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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자인은 미래의 인간생활환경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결과의 성패는 미래디자인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예

측하고 또한 미래에 수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달

려 있다.

본장에서는 디자인에 있어서 미래예측의 중요성과 함께 연구

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이 설명된다. 특히 목적에서는 통합적

예측방법에 의한 신뢰성이, 방법에서는 디자인대상과 목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방법제시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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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인간의 욕구와 가치는 환경과 더불어 변화하며, 디자인은 이

와같은 인간의 변화욕구와 제 환경을 배경으로 인간에게 새

로운 물적 환경을 제시한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주된 임무는

조형을 포함한 물의 미래적 가치와 구체적 존재에 대한 예측

이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 미래적 가치의 효과적인 예측은 제품

과 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 독일은 산업시대의 도래와 더불

어 이성과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단순 간결한 기계주의 미

학」을 새롭게 제창함으로서 독일제품의 믿음성있는 이미지

를 세계에 깊게 심었고, 이어 미국은 산업시대의 삶의 풍요

와 미래에의 꿈을 실은 「스피드하고 유연한 조형스타일」의

제창을 통하여 대량소비를 가능케 했다. 1960년 이후 일본은

인간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작고, 개인화된 디자인」의 제

창을 통해 세계시장을 제패해왔고, 최근 이탈리아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유희적고 낭만적인 제품조형」

을 새롭게 제시하여 세계의 가정용품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

다.

이제 시대는 20세기를 마감하고 국경이 사라지는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를 맞고 있다. 사회 및 삶의 가치 또한 제환

경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의 물질과 기술중시에서 정보․지식

․마음․이미지의 중시로 양의 중시와 경직성에서 질과 생명

성의 중시로 단편적 가치에서 통합적 가치 중시 등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품과 디자인의 미래가치 또한 정

보사회의 제환경과 인간의 가치전환에 따른 대 변화를 예견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타를 잡는 국

가는 국경없는 정보시대의 세계적인 제품시장을 이끌 수 있

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제품과 디자인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세계제품을 선도하고 정보화시대의 문화선진국을 위

해서는, 정보사회의 제 환경속에서 인간과 물의 가치을 앞장

서서 추출할 수 있는 디자인의 미래트렌드를 예측을 위한 효

과적인 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1.2. 연구의 목적

디자인의 성공은 제품과 디자인의 정확한 미래예측과 관계된

다. 따라서 선진디자인국가, 기업 및 디자이너들은 산업시대

이후 지금까지 디자인의 미래가치와 트렌드의 개발과 관련하



개발목표 개발내용 적용범위

가치변화 일반이론기초연구 조형스타일 예측
트렌드,구조,유형 및, 요소, 변화요인 형,색,재료,질감,구조

미래트렌드 디자인트렌드의 특성파악 FSFD정립 및
가치 추출을 유형,요소,내용,특징,변수,중요도,신뢰도 검증
위한 예측 및 (사례 시뮬레 제품가치
활용 기법 FSFD의 전래 시스템 연구 이션 개념, 기능, 특성

구조,단계,단계별,작업내용

FSFD의 세부분석,전달기법 연구 제품의 영역,성격에 따라 응용
통계,맵,그래픽 등 제품,패션,그래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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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품

및 디자인예측의 방법으로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드시 디자이

너의 통찰력, 현존제품, 소비자 및 경쟁시장분석, 인간의 인

지능력분석 등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현재적단편적인 환경분

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한 미래 디자인트렌드나

가치분석은 표피적이거나 일반적인 미래가치가 제시됨으로서

디자인의 새로운 변화모색의 방법으로서는 적절치 못하였다.

국내의 디자인 관련 미래 트렌드 연구 또한 최근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 미국 등지의 상기 기법 등을 채용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디자이너의 지나친 주관과

단편적 데이터에 의존하여 추출되고 있는 표피적이고 일반적

인 디자인의 미래트렌드 예측의 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의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이끌 수 있는 디자인가치의 종합적

인 측면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디자인트렌드 및 가치의 예

측 모델과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1-2>개발목표, 내용 및 적용범위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디자인트렌드 및 가치를 파악하

기 위해 이제까지의 디자인을 인문, 사회, 과학, 경제, 문화

등의 시대적인 특성과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화유형, 변화의

내용과 특성 및 이들 변화와 제 환경요인과의 구조적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이 기법의 적용은 조형스타일(형, 색, 재료,

질감, 구조 등)과 제품가치(개념, 기능, 특성 등)의 미래 트렌

드 예측을 포괄하고, 제품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적절히 응

용 사용할 있는 종합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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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같다.

① 일반 사회문화가치의 변화, 미래예측이론 연구 및 특성

이해: 제 2장

사회문화 가치변화 및 트렌드 등의 일반적 구조, 변화유형

및 요소, 변화요인 연구(가치변화 기초모델연구)

② 디자인 가치변화 구조과 디자인가치 예측 이론, 사례 연

구 및 특성 파악: 3장

③ 제품, 자동차, 패션 등 주요 디자인분야의 가치변화 사례

연구 및 특성 파악: 4장

제품을 중심으로한 패션, 그래픽, 기타 디자인 영역의 제환경

에 바탕한 시대적 조형 및 가치 트렌드 분석. 즉

• 유형, 요소.내용.특징 파악

• 트렌드와 환경요인과의 함수관계 파악

• 트렌드의 변수 및 중요도 및 신빙도 관계등

디자인트렌드의 구조적 특성 개발

④ 미래 디자인 가치예측 시스템 구조, 단계 및 세부 적용기

법 연구: 5장

디자인트렌드예측의 구조와 단계, 각 단계별 내용 및 적용기

법 및 적용방법 개발.

• 1차 : 예측소렐의 구조 검토

• 2차 : 에측소렐 프로세스 및 단계별 기법 적용 등의 방법론

⑤ 모의실험, 모델평가, 수정 및 최종 모델 개발

디자인미래예측모델의 모의실험, 평가, 수정 및 최종 모델 개

발

⑥ 연구종합 및 전달

연구종합 최종보고서 제작, 제출 및 세미나,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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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미래디자인 예측모델 구축과 관련된 다원적 요인,

연구범위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방법적 측면에서 폭넓은

분야의 전문연구진, 단계별 다핵적, 통합적 연구조직 및 모의

실험과정을 통하여 질적, 효율적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모델

을 구축코자 하였다.

