogen)이 3일간 공동으로 스튜디오 작업을 거친 끝에 포스터에 쓰일 작품을 만들어냈으며 , 이 중 

에서 각각의 작품 중 가장 잘 된 것을 동일한 비율로 선택한 뒤 스캐닝, 디지털화, 컬러화 작업을 거쳐 포스터 시 

안을 완성하였다. 붓 터치에 사용된 색상은 월드컵 엠블렘의 색상인 적, 청, 황, 금, 녹색을사용했다.



@ 개최도시 포스터

지난 2001 년 11 월 월드컵 IA200일을 기념해 한일 양국의 10개 개최도시 포스터가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공개되었다. 국내 개최도시 포스터는 2000년 8월부터 영국 인터브랜드, 한국 인터브랜드 DC&A, 그리고 월 

드컵 조직위원회와 각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됐다. 기본 컨셉은 각 개최도시의 특성을 표현하면서 동 

시에 공식 엠블렘을 각 포스터에 나타내어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포스터는 유명한 디자이너인 

히비노 카즈히코에 의해 단독 제작되어 10개 도시 모두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일곤卜성을 띠고 있다. 제작자 

인 히비노 카츠히코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기 보다는 제작자의 개성을 담아 10개 

도시의 문화와 특색을 표현하고자 했다 고 디자인 의도를 밝혔다. 각 도시의 특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색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축구경기의 다양한 순간을 상징화하였다.

一—— 

광주 Gwa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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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ncheon

서울 개막식이 치뤄질 상암 월드컵경기장 위에 월드컵 엠블렘 모양의 불꽃놀이를 형상화하여 월드컵의 축제 

분위기를 전달했다.

인천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야경을 배경으로 항공기가 이 •착륙하는 활주로에 엠블렘을 형상화하여 월드 

컵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수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 안에 위치한 장안문을 배경으로 전통 건축의 문고리를 월드컵 공 

식 엠블렘으로 형상화하여 수원의 전통적 이미지를 전달했다.

대전 과학발전의 상징인 한빛탑에 반사된 햇빛에 의해 표현된 엠블렘으로 과학 발전의 의지를 표현했다.

전주 엠블렘을 전주의 상징인 비빔밥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전통의 맛과 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광주 광주 비엔날레의 무지개 다리와 주변의 경관을 배경으로 호수에 번지는 물결모양으로 엠블렘을 형상화했다.

대구 한국의 전통자수로 엠블렘을 표현하여 섬유 도시로서 대구의 월드컵 이미지를 살리고자 했다.

울산 수출산업의 주력품목으로 선적장에 대기중인 자동차들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월드컵 엠블렘으로 

형상화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중공업도시로서 울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부산 부산의 상징인 해운대 바다, 오륙도, 갈매기, 공놀이하는 어린이 등과 함께 엠블렘을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항구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전달했다.

서귀포 한라산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노란 유채꽃밭 속에 화산암으로 엠블렘을 형상화하여 이국적인 풍경의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했다.



Sapporo

•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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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기조색인 흰색은 삿포로의 흰 눈과 눈이 온 날의 고요한 분위기를 상징한다. 아울러 축구경기에서 심판 

의 휘슬이 울리기 전에 선수들이 조용한 가운데 긴장하며 집중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야기 나무의 싱싱하고 역동적인 녹색으로 미야기의 깊은 삼림을 표현하였다. 전반전 12분 선수들은 마치 

숲이 나무들의 색과 바람에 반향하는 것처럼 게임의 리듬을 타게 된다.

이바라키 상단의 밝은 갈색은 이바라키의 비옥한 땅색을 나타낸다.

사이타마 주조색인 노란색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빛의 흐름을 상징한다. 동시에 전반전이 끝나고 새로 

운 후반전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코하마 항구도시인 요코하마의 하늘색은 바다를 건너는 먼 거리의 여정을 의미한다.

니가타 우유빛을 띠는 흰색은 잘 익은 쌀의 색, 즉 농부의 손으로 길러진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시즈오카 옅은 푸른색은 녹차 산지인 시즈오카의 신선한 신록의 향기를 상징한다.

오사카 주조색인 붉은색은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열띤 함성을 상징한다. 후반전의 45분이 경과한 뒤 루즈타 

임이 시작되는 순간을 표현하기도 한다.

고베 파란색은 항구가 새로 열리고 다리가 건설된 고베의 영원한 회망을 상징한다.

히비노 카츠히코 Katsuhiko Hibino 일본의 대표적 

아티스트. 1958년 기후시 출생. 도쿄예술대학대학원 

미술연구과 석사과정에서 디자인전공 수료. 95년부터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교수. 국내외에서 개인전 그 

룹전을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 회화, 입체작품, 무대미 

술, 영상, 영화, 퍼블릭 •아트, 인터넷 프로그램, 워크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2002FIFA 월 

드컵, 호스트시티 포스터 10점 제작.

〈수상경력〉

82년 제3회 일본그래픽전 대상, 83년 제30회 ADC 

상 최고상, 제1 회 JACA 일러스트레이션전 그랑프 

리, 86년 시드니 •비엔날레. 95년 베네치아•비엔날레 

출품. 99년 마이니치 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등 수상 

경력다수.

오이타 오렌지색은 화산이 많은 오이타의 용암색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태양과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흡 

수하듯이 축구경기의 행복을 만끽하는 것을 상징한다.



