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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

‘서울라이트 DDP’의 사전 포럼- Your Dream Space’ 12/8(목) 오후2시 개최

 - ‘내 안의 우주를 찾아서’라는 주제,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형태로 구성

 - 미디어아트(서울라이트 엔자임, 범민 작가) & 건축(김찬중 건축가) & 과학(문홍규 천문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리는 우주적 삶의 이야기

<서울라이트 DDP>는 국내를 대표하는 초대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로 우주적 삶(Designing 

Life at the Universe)’이라는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22m 외벽에서 오는 12월 

17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라이트 DDP>는 ‘내 안의 우주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미디어아트(서울라이트), 건축,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야 우주에서의 일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주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벼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라이트 DDP’의 사전 포럼- Your Dream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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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서울라이트  DDP 포럼 소개

[서울라이트 DDP 포럼]

○ 일 시 : 2022. 12. 8.(목), 14:00 ~ 15:45

○ 장 소 : DDP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ddp 유튜브 채널)

○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OwDr3H 

○ 참가비 : 무 료

○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3:30~14:00 30’ 참가자 입장

14:00~14:03 3’ 개회 및  소개 전은경 디자인 저널리스트

14:03~14:08 5’ 인사말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14:08~14:10 2’ 세션 소개 전은경 디자인 저널리스트

14:10~14:25 15’ 세션 1: Seoul Light DDP 작품소개 엔자임(Nsyme) 뉴미디어 아티스트 

14:25~14:40 15’ 세션 2: Seoul Light DDP 작품소개 범민 그래피티 아티스트

14:40~14:55 15’ 세션 3: 예술영역에서 본 우주 김찬중 건축가

14:55~15:10 15’ 세션 4: 과학 영역에서 본 우주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

15:10~15:40 30’ 토 론 전체 발표자

15:40~15:45 5’ 서울라이트 소개 전은경 디자인 저널리스트

https://bit.ly/3OwDr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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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서울라이트  DDP 포럼 참여 연사 소개

모더레이터: 전은경 디자인 저널리스트

월간 <디자인> 전 편집장, 디자인&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전문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월간 <디자인>에서 기자, 편집장으로 일하며 국내외 디자이

너와 건축, 산업계 인사를 인터뷰하고 다양한 디자인 영역과 트렌드에 관한 기사

를 쓰고 기획했다. 

1) 엔자임(Nsyme) 뉴미디어 아티스트 환상과 실제의 그 사이 어딘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로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통해 

추상적인 감각과 현실 세계의 이미지의 결합을 실험하고 탐구한다. 최첨단의 기술

을 탐험하고 연구하고, 알고리즘으로 자연 현상을 모방하여 재창조하는데 관심이 

많지만,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숨기고 관객으로 하여금 오로지 시청가과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다.

2) 범민 그래피티 아티스트-  ‘나’라는 우주 ‘너와 나’라는 우주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아트디렉터로 까르띠에, 불가리 등의 다양한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구찌 <아키타이프>전시에 참여하며 다양한 방면의 스트릿 아트를 펼쳐냈

다. 2021 <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22년에는 3회의 개인전 등 활발한 전시를 이어

오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이다. 

김찬중: Projection(투사)

건축가, 경희대학교 건축대학원 초빙교수, THE_SYSTEM LAB 대표고려대학교 건

축공학과 졸업,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수학, 미국 하버드대학 건축학 석사

2006년에 제10회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 건축가, 같은 해 중국 베이징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는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 선정 

대표작으로는 폴 스미스 플래그십 스토어, 연희동 갤러리, 래미안 갤러리, 

한강 보행자터널 프로젝트, 쌍용 파인트리, SK 행복나눔재단 사옥 

문홍규: 우주시대: 달과 화성에 집을 짓는다. 

천문학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으로,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

룹장으로, 1994년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천문우주 연구에 매진해 온 국내 대표 우

주과학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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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서울라이트  DDP 포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