① 이론적 연구; 사회문화가치 및 디자인가치 변화이론 등의

연구

② 경험적 연구; 국내외 현장실사를 통한 국내외 디자인가치

예측 사례연구, 외부 디자인영역별 전문가에게 연구 위촉을

통한 시대별 디자인가치변화의 특징연구

③ 실증적 연구; 모의실험을 통한 디자인 가치예측모델의 검

증

1.5. 기대효과

미래 디자인트렌드 예측의 요인과 구조, 프로세스, 각 단계별

기법이 연구 검증된후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전,

자동차, 가구, 조명, 팬시 등의 제품, 패션, 섬유, 패키지 등

디자인 전 산업에 걸쳐 미래적 디자인트렌드와 가치추출의

기본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 기법의 효과적 활용과 응

용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디자인은 이제까지의 디자인모방을

탈피하고, 도래하는 21세기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와

트렌드를 세계적으로 선도함으로서 정보시대의 고부가 경쟁

력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미래 디자인트렌드 예측기법의 적용으로, 21세기의

디자인문화를 이끌어 나감으로서 우리나라에 바탕한 디자인

과 문화의 창조성과 질을 세계속에 전파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디자인 전 산업에 걸쳐 미래적 디자인트렌드와 가치추출

의 기본 지침으로 적용함으로서, 21세기 디자인 및 제품의

선도 및 세계적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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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기법의 타 전문분야-마케팅, 기술 등-응용으로 미래적

제품가치의 전망, 디자인과 협업의 효율화 및 미래디자인 개

발기간의 단축

③ 개발사례의 영역별 단계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차기

디자인 개발 전개시 효율성 재고

④ 기타 전국의 디자인관련 대학 및 학과에 활용함으로서,

미래 디자인트렌드 및 가치창출의 방법론 터득 및 창조적 디

자이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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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행일정표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구내용의 확정

• 내용의 검토

• 범위와 한계 설정

• 연구 방법의 검토

• 연구내용 분담


2. 자료 조사분석

• 기존 문헌자료 수집 -국내

국외
• 내용 파악

• 자료 분석 - 국내

- 국외

• 종합

• 내용의 발췌 및 체계확립


3. 조사 및 면담

• 국내 (설문지 작성 및 분석)

• 국외

- 방문준비

- 방문

- 내용정리


4. 예측모델의 구축

• 예측을 위한 요인 분석

• 종합 및 체계확립

• 각종 방법론 수집 분석

• 종합 및 체계확립

• 예측모델과 방법론의 종합


5. 예측모델의 모의실험

• 과거→현재

• 현재→미래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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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행일지

9월 12일: Kickoff Meeting (제안서 검토 및 역할 분담)

9월 26일: 프로세스 재정립 (연구프로세스 재정립 및

프레임 확정)

10월 4일: 기초이론 연구 (문화 디자인가치관련 세미나)

10월25일: 자유공유논의 (웹사이트 구축)

11월 8일: 기초이론 연구 토의 디자인트렌드 사례연구

(미래예측 기초이론 1차 연구)

11월22일: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토의 (예측방법론 유형분류)

12월 4일: 위촉연구원 워크숍

(디자인분야별 트렌드 사례연구 위촉준비

- 위촉연구원 워크쉬트 작성 및 연구부여)

12월12일: 가치예측 기초이론 연구 토의

12월19일: 진행사항보고

1월 6일: 디자인가치예측 전체구조 설정

1월 24일: 디자인가치예측 전체구조 토의

1월 30일: 미래예측 관련 디자인 방법론 연구

(연구된 방법론 토의)

2월 13일: 위촉연구원 세미나

(디자인분야별 트렌드 사례 위촉연구 발표)

2월 20일: 트렌드 사례 위촉연구 복사, 내용 검토

3월 5일: 디자인 분야별 트렌드사례연구

사례 연구 1차 분석 (분석 내용 토의)

3월 27일: 주관기관 연구원 워크숍

(연구내용의 자체점검, 연구분담 및 향후일정 검토)

4월 2일: 과제 중간보고 (중간보고 및 심의위원들의 의견

수렴)

4월 19일: 디자인의 사적 변동에 관한 기초내용 발표 및 정리

4월 26일: 디자인 변화와 연계된 사회환경 가치의 토의

5월 8일: 디자인 변화와 사회환경가치의 key word 도출

:디자인 기법의 세부개발

5월 29일; 한국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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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내용 중간발표

6월 7일: 디자인가치 변화의 구조 및

예측모델의 설정에 대한 토의

- 단계별 적용기법정리

: - 해외 출장 준비

6월 20일: 해외 출장 준비 (방문지 및 면담자 최종 체크)

7월 22일: 해외 출장 결과 보고

(수집 자료의 검토 및 향후 연구일정 체크)

7월 29일: 설문지의 내용검토

8월 2일: 연구내용 및 목차 재검토

- 설문지의 내용검토

8월 5일: 설문지의 내용 확정 및 조사방법토의

8월 11일: 예측모델의(과거→현재) 모의실험

8월 15일: 예측모델의(현재→미래) 모의실험

8월 22일: 예측모델의(현재→미래) 모의실험

8월 23일: 분담된 연구 목차에 관한 자료의

수합 및 자료의 내용정리

8월 30일: 연구결과의 최종 종합정리 및 보고서 작성에 대

.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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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변화와 미래학 이론

미래예측은 변화와 변동을 전제로 한다. 또한 디자인이란 문

화의 반영인 동시에 문화창출의 도구로서, 인류문화 및 사회

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가치의 개념과 함께
디자인의 가치변화 및 예측구조와 관계되는 사회와 문화의

변동 및 변화의 제이론, 그리고 미래학 이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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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치변화의 전제

2.1.1. 가치의 의미와 변화

1) 가치의 의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행동, 사회와 관념 등 사
회구조속의 모든 대상은 제각기 가치를 갖는다. 가치(value)

는 어떤 대상이나 명칭이 그 명칭하의 속성에 바탕을 둔 값

의 정도를 의미하며, 대상의 가치는 흔히 상대적이다. 즉 평
가되는 한 대상의 가치는 다른 상대적인 가치와 비교됨으로

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가치가 매겨진다. 그리고 목표와

가치의 개념은 차이가 있으나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 대상의
목표의 반영이란 점에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한 가치는 주어진 시간, 장소 등 대상

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는 다소 주관적이다. 한 대상의 가치는 따라서 어떤 상

황속에서 그 대상의 가치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와 그 대상

이 실제로 이룩한 가치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2) 가치의 변화-변화의 의미
변화란 사회적 삶의 본성이며, 나아가 사물의 본성 그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다.

현실세계나, 인간역사, 인간지성 그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든

아무 것도 본래 상태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
며, 오히려 모든 것이 운동하고 변동하며, 생성되고 소멸된

다. 현실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해 변화는 정상적

인 것이다. 가치대상의 개인적 수준을 다루든, 사회적 수준을
다루든 변화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같이 대상이 가지는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변화

는 대상이 갖고 있는 구조적 가치들의 유의미한 바뀜을 의미
한다(월버트 무어.Wibert Moore). 즉 변화는 가치의 대상과

관련된 과정이나 유형의 어떤 측면에서의 변형들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대상에 따라 관념이나 규범적 가치들, 문화적
현상, 다양한 표현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변화란 ‘인간생

활의 다양한 수준들에 널리 퍼져 있는 복잡한 현상들’이다.

