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디자인 심화연구DNA

생활가전

심화연구자 홍 사 윤 전자(LG )

CONTENTS

제 부 서론1

국내 생활가전 제품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생활가전의 대표 디자인:

제 부 국내 생활 가전제품의 대표 디자인 사례분석2

장 에어컨 디자인의1 . Paradigm Shift, Art Cool

에어컨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에어컨 디자인의 변화1.1

기후환경의 변화1.2

인테리어환경의 변화1.3

소비자 의식의 변화1.4

의 디자인 혁신2. Art cool

의 시장파급 효과3. Art Cool

소결론4.

장 세탁기 디자인의 새로운 원형제시2 , Color Tromm

세탁기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세탁기 디자인의 변화1.1

주거환경의 변화1.2

의류소비의 변화1.3

세탁방식 및 의류 관리의 변화1.4

의 디자인 혁신2. Color Tromm

의 시장 파급효과3. Color Tromm

소결론4.

장 의 문화적 파급3 Techart , Art DIOS

냉장고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냉장고 디자인의 변화1.1

소비자 기대가치의 변화1.2

식생활 환경의 변화1.3

의 디자인 혁신2. Art DIOS

의 시장 파급효과3. Art DIOS

소결론4.

제 부 결론 가전제품변화를 통해 본 한국디자인3 : DNA



2

제 부1

서 론



3

국내 생활가전 제품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대표 디자인

선정

소비자의 의식주 생활을 근간으로 진화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

가전제품 발전사는 어떤 제품분야 보다도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현대적인 것으

로의 변화를 잘 담아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Lifestyle .

문화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가전제품의 변천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생활과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전제품이 처음 소개 되었던 년대 경제개발의 시기에 냉장5,60

고 세탁기 에어컨은 서구화된 근대 문명의 상징이자 많은 사람들의 선망에, ,

대상이 되었던 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제품들은 서구의 것을 그.

대로 모방하여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시기로 일반인의 생활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년대의 급격한 경. 7,80

제 발전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문화의 빠른 전파와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우리 생활의 변화된 편리함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백색가전이

자리매김하며 우리만의 의식주 문화를 반영한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

작하게 된다 그리고 년대 이후 높아진 소득수준과 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90

선진화 되어가는 의식주 생활을 반영하며 지금은 생활의 기본적인 요구에서부

터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생활관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서구화되고,

현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제품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품의 도입기에는 선진제품의 외형을 본뜨며 그들.

의 진보된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던 역할에서 가전제품의 시장 성장기에는 서,

구형 제품을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맞추고 변형시키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

하였으며 가전제품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의식,

주 생활을 개선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기본 기능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풍족한 생활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위치에서 디자인은 보다 주도적이

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주 생활에서 디자인의 주도적 역할을 살펴보며 한국적 특성을,

담은 가전제품의 대표디자인을 선별할 수 있었다.

먼저 의생활 측면을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되,

고 고급화 되고 있는 의류와 그에 따른 세탁특성 변화가 드럼형 세탁기라는

새로운 세탁방식을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겠다단순히 빠르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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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탁을 원하던 소비자는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며 위,

생적인 세탁과 편리한 세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 시장도.

세탁물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드럼형 세탁기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럼형 세탁기를 국내시장에 도입하고 대용량의,

한국형 드럼 세탁기의 원형을 제시한 전자의 을 대표 디자인으로LG Tromm

선정하게 되었다.

주거생활과 기후환경의 변화도 한국의 가전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단순히.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찬바람을 만들어 내던 에어컨은 계절이 뚜렷하고 아4

파트 주거 문화가 주도적이며 황사 등 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

는 한국시장에서 여름 한철만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년 내내 실내 공기를1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고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국형 에어컨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자의 액자형 에, LG

어컨인 이 변화를 주도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었다Artcool .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주방공간의 역할변화를 살펴보면 식생활이 고급화 되,

어 지며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 즐길,

수 있는 식생활로 의미가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방공간이 공용공간으로,

써 역할이 커지면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주방의

위치와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방가전의 대표 제품이던.

냉장고 또한 단순히 음식물을 오래 보관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주방의 문

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식품의 종류를 그 특성에 맞게 맞춤 보관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방환경의 변화를 가장 발 빠.

르게 반영하며 한국 주방의 문화적 변화를 주도한 를 대표 디자인으ArtDIOS

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 가전시장에서의 대표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탄생된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 를 추출해 보려DNA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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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에어컨 디자인의1 . Paradigm Shift, Art Cool

에어컨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에어컨 디자인의 변화1.1

년 이후 우리나라의 에어컨 디자인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스탠드형2000 ,

에어컨은 입체 냉방 등 성능을 가시화하는 기능적인 디자인에서 점차 전3D

면부가 로 변화하면서 와 으로 디자인 차별화가 이루One panel Color Pattern

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회화 작가와의 등 아트 시리즈로 확. Collaboration

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벽걸이 에어컨은 년대 이전까지는 성능을 중요시하는 백색 가전으로서2000

디자인보다는 기능 및 단순한 유로를 위한 설치 제품으로 인식되었다 대부분.

의 벽걸이 에어컨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공기의 흡입량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전면 사출물에 흡입 구멍 을 뚫었으며 토출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토(Grill)

출구의 각도를 도에서 형성 하였다45 .

년 이후부터 기류감에 대한 구조적 디자인 접근이 이루어 지면서 벽걸2000

이 에어컨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세로형 등 여러 가지 형상으로 출시된,

다 그림 참조. < 1 >

벽걸이 에어컨 중 직사각형은 일본업체의 문화적 주택적 특성다다미으로, ( )

인해 일본에서 가장 발달해 온 제품으로 난방 구조가 발달된 한국에서는 에어

컨이 냉방위주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서는 냉난방 모두를 수행하,

는 제품으로 초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앞서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차별화 및 새로운 구조적 접근으로 다양한 형상의 벽



7

걸이 에어컨을 출시하였으며 한 방향 직접풍 토출이던 기류 측면에서 간접풍,

을 원하는 고객 및 안방을 으로 한 토출 방식 제품을 출시하였Target 3way

다.

그림 벽걸이 에어컨의 디자인 유형< 1 : >

현대 생활 가전 중 에어컨의 대표 디자인으로 선정한 제품은 전자의LG

시리즈로 기능 위주의 벽걸이 에어컨 시장에 액자형 에어컨의 원형ArtCool ,

을 제시하고 이로써 에어컨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킨 제품이다.

