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나파크전 : 더 디자인 아일랜드

An amusement park theme exhibition, Asia’s first large 
scale project after Europe tour, directed by 100 world 
renowned designers

100여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아시아 최초 대규모 
놀이 공원 컨셉의 전시

LUNAPARK : The Design Island

| 7.27(금)~11.6(화)

| 10AM~8PM

| 전시해설 Docent 11AM / 2PM / 5PM / 7PM

| 배움터(M) 디자인전시관 

| 성인 \15,000 / 청소년 \11,000 / 

   어린이 \9,000 / 미취학 아동·65세 이상 \6,000

An exhibition of Jang Seung-
eop's paintings who was the 
last genius painter of the 
Joseon Dynasty

장승업x취화선 특별전: 조선 최후의 거장

간송미술관이 소유한 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 장승업의 

자유로운 인생 속에서 탄생한 

작품 60여점 전시

JANG SEUNG-EOP: THE LAST MASTERS 

| 6.28(목)~11.30(금) 매주 월요일 휴관 

| 10AM~7PM (금·토 ~9PM)                   

| 전시해설  Docent 11AM / 3PM / 7PM(금,토)  

| 배움터(M) 2F 디자인박물관  

| 성인 \10,000

   학생·단체(20인 이상) \8,000 

Qeeboo <Kong>

Seletti <Monkey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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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10AM~7PM

Design Shop 10AM~9PM (Sat·Sun~10PM) 

Design Market 10AM~10PM
Parking Lot is open 24 hours

281 Eulji-ro, Jung-gu, Seoul, Korea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No.2,4,5 Exit 1

DDP Tour available
Tue~Sat 10AM~7PM
 -2F Museum Ticket office

배움터  10시~19시

살림터  10시~21시(토·일 ~22시)

디자인장터  10시~ 22시(매장별 상이)

주차장  24시간 운영

02-2153-0000

www. ddp.or.kr

화~토 10시~19시
-2F 배움터 투어 매표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관일: 매월 셋째 월요일

*Closed: Every Monday, Jan 1st, Lunar New Year's Day, Chuseok

*Closed: The 3rd Monday of every month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지하철 2  4  5 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청소년 미션탐험대 활동지' 무료 제공

NEW EXHIBITIONS iN JULY !

Art director
Stefano Giovannoni

장승업 <춘남극노인>



| 7.18(수)  7:30PM~         | 살림터(D) 2F CREA          | 교육비 \50,000           

| 교육문의 및 신청: DDP 홈페이지 참고

최인아 책방과 함께하는 브랜딩 스쿨

<창업가의 브랜딩> 공동 저자 우승우, 차상우와 
<퍼블리> 박소령 대표의 '콘텐츠와 브랜드' 강의

'마음을 전하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공간 디자이너 멘토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 7.6(금), 7.13(금) 2PM~4PM           

| 살림터(D) 3F 디자인나눔관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얼굴있는 농부시장

Enjoy trendy tastes, handmade accessories, 
performances(acoustic, jazz, fusion, magic, mime and etc.)

푸드트럭 30여 개, 수공예 50팀이 참여하는 야시장과

어쿠스틱, 재즈, 퓨전, 마술, 마임 등 공연 개최

SEOUL BAMDOKKAEBI NIGHT MARKETBRANDING SCHOOL: CONTENTS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FARMERS MARKET

THIRTY MARKET

| 7.6(금), 7.27(금) 6PM~11PM

  7.7(토), 7.28(토) 5PM~11PM     

| 팔거리  Eight Junction    

| 7.14(토), 7.21(토), 7.28(토)               | 11AM~7PM                    

| 어울림광장  Oullim Square

Retail market featuring green food products sold directly by 
young farmers to consumers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도심 속 장터

MARKET PERFORMANCE

디자인공모전

EXHIBITION EDUCATION

An art festival where you can 
enjoy and buy the works of 
400 artists under the age of 
35 from Asia

CHIMFF is the world's one and 
only annual musical film festival 

| 7.24(화)~8.19(일) 매주 월요일 휴관

| 10AM~7PM        

| 전시해설  Docent  7.28(토), 8.11(토) 3PM 

| 배움터 디자인둘레길  Design Pathway

| 성인 \6,000 / 학생 \4,000 / 단체(20인 이상) \1,000원씩 할인

| 7.10(화)~7.14(토)  8PM~        

| 어울림광장  Oullim Square
| www.chimff.com

2018 아시아프& 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제 3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아시아 국적의 만 35세 이하 청년 
작가 400명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미술 축제

영화와 뮤지컬, 라이브 콘서트와 공연이 
결합된 세계 유일의 뮤지컬영화제

Spring and summer season product sales of popular designer 
brands in the fields of fashion, living, art and food

| 7.28(토)~7.29(일)

| 12PM~6PM                                   

| 살림터(D) 2F CREA   

써티마켓

성수동에서 DDP로 상륙한 디자이너 브랜드 마켓
: 패션, 리빙, 예술, 디자인, 푸드 분야의 브랜드 봄, 여름시즌 상품 판매

디자인 감각놀이터, 디키디키

디지털 시대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놀이터 

'도심 속 숨바꼭질' 전시

DIKI DIKI: DESIGN PLAYGROUND

Play with design and participate in 
creative programs

| 화~금 10AM~6PM / 주말 10AM~7PM        | 배움터(M) 4F     

| 만2~9세 \12,000 / 보호자 \4,000

케플블록으로 만든
거대 바다생물들을 

만나보세요!

DDP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DDP YOUTH MENTORING SEMINAR

FREE

| 4.13(금)~7.12(목)                          | 10AM~9PM

| 전시해설  Docent  주중 11AM / 2PM / 6PM

| 배움터(M) -2F 디자인전시관   Design Exhibition Hall

| 성인 \15,000 / 청소년 \12,000 / 어린이 \9,000

아드만 애니메이션 전시: 월레스&그로밋과 친구들

Exhibition of Aardman, 
40-year-old clay animation 
studio, presenting from the 
early works to the behind 
stories of the film production

40년 전통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명가 '아드만 스튜디오'의 
초기 작품부터 영화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

The Art of Aardman Animations: Wallace &  Gromit  &  Friends

어린이들의 그림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 ~7/8(일) 

'화분케이크 만들기' 오픈공방

빵과 장식재료로 만드는 화분케이크

| 주말               
| \10,000

서울디자인클라우드 텐트디자인 공모전   

DDP 야외마켓에서 사용될 창의적이고 새활용 의미를 담은 텐트 디자인

| ~7.31(화)       | 총상금 3,000만원

제 6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서울을 상징할 기념품을 내손으로 만들고 판매까지!

| ~7.15(일)       | 총상금 20,900만원

2018 서울공예상공모전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주제로 한 공예품 디자인

| ~7.23(월)       | 총상금 4,400만원

서울디자인클라우드 로고 공모전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펼쳐질 축제인 
'서울디자인클라우드'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개발

| ~7.10(화)       | 총상금 2,000만원

| 모집공고: DDP 홈페이지 참고
마음스튜디오

 이달우

 박소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