• 역대 포스터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CAMPIONATO 
M O N D I A L E 
DI CALCIO

1938년 프랑스 월드컵 1950년 브라질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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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이*리아 월드컵

1954년 스위스 월드컵 1962년 칠레 월드컵

1970년 멕시코 월드컵

1986년 멕시코 월드컵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1982년 스페인 월드컵

1998년 프랑스월드컵

1966년 영국 월드컵

4 JULY n 1830b鯛確
ENGLAND

1974년 독일 월드컵

1990년이발리아 월드컵 1994년 미국 월드컵

* FRANCE 9? 비



840mm x 410mm
Getting to Korea 10 Venue Cities I 낯선 곳에서의 길 찾기

Map

특정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인식하기 용이한 형태로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정보 디자인이라면 

지도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정보 디자인이자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지표 

상의 정보는 디자이너에 의해 평면상에 인위적으로 배치된다. 모양과 형태가 단순화되는 것은 기본이며, 절 

대 위치가 무시되기도 하며, 필요없다고 생각되었을 땐 과감히 생략된다. 월드컵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인에 

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공식 안내지도. 무려 10곳의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서 

적절한 정보 디자인이 가미된 지도는 필수이다.

17
割드컵조직위원장 인사말

한국에 대한간단한 소개

한국축구의 역사

호텔예약, 대사관 등 외국인 관광 

객에게 꼭 필요한 전화번호

2002 FIFA 월드컵 

경기일정

각 개최도시 포스터

오랜 역사, 사개절, 

제주도와 설악산 등, 한국 관광의 

10가지 장점을 소개하는 글

총기반입금지 등 

경기관람 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 

수록

교릉요금, 화폐단위, 전압 등 한 

국여행과 관련된 립

각 개최도시 지도

개최도시로 가는 지도와 

교통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대한민국지도

메인 지도

Time Map

메인 지도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이 뚜렷한 만큼 필요없는 정보는 일체 배제되었다. 공항과 월드컵경 

기장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픽 처리하였으며 경기장으로 가는 길은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숙박시설, 병원, 버스 터미널 등 월드컵을 관람하러온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만 간단하게 표시해놓았으며 다운타운을 분홍색으로 묶어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 지 

도에 나타나 있는 요소들은 전철, 도로, 철도 등 모두 교통시설인데 환승역만 표시해 단순하게 처리하긴 했 

으나 지도의 크기상 복잡한 서울 지하철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 메인 지도에 비해 눈에 덜 띄도록 은색 처리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상대적 

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architecture n.

1.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조직화하여 복잡한 것을 

명쾌하게 만드는 것 2. 정보의 지도나 구조를 작성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식의 경로롤 찾 

올수 있도록 돕는것

Getting to Korea 10 Venue Cities
프로젝트 총광 금강기획

디자인 EYE design associates

수록언어 총7개 국어

Time Map 지표상의 실제 위치와는 관계없이 메인 지도에 나타나 있는 곳 중 중요한 장소들을 선정해 한 지 

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교통수단과 함께 표시하였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 

보의 성격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새롭게 조직되는 정보 디자인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쿨 모션(Coll Motion), 열과 땀을 극복하라 丨 나이키 국가대표 유니폼

Uniform 656mm x 483mm

초기의 유니폼은 주로 긴 팔 셔츠였으며 긴 끈으로 V자로 깊이 파인 칼라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 

었다. 선수들의 고유 번호가 등에 새겨진 것은 1940년대이며 196이년대와 70년대에는 몸에 꼭 끼는 셔츠가 

유행하기도 했다. 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축구 유니폼도 일반 옷과 다르지 않다. 다만 선수들 

의 자유로운 몸놀림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선수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강 

조된匚卜. 땀을 잘 흡수하고 체온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는 점도 유니폼의 주요한 역할이다.

축구협회 엠블럼

원정경기 유니폼(필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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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motion n.

최적의 컨디션(Co이)으로 최상의 활동성(Motion)올 

추구하는 나이키의 디자인 컨셉

나이키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 나이키

디자이너 크렉 버글라스(Craig Buglass)

개발기간 2년
제작지 태국

크렉 버글라스(Craig Buglass) 영국 국립예술대학에 

서 남성의류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리키엘 옴므 

(Rykiel Homme)와 퓨마 프로스포츠&축구(Puma 

Pro Sports & Football)를 거쳐 현재 나이키 유럽본 

부 축구팀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도중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열과 땀이匚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가 진행되는 90분간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으中 2.3분 서 있으며, 46.5분간 걷고, 38분간가볍게 뛰며, 11.2분간격렬하게 뛰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 때 느끼는 높은 체감온도와 땀으로 인한 불쾌감은 선수들의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 

히 월드컵이 열리는 6월 동안 한국과 일본의 기후는 높은 온도뿐 아니라 80%에 달하는 습도가 최대의 난적 

이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키는 한국과 일본의 6월 기후를 그대로 재현한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소재와 성능을 테스트했으며 , 태국, 브라질 등 고온 다습한 지역을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나이키가 개발한 한국 대표팀의 6번째 유니폼은 우선 한 겹이 아닌 두 겹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니폼과 다르다고 할 수 있匚卜. 일반적으로 기존의 유니폼은 한 겹으로 이루어져 유니폼 속에 별도의 셔츠를 

입어야 했으나, 이 유니폼은 별도의 언더셔츠가 필요없다. 두 겹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선수들이 서 있거나 

걷거나 뛰는 동안 생기는 급격한 체온상승을 막기 위해서이다. 무게 또한 두 겹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 유니폼보다 20% 이상 가벼워졌다. 테스트에서 유니폼을 착용해본 선수들은 기존 유니폼에 비해 경 

기를 마친 후에도 땀으로 인한 축축함이 느껴지지 않으며 유니폼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 

고 소감을 밝혔다. 새 유니폼의 색상은 기존의 붉은 색 유니폼의 전통을 지키면서, 필드 위에서 시각적 효과 

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등번호는 홈경기 유니폼은 흰색, 원경경기는 핫 레드를 사용했匚卜. 또 

한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던 태극마크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오른쪽 어깨부위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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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경기 유니폼（골키퍼）

'J
Q스，

원정경기 유니폼（골키퍼）

소재 상, 하의 겉감은 신축성 있는 우븐 소재（폴리에스테르 86%, 라이크라 스판덱스 14%）로 이루어졌다. 