또한 다양한 판넬 색상 및 재질 그릴 교환형 액자 등으로 거실 인테리어와의,

접목이라는 사용자 입장의 배려로 세계 에어컨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으며,

년 년 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으로2006 Good design, 2007 IF, Good design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림 전자 시리즈< 2 : LG Artcool >

또한 시리즈에는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사용자 배려 이종 간의 융ArtCool ,

합 다양성 다용도와 같은 한국 디자인 특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요, / ,

소들이 포함된 배경과 표현 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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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의 변화1.2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도시의 연평균 온도는 년1912

부터 년까지 도 가량 상승되었고 온난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향2005 2 ,

후 년 한국 평균 온도는 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극심한2100 6.5 .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기후는 점차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여 매해 사상 최대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참조. < 3 >

또한 온난화는 계절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봄

과 여름이 일찍 시작되지만 가을 겨울의 시작은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 .

년 춘천 기온을 측정한 결과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일1966~2009 10 , 8

일 일러졌지만 가을과 겨울은 각각 일과 일 늦게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 7 2

며 년대와 년대 대구의 계절별 지속기간을 비교하면 년대 들, 1910 2000 2000

어 봄이 일 여름은 일 늘었지만 가을은 일 겨울은 일 감소했다11 , 20 , 1 , 30 .

기상청은 년에는 년에 비해 여름은 일 늘어나고 겨울은 일 줄어2040 1990 9 8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전 세계 및 우리나라 평균 기온 변화< 3 : >

이와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지속

적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황사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봄 뿐만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황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중의 먼지 농도는 평소의 배로. 4~5

증가하며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가 기침 가래 염증을 일, , ,

으키는데 이 때문에 기관지 벽이 헐면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년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01 ~`05

증가하였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증가 전체 인구의 가24% ( 40%, 26% ), 7%

알러지 환자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로 집계되었다 그( 12%, 5%, 3%) . <

림 참조 향후에도 이러한 심각한 황사 발생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4 >

는 방안에 대해 계속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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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황사 관측 일수 및 영유아학생 알러지 발병률< 4 : / >

결국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황사 현상의 증가 등 기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에어컨은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제는 단순히 냉방만을 해,

주는 제품이 아니라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가

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그와 함께 에어컨을 거실에 두고.

여름에만 사용하기보다는 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의 변화가 필4

요해졌다.

인테리어환경의 변화1.3

이후 가정 경제가 붕괴 되면서 에어컨은 주부들 사이에서 잘 사는 사IMF

람들의 자랑거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가 가 서서히 걷히면. IMF

서부터는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성능 위주의 벽걸이

에어컨이 디자인 중심 생활의 중심 변화되는 인테리어 환경에 어울리는 인, , ,

테리어 트렌드에 부합되는 제품들이 요구되었다.

또한 가구 에어컨의 시대에서 가구 에어컨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에어, 1 1 1 2

컨의 벽걸이 에어컨은 기존 설치제품에서 인테리어 소품의 영역으로 탈바꿈하

게 된다 그림 참조. < 5 >

실내 구조도 기존 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극대화 구조를 위한3 Bay , L+ DK

가 일반화되고 개별 구조에서 구조로 변화하게4~5 Bay , Room Zone space

되었다 아파트 실내 구조가 과 등 부부가 생. Master bed room Bath room

활하는 부부 공간과 자녀 공간을 포함한 과 등Private zone Living kitchen

을 포함한 으로 그룹화된 것이다 특히 부부 은 침실이 축Family zone . Zone

소되는 반면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이 추가로 구비되는 등 공간 확, ,

대가 이루어져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거실과 주방은, Open kitchen

화되어 두 공간이 연속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의 인테리어와 기능에 적합한 에어컨의 외관과 기능 변화가 요구되었Zon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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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테리어 소품 역할로서의 벽걸이 에어컨< 5 : >

소비자 의식의 변화1.4

이러한 기후와 인테리어 환경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는 좀더 다양한 제품들

이 선을 보였으며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한 단계 이상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

다.

대표적인 백색가전 이었던 벽걸이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만을 뿜어대는 설치

기기로서의 제품이 아닌 인테리어와 조화롭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보기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벽걸이 와도 같은 디자인 트렌드를 가지게 된다 그리TV .

고 이러한 디자인 트렌드는 제품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이슈

가 되었고 항상 먼저 시장을 보고 인테리어 트렌드를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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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 진다.

즉 소비자들은 원하는 인테리어 성향에 따라 에어컨의 외관과 색상 등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제품을 해마다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

용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 수준이 향.

상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집안에 예술 작품을 끌어들/

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의 디자인 혁신2. Art cool

앞서 살펴 본 다양한 환경 요인 변화에 따라 벽걸이 에어컨은 다음의 가3

지 영역에 있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 제품으로서의 인식 변화1. 4 .

일본 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확보2. .

기능 위주의 제품에서 디자인 우위의 제품 필요3. .

그리고 위의 가지의 요소에 의해 정사각형의 액자형 에어컨 개발이 진행되3

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벽걸이 에어컨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은 부담없는.

비례감의 변화를 통한Simple & Slim image, New formation, White

를 탈피한 다양한 와 어울릴 수 있는image Color variety, Interior

이다Interior-fit .

이러한 컨셉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 시,

장으로의 접근 고객으로의 접근 디자인적인 접근이 통합되면서 제품화 되었, ,

다.

먼저 기술적으로는 혁신적 구조의 설계를 통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도서관 수준의 의 세계 최저소음 평을 동시에 만족하는 강력 냉방30dB , 6~8 ,

광 플라즈마 방식의 첨단 공기정화를 실현하였다 을 이용한 기술. Turbo-fan

적인 접근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를 구현하였고 전면 흡입 좌우 하135mm , , ,

단 면 토출의 새로운 기류감을 구현하였다3 .

또한 시장으로의 접근을 통해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가져갔으며 고객으,

로의 접근을 통해 인테리어 상황에 맞는 고객이 선호하는 칼라 등을 보여주고

거실의 에어컨이 아닌 주방이나 부부들의 침실 아이들의 공부방에도 설치가,

적절하게 하였으며 디자인으로의 접근을 통해 새로운 비례감과 새로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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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용하여 시장과 고객에게 호평을 받는 제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림. <

참조6 >

그림 세대 액자형 에어컨< 6 : 1 >

의 시장파급 효과3. Art Cool

위의 세대 액자형 벽걸이 에어컨1

이 탄생하면서 세대 액자형 에어2

컨은 자연스럽게 액자라는 컨셉이

첨가가 된다 세대에서는 전면 판. 1

넬들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나누어

지면서 복잡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소리를.