2.1.2. 가치변화의 기본성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사고
와 행동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그시대의 문화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표출되는 인간의지와 행위의 결과로서 인간의 사
고와, 사회, 문화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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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속에서 사회와 문화는 모
호하여 사회학속에는 문화의 영역을 함께 포괄하여 문화사회

를 통칭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인성(정신분
석의 차원), 개인들 사이의 교섭(interaction, 사회심리학 차

원), 집단 또는 사회체계(사회적 차원), 그리고 문화체계(인류

학적 차원) 수준으로 구분하며, 이들 행위들은 모두 문화표출
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문화와 디자인은

항상 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문화사회학의 가

치변화이론은 디자인 변화이론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변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변화이론을 체계화시켜온 사회변화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가치변화의 기본성격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이론들은 사
회변화의 성격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변화는

정상적이며, 그 과정은 미리결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나
타내는 것이며, 그현상은 얼마간에 상호연결된 수준에서 상

호관련되어 있으며, 변화의 유형은 변증법적이다’. 라는 것으

로 종합될 수 있다.

-과정철학에서 화이트헤드(process philosophy, Whitehead)

다음은 사회문화가치 변화와 관련된 기본성격의 요약이다.

1) 실재는 과정이다-변동의 정상성.
....... 우주는 끊임없는 생성이며 변동이다........

- 크리스마스 험프리즈(Christmas Humphreys)

변화는 정상적이다. 즉, 변화란 사회적 삶의 본성이며, 나아

가 사물의 본성 그 자체속에 내재되어 있다.

현실세계나, 인간역사, 인간지성 그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든
‘아무 것도 본래 상태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

며, 오히려 모든 것이 운동하고 변동하며, 생성되고 소멸된

다. 다른 모든 자연과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4개의 살
(단계)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죽음-을 가진 영원히 굴러

가는 바퀴이다. 어떠한 것도 촌각을 머무룰 수 없다. 변동

의 법칙은 인위적인 물체들, 관념들, 제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복잡한 대상들에 다 적용된다.

이와같이 현실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해 변화는

정상적인 것이다. 가치대상의 개인적 수준을 다루든, 사회적
수준을 다루든 변화는 불가결한 것이다.

변화나 지속 중 어느것을 기본적인 현실로 가정하는냐의 여

부가 중요한 이론적 결과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실천적 결과



15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들을 낳는다.

2) 과정 : 과정에는 변화와 불변성이 존재한다.
화이트 헤드는 ‘보존이 없는 단순한 변화는 무로부터 무로의
이행이다’라고 하며 변화의 원칙과 보존의 원칙들 모두가 현

실속에 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변화가 없는 단순한

보존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변화하고 존재
의 새로움은 단순한 반복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존재는 생성에 의해 규정된다.

① 우리는 변화와 불변성, 그리고 지속성을 구분하여야 한다.

예로 하나의 관념 그자체는 지속적이다. 하지만 그 관념의

내용 그 자체는 역사과정에서 진화되어왔다.
② 특정현상이 불변성인지 변화인지는 분석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예로 사회적 현실의 높은 수준에서는 불변성이 존재하

는 동안에도 개인간의 수준에서는 변동이 진행되었다.
③ 사회적 현상들은 특정기간동안 안정적이지만, 항상 어떤

과정에 놓여있는 실체들로 보지 않고서 사회적 현상들을 완

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3) 창조성
인간은 변화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지만 변화을 유발시키
는 방법에 관한 이론들은 발전시키지 못했다. 창조는 새로운

것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의 지속적인 출현은

실재의 본질이다.
창조성은 분리되어있는 다수가 복합적인 하나의 통일체속으

로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원리이다. 또한 분리로부터 결합

으로의 진전은 분리되어있는 실체와는 다른 새로운 실체를
창출한다. 예로 원시적인 사회단위는 나중에 구조적으로 분화

될 사회적 기능들의 기본적양식들 모두를 상호융합된 형태로

함유한다.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새로움을 향해 진전하는 우주를 제시

한다. 따라서 우리의 발전된 능력들은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게끔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형태, 제도, 그
리고 이데올로기까지 발명하는데 ‘의식적’으로 몰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존재의 현실들에 조건지어진 자유이
다. 인간이 그의 창조적 활동에서 가지는 자유의 정도를 이

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상호의

존을 고려하여야 한다(여기에 상호작용은 상호작용 유형, 상
징적 체계들, 제도적 장치등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것의

출현은 현존상황과의 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적인 실체는 ‘자료로서의 실제세계가 허용하는 바를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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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화이트헤드). 창조성, 어느정도의 비결정론, 새로운
것의 출현, 이런 것들은 우주에 내재하여, ‘사물의 본질속에

내재한다’

4) 상호의존성 : 창조성의 개념은 상호의존을(유
기성) 전제로 한다
자연 그 자체는 상호의존적인 부분등의 체계이며, 따라서 물
리적 체계는 사물의 속성에서 뿐만아니라, 관계에 의해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식물은 그것의 속성들- 크

기, 색깔, 잎의 모양 등-을 기술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식물은 그것이 그 환경과 갖는 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그것의 발전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

다.
마찬가지로 조형세계속에서도 우리는 현상을 그것의 환경과

관계속에서 보지 않고서는 그 현상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없

다. 이해의 관계는 동일 수준외에도(제품과 제품) 높고 낮은
다른 수준 관계(사회, 정치 경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의

이러한 여러 수준들은 상호연결된 상태에 있다.

5) 변증법: 변증법은 과정과 운동의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① 모든 변화는 모순을 포함한다.
② 모순들은 물질, 관념적 가치의 차이 등 다양하다

③ 모순들은 집단들의 갈등속에 현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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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치변화관련 제이론

사회학은 진화론으로 시작되었고, 현대사회학의 대부분은 19

세기 진화론자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진화론은 생물

학에 크게 의존했다. 비록 ‘사회유기체’와 생물학적 유기체
사이의 유추를 이끌어낸 꽁뜨(A.Comte) 정도까지 나간 이론

가는 거의 없지만, 생물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에 대해 많은 모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사회학은 어느 시기
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패러다임의 특

징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어떤 패러다임들을 적절히 범

주화하는데 대하여, 또는 어떤 도식(schema)이 만들어지든
사회학자들을 적절히 분류짓는 것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조차도 거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의 가치변화와 관련된 이론들은 네가지 큰 범주들로
구분된다. ① 먼저 때로는 직선적인 방식으로, 그러면서 항상

복잡성과 적응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누적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진화론, ② 항상성의 개념으로 특
징지워지고, 안정성을 띤 결과를 지향하는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는 균형(상호작용, 구조주의)이론, ③ 변화는 모든 사회

유기체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가정으로 특징지워지
며, 불안정성을 띤 결과를 지향하는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는

갈등이론 ④ 사회, 문화 또는 문명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퇴

보한다는 - 곧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다는 - 가정을 갖고 있는 생성몰락(순환)이론, 등이 그것이

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2.1. 진화론

19세기 진화론은 암묵적이든 또는 명시적이든 진보의 관념으
로 특징지워졌다.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다아윈(Darwin)의

저작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론가들은 종종 살아있는 유기체

로부터 사회학적 유추를 시도하였다.
유기체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사회변동의 과정을 분화

및 통합에 의한 단선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다.