외피층은 방수 기능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경기 중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홀리더라도 셔츠의 표면을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에 반해 안감에 사용된 드라이 핏（D「i-FIT） 메시 소재（폴리에스테르 

100% 마이크로 화이버）는 피부에서 땀을 신속하게 떼어 내고 빠르게 증발시켜 습기를 넓은 표면으로 퍼뜨 

려준다.

색상 홈 유니폼의 상의 색상은 핫 레드（Hot Red： 64H）' 로서 기존 유니폼의 붉은색보다 명도를 높여 밝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필드 위에서 동료 선수들을 식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서구에 비해 몸집이 

작은 우리 선수들을 시각적으로 커보이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를 노렸다.

하의 색상은 데님 블루（Denim Blue： 45S）' 로, 새로운 상의 색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기존의 파란색 

채도를 낮추었다.

망사형 통풍패널 외피층의 소매, 옆구리, 허리 뒷부분에 달린 망사형의 통풍패널은 경기를 하는 동안 신체로 

가는 공기의 흐름을 극대화하여 온도를 조절해주고 열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가 아래쪽 통풍 패널로 

들어와 몸 전체로 퍼졌다가 다시 위쪽 통풍구로 빠져 나가면서 몸의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원리이다. 걸을 

때보다 뛸 때 2배 이상의 통풍 효과가 나타난다. 메시 소재（폴리에스테르 100%）.



2000lux, 90Ra, 6000K의 빛을 디자인한다 丨 필립스 아레나비젼

Sports 556mm x 535mm

floodlighting
경기 도중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밝기의 조명에서 가장 생생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을까? FIFA가 규정한 경기장 조명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최소 권고사항은 1200룩스이지만 TV 방영 

을 위해서는 1500룩스, 선명한 고화질을 제공하는 HDTV 방영을 위해서는 20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춰 

야 한다. 결국 2000룩스 이상의 밝기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정전 시에도 8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장치가 즉시 가동될 것을 명시하였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10개의 우리나라 월드컵경기장 중 7개 

경기장에 대한 조명 프로젝트를 진행한 필립스 사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모든 월드컵관련 경기장 

조명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밖에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 스포츠 조명 디자인에서 쌓아온 필립스만의 노하우는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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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lighting n.

1 • 투광조명(건물, 인물 등에 여러 각도에서 강한광선 

을 비추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조명법) 2. 투광 조 

명등, 투광기, 조명 투사기

월드컵 경기장 조명 프로젝트

디자인 필립스

디자이너 장숙회

사용제품명 아레나비젼 (Aernavision)

모델명 MVF403
원산지 프랑스 리용

사용전압 380V

평균소비전력 2142W
구성 몸체,반사경,안정기,광원

경기장 조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균일도와 조도이다. 균일도는 경기장 전체에 조명이 고루 퍼지는 정도를 

말하며 조도는 말 그대로 밝기를 말한다. 일반 관람에는 수평 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카메라는 수직 조 

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필립스가 설치한 첨단 스포츠전용 조명기구 아레나비젼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정전시에는 발전기 전력이 즉시 가동되어 50%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후면 

에서 램프교체 작업이 가능하므로 조명의 조준각도가 변동될 우려가 없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연습, 일 

반, 국내, 국제경기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조명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레나비젼 (Aernavision) 스탠다드 버젼 HRCHot restrike) 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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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mm x 150mm
월드컵 트로피 영광의 순간을 조각한다

Trophy

월드컵 트로피

Trophy n.
경기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상패. 그리스 로마시대 전 

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주던 전승기 념표에서 유 

래했다.

월드컵 트로피

공식명칭 The FIFA World Cup

디자인 실비오 가자니 (Silvio Gazazniga) 

제작사 베르토니(Bertoni), 1973, 밀라노 

제작비 2만달러

무게 4.97kg(11 파운드)

재질 18K

즐리메컵

1970년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3회 우승하게 되어 기존의 줄리메컵을 영구 보관하게 되면서 FIFA가 새로 제 

작한 트로피로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53개의 공모전 출품작 중 

이탈리아 조각가 실비오 가자니가 디자인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지름 15cm의 받침대 위에 2명의 선수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며 줄리메컵과는 달리 FIFA의 영구 소유물이다. 우승국은 다음 대회까지 4년 

간 보관한 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할 때에는 실물보다 약간 작은 복제품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匚卜 줄리메 

컵의 비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5만 스위스 프랑(약 23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선형의 선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힘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생동 

감은 대회의 활기를, 2명의 선수가 두 손으로 세계를 떠받치고 서 있는 모습은 승리의 순간을 역동적으로 나 

타낸匚卜. 2줄로 된 녹색 공작석 띠에는 우승국의 이름이 새겨지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총 17개의 명판이 

있으므로 2038년 월드컵대회를 마지막으로 FIFA가 영구 보관할 예정이다.

즌리 메컵 (The Jules Ri met Cup)

1930년 제1 회 우루과이대회부터 1970년 멕시코대회 

까지 사용된 윌드컵 트로피이다. 프랑스 조각가 아벨 라 

플뢰르(Abel LaFleur)가 디자인했으며 1.8kg 순금으 

로 제작되었다. 전체적인 형상은 승리의 여신 니케가준 

보석으로 만들어진 받침대 위에서 8각형의 성찬배를 받 

들고 있는 모습이다. 받침대 8면 중 4면에는 각각 순금 

접시가 그려져 있으며 트로피의 이름과 1970년까지의 

우승국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46년 당시 FIFA 회장이 

자 월드컵 대회 창시자인 줄리메(Jules Rimet)를 기리 

기 위해 줄리메컵으로 명명되었다.