받아들여 더 나은 제품으로 접근을

시작한 것이 형태의One panel 2

세대 액자형 에어컨이다 그림. < 7

참조 >

이 제품은 전면 판넬을 하나의 판넬로 가져가면서 더욱 심플한 이미지로 탈

바꿈하였으며 액자형에 걸맞은 형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세대 액자형 에. 2

어컨이 출시된 이후에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전면 판넬에 고객의 사진신(

혼사진 아이사진 가족사진을 넣어 판촉 활동을 펼친다 그와 더불어 각 지, , ) .

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이나 도시의 전경 등을 삽입하였다 그림. < 8

참조>

그림 세대 액자형 에어컨<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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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지역별 적용된 이미지< 8 : >

특히 유럽에서는 액자형 에어컨이 더욱 색다른 제품으로 바뀌었다 진짜 그.

림을 선호하는 유럽인들을 위해 전속 화가를 두고 에어컨 표면에 고객이 원하

는 그림을 그려 파는 아트 클리마 라는 에어컨 전문 매장을 둔 것(Art clima)

이다 이 매장은 전자가 에어컨 브랜드 아트쿨을 유럽에 알리기 위해 설. LG ' '

치한 것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각 지역에 총 여 곳을 운, , 20

영하였다 그림 참조. < 9 >

그림 프랑스 아트 클리마 전경< 9 : >

고객들은 여기서 그림 한 장에 유로 당시 약 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100 , 12

자신이 원하는 풍경을 담은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었다 화랑과 에어컨 매장.

을 결합한 개념이다 액자형 에어컨으로 에어컨 산업 자체를 바꾼 것이다. . <

그림 참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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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성 마케팅은 업계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전자의 에어컨LG

브랜드를 유럽에 홍보하는 효과 뿐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림 와 연계한 마케팅< 10 : Fine Art Art >

이후 더욱 발전된 세대 액자형 에어컨은 고객이 직접 그림을 교체 할 수3

있는 디자인으로 를 넘어 문화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소재와 실제 액자Trend .

형태로 인테리어와 조화로운 을 실현하여 같은 평수의 벽걸Premium Design

이 에어컨보다 만원 정도 비싸지만 고급 디자인을 원하는 수요로 판매가20

꾸준히 늘어 다른 업체들도 이에 대응하는 액자형 에어컨을 선보였다 그림. <

참조11 >



15

그림 세대 액자형 에어컨 및 액자형 에어컨 제품 사례< 11 : 3 >

이러한 시리즈 제품 디자인 흐름을 살펴보면 초창기 정사각 비례ArtCool ,

를 가진 최초의 액자형 제품에서 시작하여 전면 의 액자형, One panel Type,

사진이나 그림을 교체할 수 있는 에서 스와로브스키 무드 조명이 들어간Type

크리스털 커팅 까지 시대에 따라 변형을 거듭하며 진화되어 왔다 그Type . <

림 참조12 >

그림 시리즈의 디자인 흐름< 12 : ArtCool >

또한 일본 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시장에서 에어컨이 를LG Design Trend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참조 화이트와 직사각형 형태Leading . < 12 >

위주의 벽걸이 에어컨 디자인에서 및 를 접목하고 비Color variety Fine Art

례감을 변화시켜 새로운 디자인 축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결국 국내 경쟁사 및 다른 국가에서도 ArtCool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Bench m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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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벽걸이 에어컨 디자인 트렌드 변화< 12 : >

결론4.

벽걸이 에어컨 디자인에서 세계 최초로 액자형 디자인을 선보인 시ArtCool

리즈는 당시의 환경 변화 및 인테리어 환경의 변화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적,

절하게 반영하여 획기적인 디자인 변혁을 가져 온 사례로써 에어컨 디자인의

원형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디자인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온난화와 대기 오.

염이 심해지는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에서 제품의 속성 자체를 냉방 제품 뿐

아니라 공기청정 등 가정에서 요구하는 실내 공기의 여러 속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의 다양성을 부여한 점에서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

다 그리고 다양성의 범위를 단순히 기능 뿐 아니라 인테리어에 조화되도록. ,

소비자가 원하는 외관을 선택 가능하게 한 점도 예로부터 주위 환경과의 조화

를 중시했던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단지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에어컨 외관에 들어가는 회화 작품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소비자를 배려한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한국 디자인의 요소

를 반영한 디자인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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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세탁기 디자인의 새로운 원형 제시2 . ,

Color Tromm

세탁기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세탁기 디자인의 변화1.1

한국 시장 세탁기의 흐름과 경쟁 구도[ ]

한국 시장 드럼 세탁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년도 들어서서 백색 가전답2000

게 깨끗한 이미지의 흰색 드럼 세탁기가 처음 선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의 경.

쟁 구도는 용량과 성능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속되다가 년 세탁기2005 color

가 처음 선보여지면서 외관 디자인도 중요한 제품의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했

다 이 후 색상뿐 아니라 패턴이나 재질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일어났고.

이러한 세탁기의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용량 성능과 함께 세탁기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세탁기에서 대표 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은 세탁기이다Color Tromm .

세탁기는 을 최초로 도입하여 색상을 적용Color Tromm trim kit concept ,

용량과 성능 중심의 세탁기 시장에서 외관 디자인 가치 상승이라는 패러다임

의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세탁기 시장에.

큰 파급을 불러 왔다 더불어 중앙 집중형 를 통해 조. controller (nob dial)

작부 디자인의 원형을 제시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세계시장의 주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은 년benchmarking . Color Tromm 2005

년 년 에서 수상을 한 바 있다Good design, 2006 IF, 2006 red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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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LG color tromm ]

주거 환경의 변화1.2

한국인의 에서 세탁기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lifestyle

가 바로 주택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탁 공간의 가치 변화이다.

세탁은 단지 옷을 빨래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들고 다니는

일 말리는 일 다림질 제자리에 넣는 일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포괄적 행, , , .

위 때문에 세탁의 행위는 전반적인 주거 공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역.

사적으로 한국의 세탁 공간은 년대 이전에는 마당과 욕실 년대에는 욕70 , 70

실과 부엌 중심 년대에는 다용도실과 발코니 중심 년대에는 주방과 보, 80 , 90

조 주방 중심으로 자리 하였다.

