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I(Museum Identity) 발표  

『UUL(울) 국립서울미술관 브랜딩』기자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9월 30일 (금)요일에 종로구 소격동(구 기무사 부지)에서 건립중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성격, 이름, 로고 등이 담긴 새로운 브랜드 명칭 『UUL국립서울미술관』

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립서울미술관의 커뮤니케이션 명칭 'UUL'(울)은 '우리'의 줄임말이자 서울의‘울과 

울타리의 순 우리말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들의 미술관' 이라는‘UUL

국립서울미술관’의 컨셉을 표현하여 더 이상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공간이 아닌, 언제나 열려 

있는 예술과 문화의 울타리라는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역할을 담았으며, 서울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써 미술관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UUL국립서울미술관 로고는 커뮤니케이션 명칭 'UUL'을 상징화한 워드마크로, 점과 선으로 

표현된 'UUL'의 이미지는 나무와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과 전통성, 현대성을 연계 상징하는 

이진법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또한 디지털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성과 첨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이미지로써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배양하는 문화 유기체로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미술관을 표현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새로운 MI 발표와 함께 UUL국립서울미술관의 공사장 가림막을 파격적인 

현대미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선보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0년 첫 번째 아트 

펜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정서영 작가의 작품을 설치했고, 올해 두 번째 아트 펜스 프로젝트로 

광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석씨의 작품을 설치했다. 미술관 내, 외부 공간의 현장 제작 

설치 작품들이 순수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경우는 많았으나, 광고 전문가의 작품으로 

벽면을 꾸미는 것은 이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 시대의 광고가 팝 아트와 같이 대중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광고 대회를 휩쓸며 

화제가 된 이제석의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파괴, 탈피, 혁신적인 

이미지와 걸맞다고 판단했다.

이번 아트 펜스는 주제 구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미술관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나열된 

미술관 정면의 가림막에는 미술관의 오픈을 티져 형식으로 알리는“벌거벗은 미술관: Naked 

Museum”이 전시되고, 코너를 돌아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측면 벽면에는 “이게 정말 한국이야? 

Amazing Korea”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놀랄 만큼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을 홍보하는 작품이 

설치된다.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놀라움과 파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미술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자, 대중들을 향해 권위와 위엄을 벗어던지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UUL국립서울미술관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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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새로운 브랜딩,『UUL국립서울미술관』 발표

어메이징(AMAZING Korea)과 네이키드(NAKED Museum)를 주제로 UUL

국립서울미술관 공사장 가림막의 파격적인 변신

UUL국립서울미술관의 현장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설치 및 다채로운 홍보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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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UUL국립서울미술관은 10월 말경에 북촌로길에 접해있는 미술관 부지에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여 UUL문화상품 판매 및 2013년에 개관할 새로운 미술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UUL국립서울미술관’새 이름의 탄생을 일반 시민들과 같이 축하하기 위해 

인사동에서부터 UUL까지 극단 몸꼴이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9월30일~10월2일, 3일간 펼친다. 

또한 서울스퀘어빌딩 미디어캔버스에 ‘UUL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을 상영하고, 광고영상작품 

공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UUL국립서울미술관 홈페이지(www.uul.go.kr) 또는 전화 02) 2188-6000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첨부 1. UUL 네이밍 설명자료

          2. 아트팬스 설명

사업개발팀 김윤희 홍보관 Tel 02.2188.6072   정진아 Tel 02.2188.6232

서울관건립운영팀 곽면승  Tel 02.2188.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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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L 네이밍 설명자료

1. UUL(울)의 의미(Verbal Meaning)
  ○ 국립서울미술관의 커뮤니케이션 명칭 'UUL, 울'은 '우리'의 줄임말이자  서울의 ‘울’과  울타리의  
      순 우리말로써‘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들의 미술관' 이라는 ‘UUL국립서울미술관’의 컨셉을  
      표현
  ○ 또한, 더 이상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공간이 아닌, 언제나 열려 있는 예술과 문화의 울타리라는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역할을 담았음
  ○ 'UUL, 울'은 명칭에서 서울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세계를 향한 서울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써의    
      미술관의 위상을 나타냄

2. 시각적 의미(Visual Meaning) ⇒ 살아 숨쉬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명칭 'UUL'을 상징화한 워드마크로, 점과 선으로 표현된 'UUL'의 이미지는 나무와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과 전통성, 현대성을 연계 상징하는 이진법으로 표현한다. 이는 또한 첨단 
   디지털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며. 즉, 감성과 첨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이미지로써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배양하는 문화 유기체로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미술관을 표현한다.
   또한, 대중과 함께 숨쉬고 소통하는 미술관의 모습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리 문화의 
   척도로써 국립서울미술관의 위상을 담았고, 점과 선의 경계가 흐르듯이 이어지는 모습에서 
   국립서울미술관의 건축 컨셉인 'Shapeless Museum'을 나타내기도 한다.