1) 오귀스트 꽁트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철학자 오귀스트 꽁트

(Auguste Comte, 1798-1857)는 사회학의 정적 측면과 동적
측면을 구분하였다. 즉 정적측면은 ‘사회체계의 전체와 부분

간의 자발적인 조화관계’를 의미하며, 동적 측면은 ‘인간발전

의 계기적 연속’으로서의 변동을 의미한다.
그는 역사발전의 3단계로, ① 신학적, 공상적 단계 : 신중시

사고, ② 형이상학적, 추상적 단계 : 자연질서중시 사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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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상태 : 인간정신은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의
탐구중시사고로 진행한다고 말한다.

2) 허버트 스펜서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철학,

생물학, 심리학, 윤리학, 사회학 등과 관련된 많은 저작을 남

긴 학자로서 모든 존재의 진화를-인간, 사회, 자연세계를 포
함하여-‘무한하고 비정합적인 동질성으로부터 유한하고 정합

적인 이질성에로의 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원시사회(군

사형)와 근대사회(산업형)를 비교하면서 강제적 협동-자발적
협동, 중앙권력-대의적 권력, 용기와 힘-평화, 전쟁조직-생산

조직, 전체사회가치-개별성원가치, 절대적 가치-상호작용 가

치 등의 서로 비교되는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에밀 뒤르껭
프랑스의 사회과학을 초기에 이끌고 간 에밀 뒤뒤르껭(Emile
Durkheim, 1855-1917)은 사회가 사회초기의 원시상태에서는

기계적 연대가 발달하지만 근대의 사회분화는 유기적 연대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분화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적 연대의 핵

심요소인 분업을 수반한다. 그는 기계적 연대사회는 관념, 성

향, 질서 등의 동질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유기적 연대는 상
이성에 뿌리박고 있다고 본다.

또한 뒤르껭은 문화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간에는 역의 관계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즉 인간의 행복은 사회발전에
의해 증대되지 않을 수도 있어 미리 상정된 유토피아의 오류

를 경계할 것을 일깨워 준다.

4) 진화론의 현대적 변형
진화론의 현대적 변형은 ① 근대화론 또는 통시적인 단선적

변동이론, ② 기능주의, 체계이론, 사이버네틱스와 정보이론
등의 영향에 의해 생명체와 사회체계는 정보의 투입과 산출

을 통하여 성장하며, 또한 피이드백을 통하여 환경에 계속적

으로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③ 신진화론 : 다선적(multilinear)
진화, 일반적 진화와 특수적 진화의 경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2.2. 균형이론 : 기능구조주의와 상호작용 이론

: 항상성(homeostasis)의 개념

항상성(homeostasis)은 본래 역학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
학에서 빌어온 개념이다. 그 용어는 ‘한결같은(uniform) 상태’

를 의미하며, 항상성의 기제는 한결같은 상태에 다다르게 하

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기제이다. 항상성의 중심개념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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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의 개념인데, 호만스(homans, 1950)는 이를 ‘체
계로 유입되는 요소들의 상태나 그들 상호관계의 상태가, 그

요소들 가운데의 하나에 어떤 조그만 변화가 일어날 경우 여

타 요소 가운데에서 변화가 뒤따라 일어나 원래의 변화의 정
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그러한 체계의 조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유추된 균형이론은 기능주의와 체계이론,

인간생태학이론 등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구조)기능주의(닐 스펜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는 사회

변화를 상정하고, 사회를 전체로서 즉 상호관련된 체계로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능주의 사회학에서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안정과 통합에 의해 특정지워지는 사회

질서’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낸다. 균형은 어떤 체계의 내적

인 변화들에 의해서만 유지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체계를
침범하는 외적인 힘들에 대응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과정보다는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같게 된다. 기

능주의에서는 사회체계는 적어도 물리적, 환경적 측면을 갖
는 상황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개별적 행위자들-즉

‘만족의 극대화’ 경향에 의해 동기지워지고, 문화적으로 구조

지워지고 공유되어 있는 상징체계에 의해, 그들의 상황에 대
한 관계와 그들간의 관계가 규정지고 매개되어지는 그러한

행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기능주의에서 정리하는 사회체계는 다음의 4가지 기능적 특
성을 지닌다.

① 적응; 행동 유기체의 기능
② 목표; 퍼스낼리티의 기능

③ 통합; 사회체계(경제, 정치, 법률, 가족 등과 연관)

④ 유형유지; 문화

또한 사회체계의 발전과정의 유형은 ① 구조들의 균형유지

② 변화를 뜻하는 규범적.구조적 변동 ③ 하위체계는 변동하
나 전체체계가 변화하지 앉는 분화적.구조적 분화(대가족 제

도에서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 ④ 장시간에 걸친 발전적 진

화(통합)로 구분한다.

기능주의의 접근방식은 생물학적이고 역학적인 사고방식을

택하고 변화보다는 안정과 지속성, 연속성을 택하는데 더 적
합하며, 변화의 단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2.2.3. 갈등이론 : 모든 사회유기체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변동

진화론이나 균형이론은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20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유기체로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나 프리드리히 엥

겔스(Frederic Engels, 1820-1895)에게는 갈등이 사회변화의

중추적 요인이였다. 그리하여 변증법은 모순이 모든 사물의
본질로서,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모두에 있어서 모순이 존재

의 중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변화의 열쇠는 변증

법에서 찾아야 하며, 변화는 대립물의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
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발전은 정.반.합, 또는

과정.모순.역사의 발전과정을 거친다.

즉 마르크스는 “갈등 없이는 진보가 없고, 이것은 문명이 오
늘날까지 따랐던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모든 시

대의 구조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생산양식 곧 기술

의 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기술상태가 생산관계(생산의
조직)를 결정하고, 이들이 함께 사회의 하부구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사회제도, 가치와 신념 등 그밖의 모든 것은 상부

구조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공헌중의 하나는 변증법이 제공하는

미래에 대한 휴머니즘적 전망, 미래실현에 있어서 인간역할

의 강조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엘리트가
아닌 대중역할의 강조이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인도주의적이며, 행

동주의이다.
현대의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하면서

갈등개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사회변화에 있어서 관념과

물질의 양자가 모두 중요하며 이들 모두가 갈등을 유발시키
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2.2.4. 생성몰락 이론 : 성장과 쇠퇴의 과정 :

.순환론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부류의 이론에서 사회란-또는 좀더 일
반적으로 말하면 문명-종종 인간유기체에 유추하여 볼 때 성

장과 쇠퇴의 기간을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성몰락이론은

변동을 복잡성이 증대되고 획일적 방향으로 누적되어 가는
것으로 보는 여타 부류의 이론들과는 구별된다. 즉 이 이론

은 가치변화의 방향을 순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리이스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인간
의 삶이 특정한 단선적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장구한 역사적

주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질서의 시기가

있으면 무질서의 시기가 있고, 번영의 시기가 있으면 쇠퇴의
시기가 있는 것이 인간사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믿었다-이

와 대조적으로 서구인들은 ‘매일매일의 진보가 무한히 지속

될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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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생성몰락론과 관련된 이론들은 역사를 일련의 주기
들로 바라봄으로서 역사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이론들은 경기의 변동이나, 생리적 기능과 같이 역사에서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단선적 변화방향을 주기
의 한 국면으로 해석하였다.