시대에 따른 한국의 세탁 공간 변화[ ]

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실 발코니 확장의 유행이 시작됐고 안방 옆에 있1990

던 다용도실이 주방 옆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다용도실은 보조주방 식료품. ,

창고 독립 세탁공간 등으로 전문화 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세탁기는 예전의, ,

발코니 공간에서 이러한 전문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혹은 발코니에서 결.

국 실내 특히 주방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건설 시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의 상품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에 주방이나 욕실보다 세탁

공간 수납 공간과 같은 기타 공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세탁 공간, .

은 단순 세탁이 아니라 세탁 건조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공간, ,

으로 확장되어 발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문화되는 다용도실 세탁실은 고급. ,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주방과 같은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등 고급화되기 시작하

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 또한 인테리어적으로 어울리거나 고급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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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모델 하우스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주부들은.

세탁기 구입 시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더욱 하게 되었으며 활기차 보이는 색

이나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디자인 등을 선택하게 되었다.

의류 소비의 변화1.3

우리나라의 의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년대에 기성복이 도래하고 년대에70 80

는 기성복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캐쥬얼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2

년 교복 자율화로 다양한 가 패션화되고 아시안 게임과casual wear 86 88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 브랜드가 대거 유입 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하.

게 의류 소재가 발달되고 의류가 경량화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년. 90

대에 동대문 의류 상가의 대거 등장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었는데 저렴하게 다

양한 의류와 패션 스타일들이 공존하게 되고 다림질이 필요 없는 셔츠 등 편

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옷감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 또한 점점 개.

성이 다양해지고 건강과 여가에 관심이 많아지며 스포츠 웨어나 레져웨어의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해외여행이나 연수의 급증으로 패션의 국제화도 활발하

게 시작되었다.

년대가 의복의 개성화 시대라고 한다면 년도는 의복의 소모품화 시대90 2000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의복의 구입과 소비 패턴.

이 소모품화 되어갔다 사람들은 주로 캐쥬얼 의류의 구입 양이 늘게 되었고.

따라서 니트류나 합성섬유류의 의류를 많이 소비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의.

복 구입의 양극화 현상이다 되는 저가 의류와 더불어 고급 브. Fast change

랜드의 의류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좀 더 럭셔리한 란decorative style,

제리 레져의류 등의 수요가 증가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웰빙이라는 트렌드, .

가 확산되면서 보다 건강한 의류 소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환경친화적.

인 소재 다양한 신축섬유 이용이 생겨났고 대나무Tencel, Bio-finishing , ,

콩 황토 등 천연소재에서 추출된 성분을 가공하여 다양한 신소재에 접목하는,

시도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한편 주 일제 시행과 더불어 더욱 관심을 갖게. 5

된 레져 생활 덕에 의류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스포츠 관련 의outdoor

류 분야에서 최첨단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라이크라탄성 쿨맥스흡한속건( ), ( ),

고어텍스투습방수 써모라이트경량보온성 아쿠아트랜스흡한속건 등의 의( ), ( ), ( )

류 소재들이 활발히 등장했다.

시대에 따른 의류 소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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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류 생활의 변화는 집안에서 세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캐쥬얼 의류나 합성 섬유 의류들 같은 경우 간편하면서 손.

상 없는 세탁 방식이 요구 되었고 니트류나 장식적인 옷들 기능성 섬유와 같,

이 한 의류들은 섬세한 세탁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레져활delicate .

동과 같이 사람들의 특수 상황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세탁 방법도 필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류 소비의 변화는 세탁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드럼 세탁기.

의 방식이 기존 통돌이 세탁기에 비해 옷감의 손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현되

어 인기를 얻게 되었고 스포츠 의류나 합성 섬유 등을 위한 특수하고 전문적

인 코스들을 개발하여 적용하데 되었다 이렇게 소비자의 한 세. contextual

탁 상황과 니즈를 제품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드럼 세탁기는 점점 더 가치를

평가 받게 되었다.

세탁 방식 및 의류 관리의 변화1.4

우리 나라는 년대부터 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증가하여70

옥내세탁이 가능해졌다 옥내에서 빨래판을 이용한 손빨래를 주로 하였고 교.

복이나 셔츠 등의 의류에 풀을 먹이거나 전기 다리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다 년대로 들어와서부터 세탁기가 보급화 되었는데 세탁기 보급률. 80 ( 1980

년 년 이 때 세탁기는 대부분이 세탁과 탈수가 분리 된10.5%, 1985 26%)

반자동 세탁기였다 세탁기를 사용하지만 손빨래도 병행하였고 탈수만 세탁기.

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담요 커튼과 같은 대형 세탁물은 세탁기. ,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손빨래의 영역이었다 또한 의류소재의.

고급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세탁업이 성업하기 시작한 시기여서 드

라이 클리닝 및 의류 수선 등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년대. 90

는 전자동 세탁기가 보급화되고 년 전국 대도시 세탁기 보급률(1998 6 99%)

외부 세탁업이 성행하는 시기로서 번거로운 세탁에서 많은 부분 해방되는 시

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세탁기의 특징은 대용량이다 의류 소지 량 증. .

가 위생적인 착용습관으로 인해 세탁물이 많아지고 이불이나 카펫 같은 대형,

세탁물이 생김에 따라서 세탁기의 용량이 9kg(1990), 10kg(1994),

까지 점진적으로 대형화 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외출복 외에 일13kg(1997) .

상복도 세탁소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났고 세탁소가 다양해지면서 세탁업도 전

문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속성 빨래편의점‘ ’ 셀프드라이클리닝(1992),‘

방 빨래방 등이 성업 하였다 또한 빨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1995),‘ ’ . , , ,

수선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세탁공장 등장 하였고 아파트촌 등에서‘ ’

세탁물을 수집해갔다가 되돌려주는 집하장 형태의 업소까지 등장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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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세탁기는 대용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게 되었다 인공지. (

능 엉킴 방지 삶는 세탁 위생 세탁 강력 세탁 등 년대 들어와서는, , , , ) 2000

편한 세탁은 기본이고 위생적인 세탁 방식이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의생활 청.

결의 기준이 더럽지 않은 에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으로 변화하여 스팀“ ” “ ”

기능이 적용된 드럼 세탁기가 인기를 끌게 되어 드럼 세탁기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 아토피나 알러지 등의 질병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특히 한국 세탁의.