3. 시그니춰 국문 / 영문 / 국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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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타입 국문 / 영문

- 컬러시스템 메인 /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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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 활용 조형물 설치개요

1. 설치개요
  ○ 가 림 막 : 길이 343m, 높이 4.4m ~ 6m
  ○ 조형물 설치 : 길이 227m, 높이 가림막 상단 위 1.6m ~ 2.4m 
  ○ 기획 및 디자인 재능기부 :　이제석 광고연구소 WWW.JESKI.ORG
  ○ 이재석(1982) 대구 生
      지방대 출신 간판쟁이에서 세계 광고제를 대거 휩쓸며 세계적인 광고 디렉터로 성장한 이제석은 현재  
이제석 광고연구소를 설립해 파격적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한 사회 공익광고를 펼치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강남 경찰서 부엉이와 광화문 이순신 장군‘탈의중’공사 가림막이 있다.

2. 조형물 설치의도
 □ 기획의도
  ○ 예술가와 대중간의 상호 작용 하고, 창의적 에너지와 다양한 사고가 만나며, 미술관 개념을     
재정의하는 시각적 비전을 제시
  ○ 가림막에 설치된 조형물은 미술관의 전통적 기능과 현대 미술 사이의 관념적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며, 진화하는 현대미술로 인식되어 대중들에게 즐거움으로 다가가서 놀라움과 파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미술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자, 대중들을 향해 모든 것을 벗어던진 미술관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메인 컨셉
  ○ 벌거벗은 미술관 : "NAKED Museum"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접합했는데, 과거의 유명한 청사진이 되어버린 
미술품들의 인물들을 이용하여 현대적 미술 관점에서 재해석 한 것이며,NAKED "벌거벗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꾸밈없는" 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전적 의미는 "벌거벗은"으로 쓰이고 
있지만, 관용적(慣用的)표현으로는 "솔직한",  "꾸미지 않은" 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이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편안한 미술관의 솔직함을 표현 한 것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신윤복, 반 고흐)
   - 메인 카피
     · Museum got naked, Naked Museum
     · It's open for all        · We'll show you everything
     · Nothing's between you and art
  ○ 세계가 놀란 한국 : “AMAZING KOREA”
      담장을 넘어 눈을 똥그랗게 뜨고 놀란 외국인들의 사진은 몰라보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인들의                   
놀람을 표현한 것이며, 지리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성 예술 작품이다. 세계 규모의 현대 미술관 시공을 포함한 놀랄 만큼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 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을 안겨주기 위함(전 세계인의 
이미지를 활용: 동서양, 백인, 흑인, 노인, 어린이)
   - 메인 카피
     · Come and See You'll Know Why.
     · Is It Really Korea? · You'll Never Believe What's on in Here
     · You Won't Believe Your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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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펜스 총괄 기획자 이제석씨 인터뷰  (*이제석 광고연구소 제공) 

이번프로젝트는 흉물스러운 공사 가림막을 미술작품으로 탈바꿈하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가림막 전체를 거대한 실사 인쇄물 매핑 대신 위 아래로 간단한 구조들만으로 담벼락을 
탈의실 커튼처럼 재치있게 연출해서 보는 이들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주고 제작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과를 노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전에 “탈의 중”이라는 제목의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가림막 
디자인과 최근 강남 경찰서 벽면에 창문을 이용해 눈에 불이 들어오게 한 부엉이 벽화, 그리고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 동대구역사 홍보 설치물도 같은 맥락이다. 

길 바로 건너편에는 바로 청와대가 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다는 점에서 동양과 
서양, 올드와 뉴가 공존하는 흥미로운 공간임으로 이번 작품이 큰 이슈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으나 
한편으로는 거대한 사이즈의 모나리자의 전신누드의 여성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항의가 염려되어 나무를 
심어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 

 " 벌거벗은 미술관" 의 기획배경에는 미술 시장에 대한 이제석 대표의 불만이 깔려있다. 작품들의 카피 
글귀 가운데, 누굴 위한 예술인가? ( Art for whom? Art for All!! ) 라는 글귀가 있다. 이 글씨는 마치 데모 
시위꾼들이 그려놓은 듯이 격렬하게 락카 스프레이로 강렬한 어조로 씌어져 있다. 

