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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에서 디자인의 역할
“Walk good!”-싱가포르 도시철도(MRT) 2호선 산사태방지 지지기반 펜스 디자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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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good!”-Singapore MRT No. 2 subway line Construction fence Design project

유 창, 안 병 진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Liu-Chang, Byoung-Jin Ahn

Dong 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Dept, Dong seo University

 요약

최근 몇 년 사이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단순 기능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던 공사장 펜스에 공공디자인을 통한 환경그래픽을 

적용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연구소가 싱가포르 도시철도 공사현장

의 펜스에 적용한 디자인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곳 그 도시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도시는 유기적으로 거대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과 도로의 확충과 확장으로 무수히 많은 토

목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그 중 공사현장에서 가장 바깥쪽

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공사장의 경계를 짓는 가림

막인 펜스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

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연

구소가 SK건설과 진행한 싱가포르 지하철(MRT) 2호선 펜

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연구진행 및 결과를 통해 공사장현

장의 바람직한 환경디자인을 제시하고, 공사장 펜스에 디

자인을 통한 아름다움을 접목하여 딱딱하고 번잡스러운 

공사장에 새로운 문화의 적용을 통해 공간의 재해석과 국

내 공공디자인이 해외에 진출한 보기 드문 사례이므로 그

것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10년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

팅 연구소가 SK건설과 진행한 싱가포르 도시철도 도심선 

2단계 사업 중 951공구 뷰티월드역~힐뷰역 간 연장 

2.3km를 공사현장의 산사태방지 지지기반 펜스에 적용한 

공공디자인 “Walk good!” 프로젝트 이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기초적인 문헌연구를 실시, 둘째, 디자인 컨셉 도출, 

셋째, 디자인개발 및 적용이다.

Ⅱ. 건축공사현장과 환경그래픽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도시

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면 현대식 마천루인 초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올라가고 있다.

사진1.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 펜스에 적용된 환경그래픽

 

  또한 도심 곳곳은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

의 토목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그 곳에서 

삶을 영위 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단순 

기능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던 공사장 펜스에 공공디자인을 

통한 환경그래픽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런 환경그래픽이 최근 공사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시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것은 공사현장을 가리는 설치물에 불과하다는 일반적 관

념을 타파하고, 주변 공사현장의 환경개선의 기능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환경조형물로써 지역에 문화

적 정서를 반영하는 도시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싱가포르 도시철도 - "Walk good!" 
펜스 디자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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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도시철도 2호선은 건축규모가 크고, 공사기간

이 길며, 따라서 펜스에 적용된 디자인은 공사의 역동적이

고 활발한 이미지를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Walk good”은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지하철 건설의 전지구적 문제인 지

구온난화, 유가상승 등 에너지 문제 앞에서, 지하철은 가

장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하였다.

1. 대상지 분석 

  싱가포르 지하철 2호선은 공업구역의 원리(文礼)역에서 

출발하여, 시내중심의 단룽바거(丹戎巴葛)에서 종착하며, 

여기서 공항방향에서 오는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선로는 싱가포르를 남북 두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동

서방향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의 중심구간이다. 도시철

도 공사현장은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 가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이곳에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가로 100m 높이 

2.5m 철골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2호선의 이용

하는 승객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며 문화수준이 높고, 유행

에 민감하며 비교적 강한 예술적 감상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진2. 싱가포르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핸스 설치공사 

출처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연구소

2. 디자인 컨셉 

  공사장 현장에 설치될 도시갤러리 작품 컨셉은  아트월

의 개념으로 “성공을 향한 행복한 발걸음”을 이미지화 시

켰다. walk good이란 “성공하세요!”란 의미로 다양한 사

람들의 힘찬 발걸음들을 조형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걷는 

모습의 형상과 함께 “walk good!” 타이포 그래픽이 어우

러져 열심히 살아가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이미지를 감성

적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3.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이미지 표현방법은 철골구조물을 캔버스로 활용하여 흰

색바탕에 걷는 형태를 블랙 라인드로잉으로 표현하였고 

그래픽이미지와 어우러진 “walk good!”글자는 빨간색으로 

페인팅하여 시각적 임팩트가 있도록 하였으며 도심 갤러

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예술공간으로 조성하

고자 하였다. 

사진3. 싱가포르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핸스에 환

경 그래픽 작업하는 모습 출처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연구소

  “walk good”은 간단하고 분명하며 강력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주는 구도이다. “walk good” 컨
셉의 특징은 전지구적 온난화 문제 앞에서 지하철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 하였다.

사진4. 싱가포르 지하철 2호선 팬스에 설치 완료된 모습

출처 : 동서대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연구소

Ⅳ. 결론

  토목공사 현장의 환경그래픽의 등장은 사람들의 생활수

준과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발전했으며,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생활 속 깊이 밀착되어 지고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환경그래픽이 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쉽게 시민들이 접촉하고 인지함으로써, 시각적 공

해요소로 인식되었던 공사현장이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새로운 예술적 문화코드로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전문디자이너의 참여로 인포메이션 전달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시도 하고 있으며,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다. 마지

막으로 환경그래픽이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적이고 현대

화적인 감성으로 토목공사장의 환경개선에 있어 보다 대

중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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