큰 특징인 삶아 빠는 것에 대한 번거로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 하

에 한층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의 세탁 횟수가 늘어나고 대용.

량 세탁으로 인해 물이나 전기 절약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게 되었는데 드럼

세탁기가 기존의 세탁기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다는 점에서 높은 selling

가 되었다point .

세탁 방식 및 의류 관리의 변화[ ]

세탁기 시장 변화 광고를 통해 살펴 봄[ ( )]

의 디자인 혁신2. Color tromm

칼라 트롬 세탁기는 세계최초 가 적용된 세탁LG color Trim-Kit concept

기이다 이는 흔히 백색 가전이라고 표현되던 생활가전에서의 일련의 변화 과.

정이며 프리미엄화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칼라 트롬 세탁기는 한. LG

국적인 은은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차분한 이나 포인트가natural tone

되면서도 부담이 덜하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등의red color

를사용한 을 적용함으로써 한층 밝고 포근한deep color 2 tone combination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이는 가시적으로는 디자인 차별화를 의미론적으. ,

로는 제품의 가치가 단순한 생필품에서 공간 표현의 수단으로써 시도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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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트롬 세탁기[ ]

또한 적인 요소에서도 편리성 높은 디자인 요소가 눈에 띄user Interface

는데 소비자의 사용성을 가장 쉽게 만든 세탁코스와 건조 옵션을knob dial,

분리하여 전문적인 기능을 부각시킨 그리고 의dual dial control panel 12

도 경사를 준 기울기이다 또한 세탁 옵션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들.

을 로 선택할 수 있는 도 한몫 한다 특히 의 경우direct lay-out . knob dial

전자가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를 내었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경쟁자들이 모LG

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디자인 요소 이다.

칼라 트롬 세탁기의 경사[ control panel]

이 후 칼라 트롬은 고급스러움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 디자이너의two tone ,

모티브나 작가의 작품 등이 반영된 과 등의 장식적인 요pattern Swarovski

소를 적용하여 디자인적 차별화와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쪽interior design

으로 진화 하였다 은 한국의 미적 문화에 가장 잘 맞고 타 가전에. pattern

서도 성공 사례를 보여준 꽃을 모티브로 꽃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하상림 작,

가의 꽃 패턴을 적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요소에서는 기. user interface

존 방식에서 를 새로 적용하여 세탁진행상황 및 선택옵션들을 인지wide LCD

하기 쉽게 개선 하였다 이 후 출시 된 세탁기 모델에서는 사각 도어 디자인.

적용으로 문 열림에 대한 사용 편리성을 개선하여 차원에physical usability

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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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시장 출시 트롬 년 한국 시장 출시 트롬[2007 ] [2008 ]

기술적으로는 전자 고유의 를 적용하여 세척LG DD (Direct Drive) motor

력을 높일 수 있는다양한 알고리즘 구현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드럼 세탁기

의 소음과 진동을 줄여 세탁기가 실내에 설치되거나 고급화 된 독립 세탁실에

설치 될 경우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사람들의 세.

탁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 위생성과 깨끗함에 더욱 성능을 낼 수 있는

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는 세탁통 물을 가열하여Steam Tech . Steam Tech

세탁하는 방식이 아닌 소량의 물을 가열하여 스팀 전용 발생기에서 만들어내

는 스팀만으로 때를 분해해 물 전기 세탁 시간을 절약하며 고온의 스팀으로, ,

살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팀 기술은 산업자원부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대 신기술 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듬해 살균을 더욱 강‘2006 10 ’

조하는 스팀트롬 알러지 케어 로 발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생적인‘ ’

세탁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 기능은 알레르기를 유.

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집 먼지 진드기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으로

서 한국천식알레르기 협회화 세계적 권위의 영국 알레르기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의 시장 파급효과3. Color Tromm

전자는 년 국내 시장에 드럼 세탁기 트롬 브랜드의 출사표를LG 2002 ‘ ’

던지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로써 외산 브랜드를 밀어내고 국산.

드럼 세탁기의 대중화 시대를 연 것이다 이는 한국 세탁기 시장을 전자동 시.

장에서 드럼 세탁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전자는 드럼 세LG

탁기 시장 점유율 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1 .

트롬 세탁기의 시장 파급은 국내 시장보다 경쟁이 더 치열한 해외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년대에 드럼 세탁기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으로. 2000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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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생기고 거래선이 늘어나면서 차기 모델에 대한 기대LG brand power

치 또한 비례해서 증대 되기 시작하였다 년 즈음에 에서는 독보적. 2005 LG

인 기술인 를 이용해 북미 시장 내에서 확고한Steam Tech product

을 창출하고자 에도 더욱 강력한 기대감에 새로운 디자인leadership design

이 요구되는 상황 이었다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한 성향이 두드. ‘practical’

러지는 북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동시에 만족시premium Image

킬 수 있는 디자인을 고심하여 원형 와 의door center rotary knob identity

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선한 새로운 발전된 이미지를 덧입힐 수 있는‘ , , ’

방안에 연구를 거듭 하였다 대용량에 맞는 한 를 그대로 유지하. wide image

기 위해 더욱 커 보이도록 를 새롭게 디자인 했으며2-piece chrome door

도 감이 최대한 살아 나도록 시켰다 또center rotary knob grip upgrade .

경쟁사들이 최신 이라는 에 휩쓸려 대형 를 적용하면서‘ ’ trend LCD user

의 편리함을 많이 포기한 반면 자사 디자인에서는 를 적용하면interface LCD

서도 적용 을 숨기지 않아 실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1:1 button

끌어 내고 또 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중 장년층에까지high-tech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었다 또 내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가. color

중요한 로 역할 할 것을 예견하고 체계적인 현지 및factor color research

를 통해 세탁기에 최초로 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가장 프리analysis color

미엄 가격대의 제품에 포지셔닝 시켰다.

년 북미 시장 출시 트롬 북미 사각도어 트롬[2005 ] [2008 ]

결과적으로 전자 드럼 세탁기는 미국 진출 년 만인 년 그 동안 선두LG 4 2007

를 유지하던 켄모어월풀 브랜드 제치고 드럼 세탁기 시장 위를 차지했다( ) 1 .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23% .



25

북미 칼라 트롬 세탁기 북미 드럼 세탁기 시장 점유율[ LG ] [ LG ]

북미 드럼 세탁기[ consumer report]

한편 드럼 세탁기의 홈 그라운드인 유럽 시장에서는 최초로 와color pattern

을 적용한 세탁기를 선보임으로써 기존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세탁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특히 디자인을 명성 있는 영국.

