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맛’과 ‘멋’, 일상 속 예술로 체험하다



▶폴리(Folly)

- 어원: ‘어리석은 짓’을 뜻하는 프랑스어

- 별다른 기능 없이 장식적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나 건물

- 본래의 기능을 잃은 작은 건물이나 보이기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

▶광주폴리(Gwangju Folly)

- 도시 속에서 파빌리온의 공간과 가로 시설물의 공공기능, 그리고 폴리의 기능적

장식적 역할을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주최 | 주관 광주광역시 | (재)광주비엔날레

추진배경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 수단과 접목,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거점 구축필요

-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 광주만의 문화적 자산 창조

- 주민과 더불어 일상공간을 탈바꿈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활성화 기여

광주폴리 I  광주 옛 읍성터 복원, 역사와 현재를 잇는 광주폴리 (2010-2011)

광주폴리 II  인권과 공공공간 (2012-2013)

광주폴리III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 (2014-2017)



총감독 _ 천의영

큐레이터 _ 유우상, 위진복

도심재생사업의일환인광주폴리Ⅰ·Ⅱ사업을발전적으로계승하면서새로운대

중성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한 광주폴리Ⅲ 사업은 4개 구성 유형

(View폴리 ·GD폴리 ·Cook폴리 ·FunPun폴리)과서브미니폴리등총 11개작품으

로이루어져있다. 활용도를상실한市건물, 구도심의공 ·폐가, 건물과건물틈새

와벽면, 자동차통행금지도로등의공간을도시를경험하는일상적인요소들가

운데 하나인 ‘맛과 멋’이라는 도시적 체험 장치를 통해 광주의 색다른 맛의 문화

체험과 광주의 실험정신을 담아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과 산업을 연결하는

도시펌프의마중물로서도심재생의새로운모델을창출하고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두 얼굴을 전망하다 : 뷰(VIEW) FOLLY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 전망대 폴리. 구도심 내 활용도가 저조한 市 소유 건

물에 전위적인 건축가와 미디어 아티스트의 개성 있는 전망 폴리를 설치하여 아시

아문화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망대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삼각형의 트

리비젼 공작물(높이5.2m, 폭0.6m) 33개의 조화로 “CHANGE”를 표현하고 있으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이 가지는 여러 용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바라보고 휴식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였

다. 

설치장소: 광주동구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참여작가: 문훈 + 리얼리티즈 ; 유나이티드 - 얀에들러&팀에들러

작 품 명:   자율건축 Architecture of Autonomy

1



광주를 대표하는 두 얼굴을 전망하다 : 뷰(VIEW) FOLLY

뷰폴리에서본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본뷰폴리

뷰폴리에서본무등산전경

공백 그리고 색색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을 오르며 일상에 신비감을 더한다.

일단 정상에 오르면 광고는 예술이 된다. 기둥이 회전하고 색이 변하는 동안

CHANGE는 그대로다. 우리가 발견한 환각적 깊이와 방향성의 공간은 기존의

폴리들과 무등산을 향해있다.

1



지역주민과 함께 꿈꾸며 이루다 _ 광주-네덜란드(GD) FOLLY2

광주비엔날레재단과네덜란드창조산업기금(Netherlands Creative Industries Fund)이

도시의일상을새롭게설계하도록 MOU를체결후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폴리는어반리서치의결과를바탕으로다양한층위(시민단체, 지역주민, 학교, 학

부모, 학생,구청, ACC)와의설명회, 워크숍등시민참여과정을통한공동체적작품으

로 ‘꿈집’은비일상적인경험을제공하고, MVRDV 작품은사라질위기에놓인광주유

일의보행자도로를새로운공간으로탄생시켜학생들의통행권과보행권의도시공간

을지켜냈다.

I LOVE YOUr street 
설치장소: 광주동구동명로 67번길
23참여작가: 조병수

작 품 명:   

설치장소: 광주서석초등학교앞

참여작가: 위니마스(MVRDV)

작 품 명:   꿈집 Dream House

I LOVE YOU  2017.7월중완공예정

꿈집



지역주민과 함께 꿈꾸며 이루다 _ 광주-네덜란드(GD) FOLLY2
차량통행 중심의 도시에서 걷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행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도시 공간 창출

광주와 네덜란드의 도시디자인 전문지식과 창조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2017. 4. 4 학부모 설명회 개최

2017. 5.16 지역주민, 학부모 및
학생 등과의 워크숍 개최

2017.4.15 지역주민, 학교 및
시민단체 설명회 개최

서석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 서석초등학교 학생들



설치장소: 동구동계로 16-15

작 품 명:   

광주의 맛을 청년들과 함께 이어가다 _ 쿡(COOK) FOLLY3

광주의청년들로구성된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이광주전남지역의재료와대표음식

을모아놓은 ‘셀렉다이닝’ 플랫폼을통해작지만강한선순환모델을제시한다.