그림 하나로 세계를 연결한다 : 월드컵경기장 공식 픽토그램

Pictogram 330mm x 330mm

월드컵조직위가 발표한 <2002 월드컵경기장 공식 픽토그램 매뉴얼〉에는 월드컵 기간동안 경기장에 사용될 

안내표지용 픽토그램과 국문, 영문 표기방법 및 사용규격(330mm x330mm) 등이 실려 있다. 여기에 포 

함된 픽토그램들은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이 2002 월드컵을 대비해 개발해온 것으로 산업자원부 

는 앞으로 내용을 좀더 보강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2001 년 6월 1 일 일본사인디자인협회 총회 및 심포지움을 통해 총125종의 '표준안 

내용 픽토그램' 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 교통에코로지모빌리티 재단과 일본사인디 

자인협회에서 개발해온 것으로 국제표준화(IS)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스타일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 영국에서 쓰고 있는 픽토그램을 표준으로 정한 반면, 우리는 미국식 픽토그 

램을 채택해 픽토그램 국제표준을 놓고 벌어질 양국의 한판 승부가 자못 흥미진진하다.

관광 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tit
화장실 (Toilet) 장애인 (Handicapped) 분실믈 보관소(Lost & Found)

mH［先시

쓰레기륭(Waste) 만남의 장소(Mee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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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ogram n.

1. 상형문자, 그림문자 2. 통계 그래프(숫자 대신 그 

림으로 나타내는 통계법)

월드컵경기장 공식 픽토그램

공식명칭 World Cup Stadium Standard

Pictograms Manual
디자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내소(Information) 한일 픽토그램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형태와 배경 처리가 반대라는 것이다. 우리나 

라는 하얀색 실루엣에 검은색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검은색 실루엣에 흰색 배경으로 처리하였다.

화장실(Toilet) 화장실 표시는 양국 모두 비슷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어린아이가 아닌 좀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한 실루엣으로 처리했다. 대체적으로 일본측 픽토그램은 모서리를 뾰족하게 처리한 반면 우리나라는 

둥근 모서리로 표현하였다.

장애인(Handicapped) 새롭게 선보인 장애인 표시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 

람이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표현한 이 픽토그램은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손이 뒤로 

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픽토그램은 외국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국제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반면, 이번에 제정된 픽토그램은 정부가 저작권자가 된匚卜.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이 앞으로 놓여 있다.

분실물 보관소(Lost & Found) 우리나라는 우산과 휴대폰, 일본은 우산과 가방으로 분실물 보관소를 나타 

냈다. 우산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인 듯 하다.

쓰레기통(Waste)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일본의 경우는 허리를 굽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만남의 장소(Meeting Point) 서로 만나 악수하는 두 사람을 형상화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 사람이 서류가 

방을 들고 다른 사람은 두 손을 모아 악수하는 모습을 표현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모습의 두 사람을 대칭적 

으로 배치하였다.



® 그 밖에 한일 양국 픽토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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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톄국 (Post Office) 주차장 (Parking) 재활용(Waste Recycle)

버스 (Bus) 안내소 (Information) 매점 (Shop)

식당 (Restaurant) 

샤워실 (Shower)

전화 (Telephone) 

書연 (Smoking)

TAXI

向
택시 (Taxi) 

금연 (No Smoking)

■노!

⑥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공식 픽토그램

197이년 제11 회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사용되었던 픽토그램. 실용화되어 있던 전광문자를 사용해 디자인하 

였으며 실제 사인물을 설치할 때에는 메탈 플레이트(Plate)에 플라스틱 단추를 달아 표현했다.

엘리베이터티 evator)버스 (Bus)전화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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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Post Office) 안내소 (Information)식당(Restaurant)



축구와 함께 진화한다 丨 아디다스 프레데터 매니아

Football shoe 250mm

아디다스는 시장 점유율과 판매액 측면에서 나이키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이자 축 

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온 브랜드이기도 하다. 1920년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가 최초의 스포츠화를 제 

작한 이래 80여년이 흐르는 동안, 아디다스가 만든 축구화들은 그 당시 최고의 선수들과 축구사를 함께 써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2월 20일 공식 발표된 제6세대 프레데터는 이러한 아디다스가 자 

부심을 갖고 내놓은 제품으로 94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온 프레 

데터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Predator n.

1. 약탈자, 포식 동물, 육식 동물 2. 미국 공군의 최 

첨단 무인정찰기겸 공격기 3•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출연한 SF 액션스릴러 4. 아디다스가 발표한 차세 

대축구화

프레데터 매니아

공식명칭 adidas Predator Mania
디자인 아디다스

소재 갑피-2년생 미만의 호주산 암컷 캥거루 가

죽/스터드 (징) -마그네슘

삼선 발가락에서 발뒤꿈치까지 둘러싼 나선형의 삼선은 독특한 비대칭 구조로 디자인되어 향상된 볼 컨트롤 

능력과 더욱 안정된 플레이를 제공한다.

밑창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밑창은 발의 압력을 분산시켜 준다. 이러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달리고, 점프하고, 드리볼하는 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뒤꿈치 발뒤꿈치 부분의 안정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뒤축 부분에 특수 보강재를 장착하였다. 이 보강재는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발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준다. 특히, 프레데터 매니아는 습기가 

많은 한국과 일본의 기후를 고려하여 외부 수분에 의한 미끄러짐 차단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스터드 축구화가 일반 운동화와 다른 점은 바닥에 스터드(Stud)라 불리는 징이 있다는 것이다. 초경량 마그 

네슘(13m&16m)으로 만들어진 X-트랙션(X-TRAXION：막대형 징) 시스템은 그라운드에 강하게 밀착 

되어 선수들의 발 놀림을 유연하게 해주고, 다른 제품에 비해 진흙을 달라붙지 않게 한다.