을 디자인 한 영국의 디자인Designers Guild (Ralph Lauren top-end

에 의뢰 고급 백화점에만 한정 판매하는 전략을 펼쳐 세탁기의company) ,

브랜드로 시키는데 역할을 했다premium Image positioning .

년 영국 헤롯 백화점 한정 판매한 트롬 세탁기[2007 LG color ]

결론4.

칼라 트롬 세탁기의 성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디자인의 는 첫째 기DNA ,

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이다 기술 개발을 통해 를 최초로. Trim Kit color

적용하였고 를 통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실내 설치에 최적화DD motor

된 세탁기를 고안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기술을 디자인이 잘 적용하여 표현.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기술과 디자인이 하나로 인식되어 완벽하게 조

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요구에 발.

맞춘 디자인이라는 점이다 칼라 트롬 세탁기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세탁 공간.

변화에 맞추어 를 최초로 적용하였고 사람들의 의류 관리나 세탁 방식에color

서 있어서 더욱 민감해지는 위생과 건강 문제에 빠르게 접근하여 기능steam

을 적용시켰다 기능은 기존의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 Steam

시에 창출하여 에너지에 민감해지는 시대 트렌드에 부흥하기도 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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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자의 사용성을 사려 깊게 고민한 디자인이라는 점이다. Center

경사 사각 도어 등은 단순히 제품 디자인이rotary knob, control panel,

첨단으로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 상황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표현된 디자인이다.

칼라 트롬 세탁기는 가전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된다 앞으로 디자인.

를 기반으로 감성과 인터페이스 제품간의 에너지 절감DNA , connectivity,

등의 시대 변화의 흐름과 함께 또 다른 발전된 세탁기 디자인의 원형을 제시

하며 다른 차원의 시장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된다.

장 의 문화적 파급3 . Techart , Art DIOS

냉장고 제품의 시장 환경 변화1.

냉장고 디자인의 변화1.1

년에 최초로 등장한 전자의 국산 냉장고는 식품 장기보관이라는 기본65 LG

적인 냉장고 기능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자부심으로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후 선진문물로만 여겨지던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국산,

화에 성공하며 경제 개발시기에 국내 제조업체의 효자 상품으로 대표성을 가

지며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문화의 고급화. ,

다양화 경향과 함께 더 큰 저장용량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대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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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위쪽에 냉동고가 위치하고 아래쪽. ,

에 냉장고가 위치하는 방식의 냉장고가 국내에서의 보급률이Top Freezer

높아지며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년대 이후에는 얼음이나 물 추출90 ,

신선 냉장 수납의 자유도 확대 김치전용고 등 부가기능을 강조하는 경쟁구, ,

도로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성숙기 시장은 년 시대를. 97 IMF

거치며 소득격차가 커지게 된 소비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하며 프리미엄 냉장,

고의 상징이었던 양문형냉장고로시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주도한 것Shift

이 삼성에서 개발한 국내최초의 양문형냉장고였다 대용량과 사용편리성으로.

프리미엄의 상징이었던 양문형냉장고로재편된국내시장은 외산 브랜드에 비해,

저소음 저전력 소모를 강조한 국내 제조회사들의 기술우위를 화두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 가기 시작했으며이후 양문형냉장고시장이보편화된 년 초, 2000

외관을 유리재질로 대체하면서 부엌 인테리어와의 디자인적 조화를 강조하는

형 양문형냉장고가또한번양문형냉장고시장의확대를급속화하게된다Trim-kit .

이렇게 유리재질을 이용한 컬러와 패턴 등이 중요시 되었던 외관 경쟁의 시대

로 변화된 국내 냉장고 시장은 기능과 기본 성능위주의 시장에서 점차 디자인

주도의 시장으로 변모되어 가며 식생활에 기반한 고객의 기본적인 요구를 넘,

어 새로운 고객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가 있었다Art DIOS .

소비자 기대가치의 변화1.2

년대 후반 국내 시장에 출시되었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생활2000 , ,

가전제품 이하 가전제품의 컬러 및 표면처리 이( ) (Color, Material, Finish,

하 동향을 보면 불과 년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백색가전 이라CMF) , 10 ‘ ’

는 별칭이 무색해진다.

년대 이후 근 년에 걸쳐 백색은 가전제품의 외관을 지배해 오다가1930 , 5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제품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에1980

컬러 도입을 시도하던 기업들로 인해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러한 움직임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극대화되기 시작한다2000 .

이러한 가전제품의 동향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치의 변화에서 비롯되

었다 성능과 외관 형상에 높은 비중을 둔 제품의 가치관에서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고객의 구매가치의 변화에 발맞춰 일부 기업들이 컬러가전이라는 개

념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컬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과 손쉬운 공정으로 극적인 디자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

정도로 여겨졌다 또한 일정 기간 몇몇 기업은 백색가전에서 컬러가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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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으로써 자리잡게 되었고 경쟁사,

로 하여금 쉽게 넘어서기 힘든 진입장벽을 구축하기엔 가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관점의 변화와 시장변환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

하게 되었다.

식생활 환경의 변화1.3

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소비문화의 선진화와 더불어 식생활 문화 또한2000

웰빙을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다 년대 초 식품의 안정성 문제. 2000

가 대두되면서 유해 음식물에 대한 걱정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게 되면서 친환

경 식품이 유행처럼 확산 되는 가 하면 년 중반에 들어 조류독감과 광, 2000

우병 파동으로 환경오염과 건강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의 식문화 패

턴을 크게 변모시키면서 웰빙 식생활 자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식생활 문화

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또한 외식 횟수가 늘어남은 물론 보다 건강한.

식자재 조리법과 식단 등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식을 챙겨가기,

시작하면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량 또한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년. 1990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주식인 쌀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줄어들면서 채

소 과실 그리고 축산육류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채소, ,

류 중심의 웰빙 식자재의 반대급부적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쌀을 제외한 기타.

식자재들의 전반적인 소비량 증가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또한 급,

격히 증가한 대형마트 등을 통해 다량의 식자재를 구입하여 기존대비 장시간

보관 섭취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채소류를 위한 공간의 확대와 보존성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 것이다.

주요 농축산물 소비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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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일례로 전자는 년 출시된 모델에 국내 최초로LG 2006 Art DIOS

유기농 야채실을 적용하여 급증하는 채소류의 효과적인 보관은 물론 신선光

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는 냉장.