쿡폴리는 공 · 폐가를리모델링하여유명셰프의브랜드파워를결합, 자생적으로공

동화를극복하는새로운도심재생의방법으로구도심재생, 청년실업문제등사회적

화두에대해조금은가볍고즐겁고맛있게접근한다.  카페&바형태의유리온실 ‘콩집’

과한식을제공하는한옥 ‘청미장’으로구성되며순이익금의 18%를쿡폴리인근공·폐

가매입과청년창업에지원하는순환적구조로서구도심의공·폐가를활용한새로운

모델을창출하고있어타시도선진지견학의장소로도활용되고있다.

설치장소: 동구동계로 16-19

참여작가: 장진우

작 품 명:   청미장 (한식당) 콩집 (카페&바)

청미장

콩집

설치장소: 동구동계로 16-15



광주의 맛을 청년들과 함께 이어가다 _ 쿡(COOK) FOLLY3
서울 경리단길을 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창조한

산수동 빈 한옥을 리모델링한 한식레스토랑 ‘청미장’과 카페 ‘콩집’

구도심재생과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식당’이라는 플랫폼을 해결책으로 제안하며

장진우 셰프에게 6개월 동안 요리 및 경영교육을 받은 광주청년 7명이

‘맛있는 골목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BEFORE AFTER



설치장소: 광주동구광산동38-2/ 충장로 45-2/ 충장로 42/ 충장로 33-1

참여작가: 김찬중 & 진시영

작 품 명:   미디어셀/ 무한의빛/ 미디어월/ 소통의문

4
시민들의 아이디어_

건축, 미디어아트가 되다 _ 뻔뻔(FunPun) FOLLY

미디어셀: 아시아문화옆기존폴리를이용하여새로운부스를형성하고새로운차원은공간으로의
포탈역할과기존의폴리들과의연결을암시하는뻔뻔폴리의첫번째관문이다.

무한의빛: 거울과 LED라인이만들어내는끝없는그리드는빛을이용하여새롭게확장된무한의공
간을좁은건물과건물 사이에서만들어내며관람객은그안에서새로운차원에서있는자신을발
견하게된다.

미디어월: 충장로상권의대표아이템인한복과보석에서영감을얻은오방색 LED WALL과부스로구
성되어있다.

소통의문: 충장로에서가장좁은골목에위치한폴리로써실제관람객의이동에따라새로운공간으
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폴리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명주실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과 건물 사
이들엮어주듯배치되어있는 LED라인들이관람객을공영주차장방향으로인도하고, 사람의움직임
을감지하여따라오기도한다.

주로 한복과 보석등의 판매로 도심 상권이 쇠락한 건물과 건물의 틈새, 벽면에 4개의 부스를 설치,
버려진공간과예상치못한공간을인근상인들과함께상가의아이덴티티를담았다.



4
시민들의 아이디어_

건축, 미디어아트가 되다 _ 뻔뻔(FunPun) FOLLY

참여형 폴리로 재미있는 FUN,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PUN 크라우드 소싱의 폴리로

기획되었다. 1차로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발한 바 있으

며 2차로 이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광주와 광주 이외 지역 건축가와 아티스트 8팀을

초대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최종심사에서 4팀을 선발하여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의

토론과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선발하였다. 한국 건축계혁신의 아이콘 김찬중과

지역 글로벌아티스트 진시영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설치장소: 북구비엔날레로 111

참여작가: 국형걸 & 신수경

작 품 명:   인피니트 엘리먼츠

설치장소: 북구비엔날레로 111

참여작가: 라이프한센

작 품 명:   

5 작품과 더불어 도심 속에서 놀다 _ 미니(Mini) FOLLY

인피니트엘리먼츠는과거, 현재, 미래로무한반복하는시간안의거대생명체를표현

한조형물이다. 하드웨어로써건축조형물과소프트웨어로써미디어아트가결합되어

완성된이작품은몸(하드웨어)에영혼(소프트웨어)이깃들어비로소탄생되는도심

속하나의생명체로서도시민들과어우러지며그들을대변한다.

스펙트럼(SPECTRUM)은상황에따라도시의다른위치로이동이가능한유연하고유

동적인미니폴리이다. 텐세그리티구조의이미니폴리는도심의심장부에서놀이활

동을위한조형물적인랜드마크이자플랫폼으로써역할을한다.

스펙트럼



폴리, 도시, 사람

도시브랜드 강화

시민사회와의 소통

광주만의 매력과 특성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시민참여형 연구프로젝트

구도심활성화

‘장소성’을 활용하는 컨텐츠

지역아티스트 발굴



주요기사



웹사이트 gwangjufolly.org

페이스북 facebook.com/gwangjufolly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wangju_fo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