가죽 발의 편안함을 위해 내피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한 반면, 외피는 계속되는 슈팅에도 변함이 없도록 강 

력한 재질로 제작되었다.

비대칭형 디자인 기존의 대칭 구조와 달리 비스듬히 열려진 신발 끈 묶음 구조는 주로 공을 차는 발의 안쪽 부 

분을 넓혀 볼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혈관 및 근육의 방향과도 일치해 볼 컨트롤 능력을 높 

여준다.

고무 돌기 볼을 찼을 때 공이 휘어지는 정도는 축구공의 초당 회전량에 따라 결정된다.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출 

연한 SF 액션스릴러 프레데터 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계단 모양의 고무 돌기는 무게의 압력을 최소화시키 

고 필요한 부분에만 힘이 가해지도록 하여 슛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또한 공의 표면에 다발적으로 에너지를 전 

달하여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이론상으로는 초당 1.48% 이상 공의 회전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載》甌® ■»扬4
1949 1954 1958 1962 1974

⑥ 아디다스 역대 축구화

1920 창업자 아디 다슬러 최초의 人푸츠화 제작

1925 가죽 재질의 징 （stud）을 가진 축구화 개발

1949 고무 재질의 징 （stud）을 가진 축구화 최초 생산

1954 착탈식 징（st니d）을 가진 축구화를 착용한 독일팀이 월드컵에서 우승

1956 최초의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축구화 개발

1958 스웨덴월드컵에 출전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나일론 바닥과 착탈식 징, 그리고 방수효과가 있는 가죽 

으로 만들어진 아디다스 축구화를 착용

1962 칠레월드컵 당시 누빔 처리된 발목 부분과 측면의 신끈 고정장치가 있는 축구화가 많은 사랑을 받음

1974 독일월드컵에서 캥거루 가죽과 고무재질의 징이 부착된 축구화를 선보임

1977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두 개의 다른 밀도로 제작된 바닥을 가진 축구화 최초 개발

1979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렸던 축구화 아디다스코파 문디알（Copa Mundial： 스페인어 

로 월드컵을 뜻함） 출시

1994 1 세대 프레데터 발표. 갑피 부분에 장착된 최첨단 고무 돌기에 의해 회전력과 힘, 볼 컨트롤 능력이 향 

상됨

1995 프레데터 래피어는 더욱 새로워진 고무 돌기 구조로 우수한 볼 컨트롤 능력, 증가된 파워, 향상된 착 

용감을 선보임 . 또한 축구화 중 최초로 접는 형태의 프레데터 설포구조 장착

1996 프레데터 터치는 새로운 트랙션（막대형 징） 시스템을 소개하여, Grip（그라운드에 밀착）이라는 새로운 

단어 창출

스터드, 축구화 역사의 산 중인

축구화의 역사률 살펴보면 제품 개발에 있어 인체공학 

적인 측면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 

다. 초기의 축구화는 발목까지 오는 긴 목을 가진 장화 

형태룔 띠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선수들의 발목을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40년대에 가서야 축구화의 목은 오늘날의 높이로 

내려오게 된다. 재질도 가죽 일변도에서 나일론과 같은 

신소재의 개발로 다양해졌으며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밑창에 대한 개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축구화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스터드의 진화에 있다.

1925년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디 다슬러가 가죽 재질 

의 스터드를 장착한 축구화률 선보였올 때 당시 사람들 

은 이 혁명적인 축구화의 탄생울 기쁜 마음으로 경축했 

다. 이 전까지의 축구화는 미끄럼 방지률 위해 그저 신 

발 밑창에 가죽 조각이나 무거운 쇳조각을 붙여 사용하 

였던 것이 전부였다. 이후 스터드의 재질은 20세기 과 

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무, 플라스틱 , 마그네슘 등 신 

소재로 변해 왔으며 장착 방식이나모양도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1998 프랑스월드컵을 위해 프레데터 엑셀러래이 터 출시. 비대칭 신 끈 묶음을 선보임

2000 프레데터 프리시즌은 최적의 그라운드 밀착력을 제공한 착탈식 막대형 징 시스템을 갖춤

2002 제6세대 프레데터 매니아 출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축구공 I 아디다스 피버노바

Soccer ball 220mm

최초의 축구공은 축구의 발생이 그러하듯 단순하고 원시적이었다.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넣고 그 위에 가죽 

을 입히거나 머리카락 따위로 속을 채운 헝겊덩어리가 사용되었다. 심지어 중세 영국에서는 두개골을 파내 

어 발로 차며 경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의 색깔은 1950년까지는 대개 갈색이었으며 소가죽 재질에 끈 

으로 묶여있었는데, 전후반 시합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공이 터지는 일도 많았다.

FIFA의 규정 어디에도 축구공의 색깔과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둥근 모양으로 가죽 또는 알맞은 재 

질로 무게 410-450g, 둘레 68-70cm' 라는 규정만 정해놓았을 뿐이다. 지금처럼 점박이공이 축구공의 대 

명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월드컵에서 '공인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텔 

스타 가선보인 이후부터이다. 오각형 조각 열두개와육각형 스무개를 꿰매 만드는 지금의 축구공 모양은 수 

학적으로 구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형 태이기도 하다.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부터 축구공의 설계에는 하 

이테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지금까지도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 

식구들은 모로코에서 전문가에 의해 하나씩 손으로 정교하게 기워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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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 대회 공식구 피버노바(Fevernova)

Fevernova n.

