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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디자인(알레산드로 멘디니 작업) 상업적 활용 허용
- 디자인 사용 사전협의 후 상품으로 제작ㆍ판매 가능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나라꽃 무궁화를 주제로 새롭게 해석한 무궁화
디자인(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멘디니 작업)을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개방하기로 한 무궁화 디자인은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무궁화의 꽃
말인 ‘영원,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형요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참신하게 해석된 무궁화 디자인이다.
□ 개발된 무궁화 디자인은 지난해 텀블러, 친환경 가방(에코백), 연필세트
등의 사무용품과 모자, 여권지갑 등 의 여행용품 총 30여 종의 시제품
으로 제작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사용설명서를 제공했다.
○ 올해 8월에는 무궁화전국축제 행사기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의 상품 전시ㆍ홍보를 개최
했으며 “예쁘다”, “갖고 싶다” 등 큰 관심과 판매관련 문의가 잇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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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익 및 홍보목적으로만 디자인 사용을 허용하여 디자인 이용
ㆍ확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상업적 활용 허용으로 무궁화 디자인
이용이 확산하고 다양화되어 무궁화 상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다만,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산림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디자인의 상징성, 저작의도 등을 감안 올바른 디자인적용을
위한 절차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휴양복지 > 도시숲/무궁화
>무궁화자료실에서 디자인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업적 활용 문
의는 산림청 무궁화 담당 부서(☎042-481-8833)로 하면 된다.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젊은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유
쾌하게 표현된 무궁화 디자인이 다양한 상품에 적용ㆍ판매되고 확산하
여 친근한 나라꽃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무궁화를 사용하고 접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전시홍보 행사 안내문.
첨부파일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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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전시홍보 행사

▶ 시제품 전시 및 홍보행사(2021.8월, 국립세종수목원)

▶ 디자인 개발(2018.12월)
알레산드로 맨디니
(Alessandro Mendini)
·1980년부터

포스트모더

니즘의 세계 최고 디자이
너로 활동

“미적으로 아름답지만 긍정적이면서 친근한 기운을 담아 무궁화 디자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을 하면서 무궁화의 꽃말인 ‘영원, 섬세한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조형요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조합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무궁화의 형태는 유지하되, 꽃술을 유쾌하게 표현하여 개방적인 동시에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무궁화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를 더욱 더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궁화 패턴 및 디자인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2차원과 3차원이 가능

◦종이에서 섬유, 유리,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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