1) 이븐 할둔
이븐 할둔(Ibun Khaldun, 1332-1406)은 아랍태생의 정치가

로서 사회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

는 사회변동론을 두가지의 대조적인 형태, 즉 ‘유목적’과 ‘정
주적’으로 구분한다. 즉 사막의 유목민과 도시의 정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며, ① 유목민들의 침략과 새로운 제국형성, ②

제국의 통제력강화, ③ 여가, 평온, 문화, 사치의 확대 단계,
④ 평화와 전통유지 단계, ⑤ 낭비, 퇴보, 파괴의 단계로 순

환된다고 보고 있다. 즉 역사와 국가는 성장과 쇠퇴, 정복과

붕괴의 연속적인 순환의 지속으로 본다.

2) 아놀드 토인비 : 도전과 응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nold Toinbee, 1889-1975) 또한 할
둔과 마찬가지로 인류역사를 통해 사회변화를 탄생, 성장, 정

체, 해체의 순환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회의 발전과정을

거시적인 문명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고, 문명들은 도전
에 대한 응전으로 발생한다고 하여, 문명의 발생요인을 갈등,

즉 장애가 되는 조건들에서 찿고 있다.

그는 도전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며, 응전은 인간
특히 도전을 받아 처리하는 엘리트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다

고 본다. 그는 또한 성장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해체의 단계

에서도 도전에 응전하는 창조적 개인들이 존재한다. 이때의
창조자는 고전주의적이거나 미래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타임

머쉰 유형, 철학과 보편국가 지향형, 고등한 종교유형 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창조의 행위는
엘리트, 즉 개별적 창조자들의 과업이거나 창조적 소수들의

과업이다. 그는 대부분의 인류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경

향이 있어, 창조적 소수의 과업은 단순히 새로운 사회적 형
태들과 과정들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안주적인

인류들을 전진대열에 동참시키는 수단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토인비는 변화에서의 갈등의 핵심적 중요성, 엘리

트의 중요한 역할과 엘리트-대중간에 관계, 그리고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유의미성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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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펭글러
..........모든 문화는 개별인간의 모든 연령 단계를 거쳐간다.

문화마다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경험한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양식의 초기에 나타난 것은, 불안에
가득차서 떨고 있는 어린 영혼이다. 유년기 또는 초기 호오

머(Homer) 시대의 도리아 양식과 초기 기독교적(실제로 아

라비아적) 예술로부터 우리에게 같은 어조로 말을 걸어 온다.
문화가 그 존재의 최고 정점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문화

자체를 위해 확보된 형태언어는 더욱 더 힘있고, 엄격하며,

통제되고, 강력하게 되며, 그 문화가 지닌 힘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지고, 그 윤곽은 더욱 분명해진다. 마침내, 문명의 잿

빛 문턱에 이르면 영혼에 있는 불꽃은 꺼져간다. 줄어들어

가는 힘이 솟구쳐 한번 더 반쯤 성공적인 창조의 노력을 하
여 죽어가는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고전주의를 만들어 낸다.

영혼은 다시 한번 가라 앉아, 낭만주의에 이르러 그 유년기

를 돌이켜 본다. 의욕이 꺾이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지치고,
식어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잃고 마치 로마제국에서처

럼, 오랜동안의 대낮의 빛에서 나와 어머니의 자궁속의, 무덤

속의 원형적 신비주의의 암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와같이 슈펭글러(Spengler)는 문화의 생애주기(the life

cycle)와 인간유기체 사이의 유추관계가 일정한 기간의 세계

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문화, 한 문화의 청
년기 및 성숙과 쇠퇴, 그 문화에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단계

와 기간은 모두 한가지 상징의 강조와 더불어 반복되면서 확

정된, 항상 같은 지속기간을 거친다.’ 이와같이 정치적, 지적,
그리고 예술적 형성기간은 50년간 지속된다고 하며, 문화의

성년기 곧 문화가 활짝 꽃피울 때는 300년간 지속된다고 그

는 지적한다.

4) 피터림 소로킨 : 사회문화적 순환론

(1) 사회문화의 유형들 : 관념형, 감각형, 이상주의형
피터림 소로킨(Peterrim Sorokin, 1889-1968)은 사회변동의

이론을 예술, 진리체계, 종교, 윤리, 법률, 철학, 그리고 가족

등 문화의 각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그가 이러한 문화의 다
양한 측면들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양자모두를 거쳐 규명

한 사회문화체계는 세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관념형(The Ideational)으로서, 신의 원리가 진실한 현
실이며 가치로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감각형

(The Sensate)으로서 감각적 세계가 진실한 현실이며 가치라

는 원리가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주의형(The
Idealistic)으로서, 위의 두가지 형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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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유럽은 관념적인 문화를 예증하였으
며, 예수의 탄생을 전후한 시대와 현재는 감각적 문화이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체계들은 관념형에서 감각형으로 이행하

는 기간(예를 들어 13,4세기의 유럽)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
다.

(2) 발전의 유형 : 유물<->관념, 감각<->상징의 순환
그는 역사에서 단선적 유형이란 없고, 문화유형들의 순환이
사회과정을 특징지운다고 말한다. 즉, 역사는 유물대(對) 관

념론, 절대원리의 윤리대 행복의 윤리, 결정론 대 비결정론,

예술에 있어서의 시각적(감각적)강조 대 상징적(관념적)강조
등의 대립적인 문화유형들간의 진동으로 본다.

흔히 관념적 문화는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며,

감각적 문화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상주
의적 문화는 관념형과 감각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만 대

개 관념형이 감각형보다 다소 우세한 편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체계의 성장과 쇠퇴에는 양적 측면과 질
적 측면 양자가 존재함과, 그러한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사회문화적 체계의 세가지 구성요소, 즉 의미체계

(Meaning System; 헌법과 법률 등의 제도) > 매개체
(Vehicles; 행동과 건물 등 사물) > 인간행위자(Human

Agents)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사회문화의 질적성장은 의미체계, 매개체들, 인간행위자
들, 혹은 세 구성요소 모두의 개선을 포함한다. 즉, 질적 성

장은 ‘최적통합(Optimum Integration)을 향한 체계의 운동’을

의미한다.

2.2.5. 사회심리학적 이론 : 에버리트 헤이건외

사회변동의 이론 중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접

근방식은 보다 최근의 일이다. 사회심리학적이론은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퍼스낼리티의 결정적인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발전들을 주장한다.