열기 (Rever)와 짧은 시간에 환하게 빛나는 별 (nova)의 

합성어로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될 아디다스 사의 

공식구 이름

2002 월드컵 공식구 피버노바

디자인 아디다스

무게 410-450kg

둘레 660mm

압력 0.9-1.1 bar

피버노바 2002년 FIFA 월드컵 공식구 피버노바는 1978년 공식구 탱고에서부터 시작된 아디다스의 공식 

구 디자인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공이다. 피버노바의 새로운 디자인은 한 • 일 양국의 상 

징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황금색은 2002년 FIFA 월드컵에 대해 한 • 일 양국이 노력하는 에너지를 형상화 

한 것이며, 붉은색 불꽃문양은 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터빈엔진 

을 형상화시킨 네 개의 삼각모양은 한 • 일 양국이 이루어낸 산업성장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이는 근래에 두 

국가가 이룩한 기술적 혁신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버노바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공식구인 트리콜로에 처음 사용된 신택틱 폼(Syntactic Foam) 기술을 

좀더 발전시켜 만들어졌다. 신택틱 폼은 새롭게 고안된 소재로서 미세하면서도 극도로 압력이 높은 공기 방 

울들을 일정한 크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 어 떤 기후상황에서도 공의 원주율과 에너지 호환을 일정하게 유 

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축구공 표면의 반발력을 향상시키고 공을 항상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 또 

한 공의 진행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匚卜. 또한 세 겹으로 구성된 기본 패널은 삼차원적 기능성을 가 

지도록 하여 공을 항상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공의 진행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⑥ 역대 월드컵 공식구

텔스타(Telstar) 1970년 멕시코 월드컵. 텔스타라는 명칭은7이년 멕시코 월드컵이 세계 최초로 위성 생방 

송되었다 하여, '텔레비전 속의 별 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텔스타는 손 

으로 꿰맨 32개의 패널(12개의 검정 오각형 모양과 20개의 하얀 육각형 모양)로 이루어져 완벽에 가까운 

구 모양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당시 축구사에 혁명적인 변화로 기록되고 있다. 텔스타는 검정오각형 점박이 

가 있는 최초의 흰색 축구공이며 현재까지 모든 축구공 디자인의 전형으로 통한다.

텔스타/칠레(Telstar and 아lile) 1974년 독일 월드컵. 74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두 개의 공식구가 사용 

되었다. 지난 70년 월드컵의 공식구 텔스타에 새겨진 황금색 글자들이 검정색으로 대체되었다. 아디다스는 

텔스타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체 패널들이 흰색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공식 

구 칠레를 선보였다.

탱고(Tango)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1978년은 유명한 아디다스 탱고 디자인이 선보여 아디다스 축 

구공 디자인의 고전을 다시 이룩했던 해이기도 하다. 삼각모양이 새겨진 20개의 패널과 12개의 동일한 원 

으로 디자인된 탱고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까지 기본 표면 디자인으로 충실히 유지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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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 스타 (Telstar)

아즈테카 (Azteca)

W 스타/칠레 

(Telstar and Chile)

에부르스코 유니코(Etrusco Unico)

탱고 에스파냐(Tango Espana) 

트리꼴로 (Tricolore)

탱고 에스파냐(Tango Espana) 1982년 스페인 월드컵 . 디자인은 기존의 탱고 디자인에서 약간 변형되었 

으나 기능적 혁신을 이룬 공이匚卜. 가죽과 폴리우레탄이 결합된 최초의 공식구이며 , 최초로 방수 가죽을 사 

용하여 공에 물이 스며들었을 때의 무게를 최소화하였다.

아즈테카(Azteca) 1986년 멕시코 월드컵. 탱고의 삼각무늬에 고대 아즈텍의 벽화문양을 형상화시켰다. 

최초의 인조피혁을 사용하여 수분의 흡수를 방지하고 공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에부르스코 유니코(Etrusco Unico)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즈테카보다 더 향상된 인조피혁으로 만 

들어졌으며 , 폴리우레탄 폼(Foam)이라는 내부층을 가지고 완전 방수효과와 빠른 속도를 지향한 축구공이 

었다. 각각 20개의 탱고 문양 안에는 이탈리아의 장엄한 고대 유적인 에트루리아 사자머리문양이 삽입되어 

이탈리아의 고대 문명을 보여준다.

퀘스트라(Questra) 1994년 미국 월드컵 . 브毕색 폴리우레탄 폼(Foam)층을 통해 고도의 에너지 반발력을 

선보인 공이었다. 퀘스트라는 별들의 향연 이라 의미로 미국의 개척사를 표현한 이름이다.

트리콜로(Trie이ore)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초의 원색 월드컵 공식구로서 프랑스 국기의 3색과 프랑스 

국가의 전통, 프랑스축구연맹의 상징인 수탉을 표현하기 위해 트리콜로(세가지 색깔)라고 명명했다. 기술 

적인 측면에서는 신택틱 폼(Syntactic Foam)이라는 첨단 신소재를 개발, 적용했다.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Mascot 180mm

스포츠 마스코트의 일차적인 역할은 해당 대회나 팀의 홍보이다. 팀 마스코트의 경우 다른 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 

로 마스코트는 인형이나 열쇠고리와 같은 각종 기념품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스 

포츠 마케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마스코트가 비례와 형태에 있어 단순하면서도 특징을 잘 드 

러낼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2002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가 들어간 제품 

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는 마스코트를 빠징코에 적용하기까지 했다. 마스코트의 주 

인공이 3명이라는 점에 착안, 동일 마스코트 3개가 한 줄로 맞으면 당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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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ot n.
길복(吉福)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간직하거나 섬기는 

사람, 물건 또는 동 식물.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말하는 마녀 (masco) 또는 작은 마녀(mascot)에서 

유래된 말.

2002 월드컵 마스코트

디자인 인터브랜드

제작기간 10개월

특징 공동개최를 감안한 다수의주인공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3D 입체제작 

스토리를 가진 서사구조 도입

당초 2002 FIFA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제작은 엠블럼 ,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암초에 부딪혀야 했다. 

