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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향기 물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인생샷’남겨볼까?

- 전시 관람부터 인생샷까지… 마을 전체가 전시장인 ‘돈의문박물관마을’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9.2~11.5) 돈의문박물관마을, DDP 등
□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청명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
울 도심 속 핫플레이스 ‘돈의문박물관마을’로 떠나보자. 서울 종로구 송월길 일대 경
희궁과 강북삼성병원 사이에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고즈
넉한 한옥 풍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
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방식으로 조성한 역사문화마을이다.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약칭 서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돈의문박

물관마을에서 이번 주말 가을나들이를 200% 즐길 수 있는 팁을 공개한다.

□ 첫째, 깊어가는 가을 밤 하늘과 함께 고즈넉한 한옥의 운치를 담고 싶다면 <공기｜
서울 온 에어>가 전시된 전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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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온 에어’ 는 버스에 설치한 센서로 측정한 미세먼지를 핸드폰 카메라를 통
해 보여주는 전시. ‘미기후’ 정보를 증강현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해가 질 무렵 2층 난간에서 한옥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촬영하면 낭만 가득한 노
을과 함께 아래에 한옥이 보이는 분위기 있는 가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둘째, 커플이라면 ‘그로우모어’에서 커플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보자.
○

‘그로우모어’는 정원이나 도심농원을 만들 수 있는 동그란 오두막 형태의 모듈식
가구이다. 분주한 도심에서 ‘잠시 멈춤’의 건축을 제안하며 사람들을 재충전시키

○

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전시 작품이다.
비엔날레 식당 앞 ‘그로우모어’ 안으로 들어가 다정한 커플샷을 찍어보자. 인생샷
명소로 인스타에 올라오는 여느 카페 부럽지 않은 커플 사진을 건질 수 있다.

□ 셋째, 인생샷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골목샷도 놓치지 말자. 양쪽으로 한옥이 늘어선
비엔날레 카페 뒤 사잇길은 쇼핑몰 모델처럼 전신샷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다.
○

오직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비엔날레 카페’에서는 물 부족 지

○

역에서 최적화된 베두인차, 태양광으로 구운 사과빵 등을 맛볼 수 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야외 마당에서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주말 마다 돈의문박물
관마을 개관을 기념해 기타&보컬, 가야금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 서울비엔날레 담당자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에 형성된 골목과 한옥 등을 보존
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공간이다. 서울비엔날레와 함께 볼거리 가득한 이곳에서
친구, 가족, 연인 모두가특별한가을 나들이를즐길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다음달
5일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과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도심곳곳에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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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이미지)

① 낭만 있는 가을 하늘과 함께 고즈넉한 한옥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 포토스팟.
사진은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 전시작품인 <공기｜서울 온 에어>가 전시된 전시장 2층

② 알콩달콩한 커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로우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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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쇼핑몰 모델처럼 전신샷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인 비엔날레 카페 뒤 골목길

사진출처: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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