1) 창조적 퍼스낼리티
에버리트 헤이건(Everett Hagen)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기

술.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성원들의 중요성을 말한

다. 따라서 사회변동과 퍼스낼리티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
는 퍼스낼리티의 내용으로 ‘욕구, 가치, 세계관의 인지요소,

지능과 에너지수준’등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퍼스낼리티는

‘조작적, 공격적, 수동적, 상호부양적’ 부류가 있고 다시 혁신
적 퍼스낼리티와 권위주의 퍼스낼리티로 구분할수 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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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변화시키는 퍼스낼리티는 혁신적 퍼스낼리티로서 이
의 특성은 ① 자율성과 질서에 대한 욕구, ② 타인에의 감

정이입과 자기이해에 대한 욕구, ③ 타인을 부양하고자하는

욕구, ④ 타인에 대한 복지관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 성취지향적 퍼스낼리티
데이비드 맥글랜드(David C. MaClelland)또한 변동의 요인으
로 퍼스낼리티를 변동의 주요동인으로 꼽는다. 그는 보다 높

은 수준의 성취욕구를 가진 사회가 보다 정력적인 기업인들

을 산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룬다고 보고, 성취욕구와 경제발
전의 밀접성을 말한다. 맥글랜드는 성취욕구의 근원들을 ①

직접적 영향 : 보유한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등, ② 간접적

영향 : 기타 사회계급, 개인체격, 가족구조, 직업과 지위, 기
후 등으로 정리한다.

3) 근대적 개인
요셉 칼(Joseph A. Karl)에 의하면 사회의 진보, 교육의 영향

등으로 근대적 개인이 탄생하였으며, 근대사회는 그것이 기

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근대적 개인들을 필요로한다고 말한
다. 근대적 개인은 ① 행동주의, ② 친척과의 낮은 통합, ③

도시거주선호, ④ 개인주의, ⑤ 공동체인식결여, ⑥ 매스미디

어 참여, ⑦ 엷은 계층화 등 7가지 특성을 보인다.

2.2.6. 사회변화이론의 종합

무어는「국제 사회과학 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1968, P367-368)」에 실려 있는 사회변화

에 관한 항목에서 네 부류의 이론을 구분하여 그것을 그 분
야에서 지배적이었던 연대순에 따라 ‘이론적 관심의 변화’로

서술하고 있다. 주요한 첫번째 부류는 진화론, 두 번째 부류

는 생성소멸론(역사적인 부류), 세번째 부류로 균형론(기능주
의)으로 보며, 네 번때 부류로 갈등이론(마르크스 주의)을 들

고 있다. 진화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이론과 갈등이론 모

두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을 각각 볼 때, 사회
는 일방적으로 복잡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환경

에의 적응을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체계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화론과 균형이론 간의 차이점은 주로 강조점의 차이

이다. 균형이론은 일반적으로 외재적인 혼란에 직면하여 균
형을 회복하려는 사회적 기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진

화론은 변동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갈

등이론은 다른 두 범주와는 아주 다르다. 갈등이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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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해결은 그들 상호간의 전멸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의 출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것은 균형론자와 진화론자가 가정하는 갈등의 ‘해결’과는 아

주 다른 새로운 종합인 것이다.
또한 진화론자에게 있어서는 안정이 주축이 되며 변화는 본

질적으로 순탄하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균형론자의 경우에는 불안정이 가정되며, 변화는 급격하고,
불연속적이며, 전면적인 경향이 있다. 생성몰락이론은 ‘내재

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순탄하게 변하는’ 범주와 ‘내재적으로

불안정한’ 범주들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회
가 그 자체안에 장차 파멸의 씨를 안고 있다는 가정(슈펭글

러의 인간유기체와의 유추, 소로킨의 ‘한계들’)을 갈등이론과

공유하고 있으나, 갈등이론과는 달리 그러한 파멸을 반드시
격변적이거나 급변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베버는 아

마 슈펭글러나 소로킨보다도 더 적절하게 ‘내재적으로 불안

정한’ 범주(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베버는 카리스
마를 비합리적인 혁명적 힘으로서, 전통적 권위와 합리적 권

위의 특징인 일상적인 행위통제에 대한 반(反)명제로서 파악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제 이론들은 분석의

관점에 따라 사회.역사적 과정들의 경험에 기초하기도(진화

론, 성장소멸론)), 경험적 요소보다는 분석적 요소를 강조하
기도 한다(균형이론). 그리고 다른 이론들은 변화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사회심리학적 이

론).
끝으로 변화유형의 두가지 폭넓은 범주에는 고전적 이론들-

스펜서와 꽁뜨의 진화론, 슈펭글러와 토인비의 생애주기이론,

마르크스, 베버, 퇴니스의 저작들-과 기능론, 갈등이론, 신진
화론, 확산이론, 사이버네틱 이론, 민속-도시 이론, 그리고 욕

구-성취이론 등으로 예시되는 근대적 이론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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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치변화의 구조-변수

가치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치변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변화의 세부특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가치변화론을 뒷받침하는 사회문화관련 제 이론

가들의 견해는 변화의 원인과 함께 변화의 유형 등과 관련하

여 다양한 이론을 펼쳐 왔다. 사회가치변화의 구조는 일반적
으로 변화의 원인과 함께 변화대상의 다양한 수준(내용의 깊

이)들에서의 변화의 방향과 속도와 관계한다. 즉, 사회문화변

화와 관련된 이론에 의하면 전체적인 가치변화의 구조는 크
게

① 변화의 원인 :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② 변화의 유형과 방향 : 변화의 패턴과 그 안에서의 변화의

세부적 특성의 흐름들은?

또한 왜 변화는 어떤 다른 존재 가능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보다는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는가?

③ 변화의 수준 :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깊이의 정도는

무엇인가?
④ 변화의 속도 : 변화의 빠르기는 시간과 관계할 때 어떠한

가?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가치변화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기술, 관념, 사회제도, 인

간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치변화의 유형과 방향에 관련하여서는 순환론,
진화론 등의 견해와 함계 다양한 변화유형통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가치의 변화수준은 개인등 개별적인 것으로부

터 문명등 전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것으
로 보고, 변화의 속도 또한 여러 동인에 의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개되는 등 다양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이 사회문화의 맥락속에서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사회
문화변화 이론에서 논의된 상기의 가치변화의 구조는 디자인

가치변화의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

으로 이들 주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2.3.1. 가치변화의 원인

가치변화의 구조속에서 주요한 이슈는 변화의 수동적 원인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학에서는 ① 물질 및 경제-
기술(마르크스주의적 입장), ② 새로운 사고방식(관념론적 입

장), ③ 사회구조적 요인(제도, 창조적 엘리트), ④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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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입장(사회요소간의 갈등), 그리고 ⑤ 동시적으로 변화한
다 등이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인

류학자들이 구분하는 사회가치변화의 주요 하위체계로는 ①

관념, ② 사회구조, ③ 물질-기술.경제, ④ 인성(사회적 그리
고 심리․생물학적인 양측면에서 고려된 개념)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물질-기술.경제나 사회구조적 요인, 관념,

인성(창조성)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든다. 그러나 인간은
상황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변화의 원인은 단순

하지 않고 다수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결코 어떠

한 하나의 변수로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관념과 물질은 항상 변동에 포함된 변수

의 큰 부분을 형성하나, 인간의 역사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질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이
다. 물론 관념들이 행동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실천

(practice)이 사고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부구조(경제, 기술)와 상부구조(관념; 이념, 법, 정치,
가족, 종교)로 나뉘는 사회구조의 가치변화는 상부구조는 하

부구조로부터 발생한다(엥겔스). 즉 물질적 조건들이, 사람들

의 실재적 욕구를 반영하는 관념들을 창출할 때, 인간은 사
회질서를 변동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갈등관계에 들어가

게끔 동기화 된다고 보고 있다(마르크스). 한편 변화를 유도

하는 요인들은 사회체계의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도-예로 내
생적, 하위체계들 간의 투입과 산출간에 불균형에 의한 긴장

등-, 또는 외부적으로 부터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

다(닐 스펜서).