최초의 공동주최임을 감안할 때 마스코트가 한국과 일본 어느 한 나라만을 상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작 

사인 인터브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지구를 떠나버리는 것이다. 가상 

의 우주공간에 사는 축구를 좋아하는 종족, 거기에 교묘하게 한국과 일본, FIFA를 결합하여 아토(ATO)와 

니크(NIK), 그리고 케즈(KAZ)라는 개성 있는 캐릭터를 창조하였다. 각 캐릭터의 이름은 전세계에서 제안 

된 1,500여 가지의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이름 중 환경친화성, 세련미, 발음, 차별화, 의미 부정적 이미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아트모(Atmo) 'Atmo冲here' 에서 따온 말로 축구를 좋아하는 아트모족이 살고 있는 가상의 세계. 아트 

모족은 스페릭스(The Spheriks)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입자로 되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니크(NIK) 머리가 좋고 영리하며 , 학구열에 불탄다. 몸이 빠르고 터프하지만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 약점. 한국을 상징하는 캐릭터이지만 한국적인 색채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토(ATO) 마스코트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스승. 재미있고 다재다능하며 , 인생경험도 풍부하다. FIFA를 상 

징하는 캐릭터.

케즈(KAZ) 이것저것 꿈이 많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고 몽상가 기질이 강함. 매사에 사려가 깊다. 

일본을 상징하는 캐릭터.



⑥ 월드컵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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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Plate
마스코트 스탬프 세트

2002 FIFA WORLD C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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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역대 마스코트

월드컵 마스코트는 66년 잉글랜드대회 때 영국 유니언잭 문양을 형상화한 사자 윌리 로 첫선을 보였다. 70 

년 멕시코, 74년 독일, 78년 아르헨티나대회에서는 개최국을 상징하는 전통 모자나 유니폼을 입은 소년을 

형상화하였으며 이후 주로 사람이나 그 나라를 상징하는 토산품이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90년 이탈리아 

대회 땐 축구공 머리에 이탈리아 반도와 국기 색상을 형상화한 막대기 인간' 이 선보이기도 했다. 동물 캐 

릭터' 는 66년 윌리 이 후 30년 가까이 맥이 끊겨오다 94년 미국대회 때 축구공을 밟고 있는 개 스트라이 

커 로 재등장하였다.

1966 영국•윌리（Willie 사자）

1970 멕시코-후아니토（Juanito 소년）

1974 독일-팁 앤 탑（Tip and Tap 두 소년）

1978 아르헨티나-가우치토（Gau아lito 소년）

1982 스페인-나란히토（Naranjito 오렌지）

1986 멕시코-피케（Pique 고추）

1990 이탈리아-치아오（Ciao-stick figure player）

1994 미국-스트라이커 （Striker 개）

1998 프랑스不티 （Footix 수탉）

1990년 치아오 (Ciao) 1994년 스트라이커 （Striker） 1998년 푸티 (Foo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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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http://www.city.osaka.jp/korean/ 
고베 http://www.city.kobe.jp/index-e.html 
오이타 http://www.pref.oita.jp/10200/korean/

Official Partners 

adidas http://www.adidas.co.kr
AVAYA http://www.avaya.co.kr/worldcup/ 
Budweiser http://www.budweiser.com 
CocaCola http://fifaworldcup.cocacola.co.kr 
FUJI FILM http://home.fujifilm.com/worldcup_e/index2.html 
FUJI XEROX http://www.fujixerox.co.jp/eng/ 
Gillette http：//www.gillette.c 이ti

HYUNDAI http://fifaworldcup.hyundai-motor.com 
JVC http://www.jvc.co.kr 
KT http://ktfifaworldcup.kt.co.kr 
MasterCard http://wcup.mastercard.com 
McDonald's http://www.mcdonalds.co.kr 
PHILIPS http://www.philips.co.kr
TOSHIBA http://www.toshiba.co.jp/soccer/world/
YAHOO! http://kr.sports.yahoo.com/fifaworldcup/

Local Suppliers

금강고려화학 http://www.kccworld.co.kr 
대한항공 http://www.koreanair.co.kr 
롯데호텔 http://www.lottehotel.co.kr 
주택은행 http://www.hncbworld.com 
푸人코 http://soccer.posco.co.kr 
현대해상 http://www.hi.co.kr/world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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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관련도서

r2002 월드컵 가이드」, 장원구, 중앙M&B, 2002

r2002 FIFA 월드컵 공식가이드북」, 중앙M&B, 2002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 현대건축사, 2001

「월드컵 10대도시 100배즐기기」(100배즐기기 시리즈24),

편집부, 중앙M&B, 2002

「월드컵 유치비화」, 이연철, 동문사, 2002

「월드컵 이야기」, 유희락 편, 문학사상사, 2002
「월드컵 프리뷰공식가이드」, 편집부, 중앙M&B, 2001
「월드컵의 역사」, 마쓰오카 히로시, 푸른미디어, 2001

「월드컵 축구백과」, 박기만, 월드컵백과간행회, 2002
「전주 월드컵 경기장(구조설계)」, CS구조엔지니어링 편, 태림문화사, 2000

「축구 아는 만큼보인다」, EDITORIAL SOL90.S.L., 아이세움, 2002

「축구」(창해 ABC북 36), 브누아 아이메르만 외 창해, 2001
「축구의 역사」(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96). 알프레드 바알, 시공사, 1999