고의 저장공간 레이아웃 및 용량과 기능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처,

럼 소비자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선 제공하는 것은 전자 생활가전에 있LG

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의 디자인 혁신2. Art 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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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컬러가전이 앞다투어 출시되던 년대 초중반 차세대 생활가LG 2000 ,

전의 핵심 디자인 요소로 차별화된 감성 표면처리디자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으며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제품 전략의 일환으로, Art DIOS

디자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기존의 표면처리 디자인이 손쉬운 차별화 방.

법이었다면 의 경우 단순한 컬러의 변경 혹은 표면질감의 삽입 같Art DIOS ,

은 외관적 인 변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성적 에 대한 리서치‘ ’ Storytelling

가 병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영역에 있어서의 확장은 당시.

의 사회적 흐름과 고객의 감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연성에 의한 것이었

다.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패러다임과 당대의 가전제품

또한 그러한 시류에 맞춰 진화해왔지만 기술과 기능이 중요시되던 앞선 시대,

와 달리 세기 들어 도래한 감성문화시대에는 가전제품이 가사도우미로써21

하나의 기계 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의 충족 이라는 새로운‘ ’ ‘ ’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암시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컬러가.

전을 통해 감성적인 접근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감성적인

에 대한 기반이 약했고 경쟁자에서 쉽게 모방이 가능한 테두리Storytelling ,

에 국한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적용이 손쉬운 반면 차,

별화의 지속성이 약한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일상에서.

늘 접촉하는 가전제품에 있어서 제품 표면처리에 대한 고민은 감성과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 필연적이었다 제품의 외관표면은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감. ‘

성수신채널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오감과 직결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

년대 이후의<60 Paradigm Shift>

또한 년대 이전의 시대에는 신기술과 다기능이 의 척도로 여2000 Premium

겨져 왔었지만 기술의 진보와 기능의 편리화 속에 의 가치 역시 일,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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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소유 만족감과 그 이후 지속되는 구형 제품의 소외감 을 안겨주기에‘ ’

충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짧은 주기의 가전시장에서 변화를 꾀한 의Art DIOS

핵심 요소는 바로 그리고 디자인적 해석이다 의Premium, CMF . Art DIOS

디자인 철학에 있어서 이란 사회적 관점에서 또는 고객의 관점에Premium ,

있어서 단순히 고가 와 하이테크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년이 지나‘ ’ ‘ ’ 10

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영속적인 의 가치를 의미한Premium

다 디자인 역시 컬러 같은 단편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신소재와 신. CMF

기법 그리고 그 응용으로 정립되어 기존의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 Premium

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사업적 입장과 사회적 가치 및 고객 요구 등의 적극

적 반영에 있어서 의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는 예Premium ‘

술 이 그 해답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귀결되었다 즉 예술을 통해 영속’ . ,

성이 담긴 디자인을 회화적인 아우라를 제품에 적용하는 기법 이 두 가지가, ,

의 탄생을 위한 지상과제로 도출된 것이다Art DIOS .

하상림 작가와 모던플라워의 작품< >

의 새로운 근간을 예술로 삼고자 한 이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Premium ,

을 선정할 것인가가 디자인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었다 작가를 선정할 때.

에는 작품과 제품 간의 시각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작품이 담고 있는 감성과,

작가의 작품관도 함께 고려되었는데 이는 작가의 예술성이 제품 양산 및 출,

시 이후까지 디자이너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기 위한 사전 예

방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후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

었는데 언급한 작품과 제품의 적합성은 물론 당시의 트렌드에 적합한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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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추상의 꽃을 작품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한 하상림 작

가의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선정과 동시에 진행된 작업은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의 주요 모

티브를 제품의 표면에 적용시키는 작업이었다 앞서 언급한 디자인적인. CMF

차별화를 꾀하기 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품과 사용.

자 혹은 고객과의 거리를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호감을 느낄 수 있, 3

는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여 어필하고자 한 것이다.

10m Design

밖에서도 고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서 컬러- 10m Line-up

를 선정.

컬러를 결정짓는 기준은 크게 와 에 대한- Line-up Hot Color Basic Color

컬러 포지셔닝 한 해의 트렌드를 선도할 유행 컬러 사업 경험치에 의거한, ,

사업자의 의사결정 등으로 나눴다.

년향<2006 Art DIOS Color Variation>

5m Design

정도의 거리에서 봤을 때에 사- 5m

용자가 체험하게 될 차별화 포인트로

서의 디자인은 의 경우 전Art DIOS

면의 을 의미한다Layout .

가전제품의 전면을 하나의 화면으-

로 간주하고 화면 구성의 강약과 긴,

장감 균형 등을 고려하여, Layout

시안을 제작한다 이때에 제품 본연.

의 부품과 요철 파팅 라인도 화면, 하상림 작가 모던플라워 디자인 레이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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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0.1m Design

실크스크린 인쇄와 패브릭 접합 안< >

제품에 아주 근접하게 다가섰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과 에 대한- feel finish

디자인이다 이 과정에서 표면처리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실크스크린 인쇄로 진행할 경우 잉크의 배합비율과 농도 광택- , , ,

펄 농도 배경 질감 의 입체감 배경과 간의 대비 등을 미세, , Artwork , Motive

조정하는 디자이너의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의 사례에서는 의 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Art DIOS Swarovski Crystal社

이를 제품에 체결하여 양산할 수 있는 이중구조와 부착 공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 시장 파급효과3. Art DIOS

이처럼 예술작품이 함유한 의 가치와 공산품인 가전제품의 융화의Premium

과정에 있어서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핵심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가 탄생되었다 하지만 사업적 관점과 디자인 아이덴티티 관점에Art DIOS .

있어서 기존의 제품 의 경우 각기 다른 형상과 상이한 색상 적용으Line-up

로 통합적인 이미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전자의. LG Premium

제품군의 외관을 통일하여 이른바 이라는 패키지 개념을 도DIOS Collection

입하여 전자의 각 사업별 플래그십 모델을 모던플라워 모티브로 통일하였LG

다.

출시 후 시장에서의 반향을 주목한 각종 매체 및 언론은 이를Art 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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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결합 즉 로 명명하기 시작한다 애초의 발음인Technology Art , TechArt .

테크아트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프랑스 철학자 데‘ , ’ ‘

카르트 의 음을 빌어 만든 신조어로 소개된 기술과 작품의 이 기발한 조합’

은 곧 시장 내 마케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류 트렌드가 되었다 기본적으.