사실 대중들은 예술로 철저히 외면되어져 왔다.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미술가들이나 고상한 
취미생활로 갤러리에 드나들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또한 미술은 일반 대중들이 다가 가기에는 너무나 숭고하고 심오한 세계라 오직 특수한 사람들만의 
숭고한 성역이라는 통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관과 박물관들의 문턱이 높았다. UUL
국립서울미술관이 대중과 골수 예술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징검다리 네트워크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마음과 한국의 예술과 문화 발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제석 광고연구소측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아이디어와 아트 웍 전체를 기꺼이 재능 기부했다고 밝혔다.

덫붙여 이 대표는 " 우리 후손들이 쓰게 될 미술사에는 조각과 페인팅이 아닌 3D 영화, 전자오락 그리고 
광고 디자인이 21세기를 대표하는 미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3. 조형물 설치 이미지
가. 서울관 진입부(동십자각에서 삼청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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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관 정문(삼청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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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관 모퉁이(북촌길 정독도서관 방향)

 

  다운로드 (작품 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oca.go.kr

 - 아이디  mocapr

 - 암호  0987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 [마이디스크 - 전시홍보] ▶ 

   [보도자료] UUL 국립서울미술관 MI 발표 및 브랜딩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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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석 약력 

2005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 졸업

2008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졸업

현재 예일대 디자인 석사 과정 중 / 2012년 졸업예정

세계 유수 광고 공모전에서 50여개 수상

사회활동

2010 청와대 대통령 직속기관 미래기획의원(최연소)

2010 민선5기 서울시 홍보대사 

2008 제 1회 경상북도 독도수호 해외자문위원 

2009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홍보자문위원 

2009 한겨레 신문사 기획 요원 (이제석의 광고세상 연제)

2009 전 월드비전 홍보자문위원

2009 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대구 경북지구 홍보대사

2009 적십자사 대구 경북지사 홍보대사

2009 환경재단 홍보 기획요원

2011 중등학교 미술교과서(지학사) 작품수록

전시회 및 쇼케이스 

2009 스위스 바이벨"Quality has a fom. red dot presents : Excellent communication design in Basel" 레드닷 수상 

전시회

2009 비엔나 뮤지엄 Vienna's Museum Quarter 그룹전 

2009 China Millennium monument in Beihiing 레드닷 수상 그룹전 

2009 북한 핵미사일 반대 평화반전 캠페인 Meals not missiles.(워싱턴 포스트지와 미국 글로벌 코올리션 포 피스사와 

공동)

2009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 환경포럼 초청 작가 환경 캠페인 전개

2008 뉴욕 독도수호 게릴라 캠페인운동 'Stop lsland Theft' 전개

2008 미국 게릴라 반전 캠페인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뿌린대로 거두리라)

초청강연

2011 UN 뇌 교육 협회 초청강연

2011 현대자동차 초청강연

2011 일본 고베시 크리에이티브 초청강연

2010 삼성생명 리더쉽 트레이닝 초청강연

2010 일본 오사카 EAST DESGIN 컨퍼런스 초청강연

2009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재외동포 언론과 국가브랜드' 초청강연

2009 아름다운 재단 주최 ‘비영리 컨퍼런스' 초청강연

저서

2009 저서 <광고천재 이제석> / 교보문고 자기개발서 7주간 베스트 셀러

언론 

SBS 저녁 8시 뉴스 출연 '뉴욕의 광고천재'(2007년 6월)

조선일보 주말섹션 'Why'"세계 최다 광고상을 받은 이제석의 광고시장 종횡기' (2009년 11월 7일)

YTN 핫 이슈 피플 세계가 인정한 광고천재 이제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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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저녁 8시 뉴스 출연, 아침 9시 뉴스출연 '맨하탄 독도수호캠페인' (2008 9월)

MBC 뉴스 데스크 '세계가 반한 광고인 이제석' (2010년 2월)

KBS 생방송 오늘 '2010년 2월‘

KBS2 미녀들의 수다 - '대한민국 핫이슈 광고인 이제석'

MBC 명랑히어로 출연 '독도지킴이' (2008년 10월)

KBS2 그것이 알고 싶다. 51회 "독도의 적은 누구인가?"편 출연 2008년

TBC /SBS 생방송 투데이 '이제석이 만난 아프리카' 1,2부 (2009년 7월) 특집 앙코르 (2009년 8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광고천재 이제석”편 출연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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