<CA 37： 월드컵 경기장〉, 편집부, 현대건축사, 2001.5월

http://fifaworldcup.yahoo.com/kr
http://www.fifa.com
http://www.2002worldcupkorea.org
http://www.jawoc.or.jp
http://www.asian-football.com
http://www.2002culture.or.kr
http://www.hostbroadcastservices.com
http://worldcup.seoul.go.kr
http://worldcup.inpia.net
http://english.2002suwon.net
http://worldcup.metro.daejeon.kr/Korean/
http://www.worldcupjeonju.com
http://2002.gjcity.net
http://www.worldcup.daegu.kr
http://worldcup.rnetro.ulsan.kr
http://www.busanworldcup.net
http://www.2002seogwipo.com
http://www.worldcup-sapporo.com
http://www.worldcup-miyagi.com
http://www.pref.ibaraki.jp
http://www.2002saitama.com
http://www.city.yokohama.jp
http://www.pref.niigata.jp/worldcup/
http://www2.shizuokanet.ne.jp/worldcup/
http://www.city.osaka.jp/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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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didas.co.kr
http://www.avaya.co.kr/world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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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faworldcup.hyundai-motor.com
http://www.jv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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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cup.mastercard.com
http://www.mcdonalds.co.kr
http://www.philips.co.kr
http://www.toshiba.co.jp/soccer/world/
http://kr.sports.yahoo.com/fifaworld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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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ncb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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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co.kr/world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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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

Second Week
8시 4

Third Week
15-21

Month Forth Week
22~28

Fifth Week
29~31

Point Day
관련협회 및단M 행사

。2002년 디자인4 
신년인사회 (KDC) lanuary

。侬회 경영포럼

:(KDC)

전람회 개촤요강 공고 (2J8)
February

。저110회 경영포럼

O2002 회 경영포럼

。우수산업디자인 (GD) 
상푱선정계획 공고

。리빙디자인제어 

； (디자인하우스

oe■디자인아카대미 

은라인교육 게시 

(www.edaor.kr)

；。제3회 색채표준 세미나

： (한국색채학회)

。E-mail Exh*沛on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홰

。디자인브랜드 

벤처전몬과 과정

(KDC/ 鐺-7월)

。디자인워크삽

(KDC/ 7월-8월)

。甘디자인정규 교육과정 

(KDC/ 7*8월)

。디자인빈처아이디어공모전 

사압공고

。디자인인큐媚이터 게관식 

(KDC)

。디자인컨설턴트 교육과정

(5崔니어幻

。재37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KDC / 52너2) 
개악식 / 52)

。2002년 디자인기반 

기슬개방사업 시행 

用 획 공고 (4.6)

OAPF국제안중자격

(아트国키지)

취득과정 (KDC/ 4普£월)

。우수산업디자앤  G미 

상풍선정
결과工표 (KDC/ 7.19)

연구■ 붕한 디자인신업 

휴화전락연구 보고서 발긴

,------------------------------------ ・------------------------------------.
： 。산업디자인 • 포장 가술계발 ：。제37회 대한안국 산업디자인 澧

사업 운영요령 고시

。디자인혁산상퐁 개발사업 

시챙胃*공고

O2002 우수디자인 잔운회사 

선정 발표 (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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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색채학회)(KDC)

O20Q2 제3회 경영포럼

O2002 재5회 경영포럼

。디자인벤처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KDC)

。2002 봄학슬대회 

(한국디자인학회)

。색체전운인력양성

고급과정 (KDC/ 6S-78)

；。한샘국제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한생)

：。색채과학 잋 디자인 워크삽 

： (한국섹체학회)

。智디자인 기횤 전문과정 

(KDC)

。성남국제디자인 워크숍 

(KDCZ 9.5-7)

o播기 캐릭터영상 

디자인 전문과정 

(KDC/ 5国T2월)

。색채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KDC/ 92너3)

。제2회 색아暑표준 세미나

(한국색체학회)

。패키지컨설턴트

잔몬과정｛KDC/ 6워~8워)

!。한 중상허보석쇼

。조형디자인 워크샵 (KDC) ： (15闺

O2002 Success Design 
상풍 선정 발표 (KDC)

。디지II디자인 컨퍼런스 

(KDC)

：。胃기에 Id Diamond세미나 

i (KJM)

；oThe Web for Designer
： 2002 (한국인포디자인협회)

。디자인 ©-Market 
오픈 里 designdb.com 
왜사이트 개편 (5.1)

OAPF국제안증자격

(포장관리사)처독과정 

(KDC/ 5晋-8월)

。감성재품개발 서미나

(KDC)

。한국디자인 혹성

O2002 재2회 경영포럼

Good Design 상훔 

전시홰개막식/53) 
(SETEC/ 5.31-6.5)

이C1DP창립 32주년기념일

O2002 커뮤니케이션

디자안국제공오전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2002 幫드헙개최 및

서올시 문화상장

「r-Shi但 전

: (커뮤니”이션디자인협회)

。대한안국 디자인 및 

브랜드 대상 공고

。쥬얼리웨딩산업 

디자인박랑회 (KK)
O2002 제4회 경영포럼 i 。교원직우연수 

(KDC/ 7.22-82)

。대학생 영상광고 워크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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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안빈세스 

조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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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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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널디자인 컨퍼런스

(KDC/ 10율)

。잔국대학생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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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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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002 제6회 경영포럼

:。디자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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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DD DESIGN

2002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 선정계획

1. 접수기간 2002. 5. 29(수) 〜 5. 3K금), 3일간

2•접수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3. 선정대상품목

가. 제품디자인 :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 

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나. 포장디자인 :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다. 환경디자인 :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라. 캐릭터 디자인 : 자기만의 성격과 특징 생명력을 갖는 형상을 그림이나 사진 

둥으로 표현한 모든것

마. 외국상품디자인 : 국내외에서 유통 판매되는 외국 브랜드 상품류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함

4. 신청대상

선정신청일(최종일 기준)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5. 신청자격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

6. 주최 및 주관 산업자원부(MOCIE),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7.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우편번호 463-071) 

한국디자인진흥원 혁신지원본부 개발기 획 팀

TEL : 031-780-2082-6 / FAX ： 031-780-2087 紛

URL : www.designdb.com

Kidp 한국디자인진홍원

http://www.designd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