로 갖춰진 기술력에 장르와 분야를 초월한 문화예술적 컨텐츠를 융화시키는

현상으로 발전한 아트가전이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이라는 하드웨어와 예

술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기술간의 융합인 디지털 컨버

전스에서 진일보한 이질 적 혹은 다질 적 컨버전스( ) , ( ) (Hetero-異質 多質

로 재해석 되는 것이다convergence) .

년 월 를 필두로 출시된 예술융합적 가전제품 즉 아트가2006 8 Art DIOS , ‘

전 은 디자인 분야는 물론 예술계 문화계 등은 물론 사업에 있어서도 큰 성’ ,

과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자의 를 통해 제시된 예술을 통한. LG Art DIOS

제품의 감성화라는 은 이후 가전분야의 경쟁사는 물론 화장품 제품Tool , , IT ,

인테리어 액세서리 제품 군 등으로 확장되어 사회 문화적인 관심의 대상으, -

로 부상하였다 메종 에 오브제 나. (Maison et Objet) KBIS(Kitchen and

같은 유럽과 미주의 트렌드 제품 전시회에서 지속적으Bath Industry Show) /

로 선보인 제품은 해외에 한국적인 디자인 의 유형을 소개하Art DIOS DNA

며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본사의 경우 전자의 성공을 계기, LG LG

로 감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사 차원의 아트마케

팅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한 광고캠페인은 많은 이목을 집,

중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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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광고 캠페인<LG >

데카르트를 토대로 제품 군의 외관 디자인은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과DIOS ,

의 협업을 추구하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게 된다 순수미술 작가.

의 작품에서부터 맨디니 등의 유명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

는 다양한 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하며 높아진 고객의 기대가치에 부응하려 했

던 것이다.

<Door-in-Door DIOS>

이에 더불어 제품 본연의 디자인 업그레이드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고객 관점에서 년이 넘게 사용되는 냉장고에 영속성을 갖춘 예술작품을 적10

용하여 외관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였다면 일상적인 제품의 사용 에 있, Scene

어서는 식문화와 주거공간 구조의 연구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사용자 편리성이 우선시 된 가로타입의 핸들 디자인 사용 공간에. ,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의 투박한 느낌을 제거한 트림리스

도어 디자인 등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Trim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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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세로로 개폐되는 기존의 홈바 를 대폭 개선한 가로형 이중, (Home Bar)

도어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음료와 스넥 등의 저장품 증가에Door-in-Door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사용편리성을 극대화로 디자인적

인 완성도를 높혔다 특히 를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홈바. Door-in-Door

때문에 불가피했던 거추장스러운 파팅 라인을 제거하여 사용성의 개선은 물론

의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제품 자체의 완성도CMF

재고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고객의 관점에서 발굴한 인사이트를 연구하여 제품을 통해 구현함으

로써 실용적이면서도 미려한 외관을 추구한 제품들은 향후에도 고객으DIOS

로 하여금 라는 감탄사를 얻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파트너로 변모해‘Wow’

나가고 있다.

결론4.

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사업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고객가치의 창출Art DIOS

에 큰 계기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 발의된 프로젝트.

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제반의 문화 현상을 창출한 것

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시사하는바가 크다 의 성공은 여. Art DIOS

느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의지, , Macro/Micro

를 읽어내는 의 정확성 그리고 디자이너의 발상의 전환이 빚어Trend Process ,

낸 합작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현상 창출이라는 것. ,

은 보기 드문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동양적 철학 기술 그리고 문화를 한민족 특유의 로 재해석해온, Originality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융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원형을 제시하는 능력은 분명 한국적 디자인 의 일부로 표현할 수 있다D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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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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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변화를 통해 본 한국디자인 DNA

이처럼 국내 시장의 가전제품은 한국인의 의식주생활에 전통적인 관습

에서부터 변모되는 현대의 생활상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 왔고 단순한 가,

사생활의 보조기구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문화와 환경에 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디자인은.

항상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인의 문화적 디자인적인 특성을,

담아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로Life style creator

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적인 가전제품이 세계인의. Life

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 본다면 세계시장에서 통Style Creator

할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 특성 한국적 디자인 를 추론해 볼 수 있을, DNA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해 본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의 외관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주,

위 환경과의 조화와 배려를 중시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주위와 어울려 하나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형,

성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은 한국인의 미.

의식 속에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전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실내 환경 즉, ,

거실이나 방의 인테리어와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선택하는 소비

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분히 한국적인 디자인으로서 가장 먼저 Interior-fit

을 중시하면서도 를 시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Color variety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에 대한 개념은 가전 업체 주도로 일방적으로 제.

시되어 왔던 이전의 가전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배려로서의 가

치 변화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디자인적 특징은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융합이다 을. Turbo fan

이용하여 두께를최소화하며 액자형 디자인 의도를 극대화 시킨 이나Art Cool

기술 개발을 통해 를 최초로 적용하였고 를 통해Trim Kit color DD motor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실내 설치에 최적화 된 과 같이 디Color Tromm

자인에 최적화된 기술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편리한 가전인 동시,

에 인테리어 가전을 만족시킨 기술과 디자인의 효과적인 융합 사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기존 가전 제품 디자인의 개념을 발전시켜 기술 위주의 가사.

활동 보조도구로 인식되었던 가전제품에 순수예술을 접목시켜 단숨에 인테리

어 가전으로써 변화시킨 것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종 영역 간의

개념이 제대로 실현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Collaboration ,

현대 가전 디자인이 가진 강점이자 고유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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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조화와 배려 융합 이 디자인, (Collaboration)

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결과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양성 다용도, /

이다 하나의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닌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한 제품. ,

이라도 여러 가지 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며 이 요소가 국Look ,

내 가전제품의 발전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디자인의 궁극적인 특성이라

고 하겠다 또한 단순히 편리한 가사 도우미로써의 기능을 지닌 제품이 아닌. ,

전문적인 건강가전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회화 작품의 접목으로 주거환경에서

의 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용도로 활용Art objet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디자인 특성을 지녔다고 하겠다.

현대 생활 가전 중 벽걸이 에어컨 는ArtCool , Color Tromm, Art DIOS

위와 같은 측면에서한국 디자인의 조화와 배려 융합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

요소를 성공적으로 디자인에 구현시킨 사례이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한국 디,

자인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대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