다음은 변화의 원인들과 이들 원인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것이다.

1) 기술결정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technology)은 일반적으로
기계, 공구 그리고 문화의 장치들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인류

학자들은 특히 이론을 정식화할 때에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그러한 것(사물)들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기술
이 도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

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기술경제학이란 용어가 테크놀로지

란 용어를 점증적으로 대체해 왔다. 제한된 의미에서 테크놀
로지는 기회를 의미하고, 경제(학)은 그 기회를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이 맑스가 ‘생산수단’

과 ‘생산양식’을 구분하였을 때 강조하는 논점이라고 믿는다.

“기술변화, 즉 말의 도입이 역사적인 평원문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변화는 일련의 문화적 수정을 야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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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결정론적 시각 : 베블린과 오그번
사고의 습관, 제도들은 과거의 과정들에 의하여 창출되어 현
재까지 존속하지만 현재상황에는 부적절하다. 결과적으로 새

로운 물질적 조건들에 의한 사고방식과 과거부터 계속 존속

해 온 습관, 제도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기술적, 경제적 요인들을 반

영하며, 기술적 발전들은 항상 변화방향의 중대한 측면인 것

이다(베블린). 오그먼 또한 문화적 진화를 ①발명 ②축적 ③
전파 ④적응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발명’은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의 돌연변이가 중요한 것
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발명은 기계적 발명뿐

만 아니라 사회적 발명들{예를 들면 국제조직들}과 문화적

혁신들{예를 들면 새로운 종교적 의식}도 포함한다.
② ‘축적’은 문화로부터 상실된 낡은 요소들보다 문화에 부가

되는 다수의 새로운 요소들로부터 나온다.

③ ‘전파’는 발명들을 그것이 생겨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
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④ ‘적응’은 문화의 모든 측면들의 상호의존성으로부터 발생

한 문제들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경제에서의 발명들은 불가
피하게 어떠한 식으로든지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은 그

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과 물질적 발명은 진보의 주요한 원천이다. 문화의

비물질적인 측면들은 물질적 발전에 적응해야 하며, 인간은

기술이 새롭게 창출하는 세계를 유지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
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그번은 기술의 불가항력적인 영향들과 기술적 변화들

이 인간적 문제들을 창출하는 방식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공
헌을 하였다. 그의 관점은 기술을 변동에 있어서 매우 우세

하거나 부동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어떠한 기술이든

지 점차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적 환경을 창출해 간다”는 것
이다.

오귀스트 꽁트 또한 사회진보를 과학적 사고양식의 발전과

동등시 하고 있다. 실용적인 미국적 사고는 이 관념을 소중
히 간직하고 있다.

(2) 기술이 변화를 야기시키는 방식
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는데는 두 가지 접근방식
이 있을 수 있다. 즉 특정의 변화들을 확인하고서 그것들의

원인을 기술적 변화들에 까지 추적하거나, 아니면 특정의 기

술적 혁신을 채택하고서 그것의 결과들을 규명하는 방식이
다. 또한 기술에 의해 요구되는 변화들과 기술의 새로운 대

안들로서 가능해진 변화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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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낳는가?
① 기술은 우리의 선택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에는 획득불가능했던 이상들을 가능성의

영역내로 가져올 수 있으며, 상이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상대적인 어려움이나 용이함을 변경시킬수 있다.

그리하여 기술적 혁신으로 한 사회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선

택하였을 때, 그것은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동을
야기할 것이다. 산업화를 선택한 사회는 그 계층체계와 교육

등의 여러측면에 대해서 다시 질서를 세우는 것 또한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② 기술은 상호작용 유형들의 변경을 통해서 변화를 낳는다.

일단 기술적 혁신이 채택되면, 상호작용 유형들의 몇몇 필연
적인 변화들, 기술 자체에 의해서 요구되는 변화들이 발생할

것이다. 조직에 있어서 (컴퓨터)자동화의 결과는 인간과 (전

자)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들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

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

로는 경제는 생산과 분배하는 견지에서 더욱 능률적으로 되
었으며, 새로운 소비욕구가 창출되었고, 공동체적 사건과 활

동의 숫자와 지속기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개인적 정체감에

관한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개인이 아는 정보의 수준과
확실성 및 안전성의 정도가 상승한 점 등일 것이다.

③ 기술적 발전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

나 혹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지닌 고도로 복잡한 세
계를 창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기술의 적용에 의해서 혹은 새로운 기술(예를 들면 공해의

통제)의 개발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2) 관념론적(이데올로기적) 시각 : 헤겔의 변증법
관념(이데올로기)이라는 용어는 가치, 규범, 지식, 주제, 철학
과 종교적 믿음, 감정, 윤리적 계율, 세계관, 에토스 등을 포

함된다. 사상과 관념(이데올로기)들은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

다. 사상들은 특수한 통찰이며, 관념은 보편적인 체계로 구체
화한 사상들이다. 사상은 상대적이며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이

다.

(1) 관념론 대 유물론적 시각
몇몇 이론가들은 가치 변화의 원인으로 관념(사상, 이데올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적 요인과 관념 중 어느 것

이 사회변화에 더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거론하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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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이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도 다른
하나에 대해 완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

려 양자 모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념(철학, 이데올로기, 의식, 사상, 주의 따위의 사고형태, 정
치문화면에서의 관념)은 특정 질서에 대한 정당화인 바, 그

질서로부터 발생하며 또한 그 질서를 정당성으로 장식함으로

서 그 질서를 영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관념은
사회의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상부구조에 속한다. 그러

나 상부구조적 요소들은 경제적 토대에 대해 다시 반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발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엥겔스). 그러나 사회학의 대부인 오귀스뜨 꽁

트가 인간의 역사는 ‘인간정신(관념)의 역사’에 의해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듯이 관념은 사회적 과정(관습 등)으
로부터 발생하지만 그것들은 다시 새로운 제도와 방법등을

수립할 수 있어 그 다음의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해질

수 있다.
관념들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욕구들과 이해들을 반영할 때

강력해지며, 그러한 실제적인 욕구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

고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관
념은 특정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며, 사람들

로 하여금 그러한 조건들을 유지해 나가거나 변화시키도록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관념론적 입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헤겔(Hegel)에 의하

면 변화는 인간, 사회, 민족에서의 정신 활동의 결과이다. 정

신은 환경과 역사에서 발생하며, 역사는 ‘시간 속에서 외화되
고 발현된 정신이다.’ 그에 의하면 정신은 모든 존재의 중심

적인 원리이며, 정신은 하나의 과정이다. 정신의 발전은 변증

법적 과정에 의해서 무의식적 단계인 ‘즉자적’ 상태로부터 의
식적 단계인 ‘대자적’ 상태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모

순의 지속적인 창출과 극복이 이루어진다. 즉 과정을 통하여,

한 실체는 그것의 대립자를 창출하고 그것과 갈등관계에 들
어가며, 그 갈등의 결과는 두 실체 모두를 부분적으로 파괴

하며, 또한 처음의 두 실체보다 더 크고 더 분화된, 그리고

처음 두 실체의 여러 측면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것을 병합
하여 새로운 한 실체를 창출한다.

(2) 관념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관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변동에 있어서 독립변수적일 수 있다

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이 그 변화에 영향을미치는 방식은 정
확히 어떠한 것인가? 대체로 관념들은 변화를 ‘① 방해, 억제

하거나, 아니면 ② 촉진하거나 ③ 지침을 제공’한다.

① 장애, 장벽으로서의 관념

많은 종교적인 관념들은 변동을 방해하거나 억눌렀다.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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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공자의 사상이 과거를 이상화했던 까닭에, 변동
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② 촉매자로서의 관념

종교를 포함한 관념들은 또한 변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 예
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로테스탄트의 사유방식이 지닌 특별

한 긴장에 의해서 크게 촉진되었다. 그 자유방식은 기업가들

의 퍼스낼러티를 형성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은 자본주의의
변영의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 정신’은 기독교의 금욕주의

에 바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벤자민 프랭크린). 즉, 기독교의 금욕주의는 필연적
으로 근면과 검약을 낳고, 이것들은 다시 부를 낳게 함으로

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특징들을 산출한다(웨슬

리). 물론 종교적 관념이 변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종류의 관
념은 아니다.

경제적, 정치적 관념들 또한 주요하며, 아마도 현대세계에서

는 그것들이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민족주의 관
념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띤다.

관념이 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는 최소
한 다섯 가지의 방식들이 있다.

① 관념은 새로운 방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관념은 구질서
를 분쇄함으로써 새로이 출현하는 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한

다.

② 관념은 예기치 않은 변화결과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인
도한다.

③ 관념은 변화의 연대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념은 개인들을 동기화시키는 힘이 있다. 발전된 국가들
에 있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관념에 의해 동

기화된다.

⑤ 모순적인 사회와의 대결을 통해서이다. 모든 사회는 현실
과 관념간의 괴리를 내포하고 있다.

(3) 방향 설정구조로서의 관념
관념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나의 방식은 그 변
화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발전들은, 예로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군사적 기술의 우세를 통해 해결한다는 식에서와 같
이, 기술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미국식 관념과

연관될 수 있다.

폴락(Pollack)은 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어떤 사회에 풍미하
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의 경로를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래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모

두는 현재행동의 원천이 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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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행동을 긍정적인 특정의 가치들과 조화시켜 인도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는 낙관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의 미래에 대한 ‘불멸의’ 이미지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3) 사회구조적 시각: 제도, 규범, 개성(창조성)
이 하위 체계들-기술경제,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가운데 어

떤 것에 더 큰 인과적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의 학
파로 나눌 수 있다고 암시하여 왔다. 지금부터는 네번째 파,

즉 인성(personality)을 문화적 안정성과 변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인류학자들을 다루려고 한다.
인간의 욕구는 유전적 결과보다는 사회적 규정들의 결과이

다. 사회적 환경이 인간을 규정지운다는 입장에서 인간은 가

소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행동 이해에는 사회구조가 결
정적 역할을 한다. 즉 현실이 의식을 결정한다(엥겔스). 한편,

인간의 사고양식이나 개성은 사회구조를 형성한다(콩트).

사회구조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집합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모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구

조는 제도에 의해서 정의된 또는 조절된 관계 내에서 나타나

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태도, 즉 사회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
범이나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체제나 제도, 규

범, 다양한 지위(여론지도자, 변화수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은 그 체계에서의 변화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어떤 조직체의 구조는 그 조직체의 퍼스넬리티들의 특정한

혼합보다는 변화유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

다. 제도는 현대세계에 있어서 변화의 장애자로서든 혹은 변
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자유기업’주

의라는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를 통

해 정부나 제도는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왔
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주로 기업엘리트의 이익에 유리한

것이었다. 제도는 첫쨰,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조건들을 조

성하거나(초기자본주의), 둘째, 발전과정을 어느 정도 적극적
으로 규제하고(진보자본주의), 셋째, 특정산업의 국유화, 국가

적 우선순위와 목표의 명시, 그리고 발전에 필요한 여러 자

원들에 대한 대책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발전의 초기단계에는 권위주의가 필요하

고,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창조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증

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위계급(직업,소득,교육,민족 등의 차원에 있어서)또한 사람

들은 그들이 갖는 다양한 지위들 간에 일관된 질서가 존재하

여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때로는 지위계급이 변화를 유
발시키기보다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정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특히 한 문명의 발전은 주로 창조적 소수의 역량에 달려 있

다(토인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는 정치엘리트, 조
직엘리트, 지식엘리트, 예술엘리트, 도덕엘리트 그리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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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이라고 한다. 어느 사회의 엘리트들이건 그들은 이질
적 집단이다. 엘리트들은 변화를 추진시킬 뿐만 아니라 억제

시키기도 하며, 변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변동에 적응하려고

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합 본능’이 우세한 엘리트들로
구성되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반면에 ‘집단유지’가 우

세한 엘리트가 지배하게 되면 안정성이 중요시되기 쉽다.

또한 젊은이는 변화의 전위이다. 기성세대들보다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급진주의적인 과격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급진주의적으로 만드는 힘도 지니고 있다.
급진주의는 소수의 대규모 도시지역의 대학 내에 자리잡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이들은 지위가 낮으면 변화에 개입하

기가 쉽고, 이데올로기와 현실 간에 분명한 모순이 있을 때,
그리고 특정 사회문화적 요소들의 작용과 관련을 맺으며 변

화에 개입한다. 또한 젊은이들과 관련된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세대적 갈등이다.
인간은 유기체적, 도덕적, 경제적.사회적 성취욕구, 인정에 대

한 욕구 등을 보유한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욕

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 많은 다양성이 있고, 사
회적 환경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인간은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동

물이다. 다시말해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창조이며, 단지 외적
인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이나 반영인 것은 아니다.

4) 상호작용적 시각: 경쟁과 갈등
상호작용론적 입장은 관념들과 물질적인 요인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각 요인들에 대해 다소간 동등

한 비중을 부여한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항상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그 존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많은 사상가들은 변화의 추동적
기제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갈등이라는 특유한 종류

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특히 상호작용적 기제에서 ‘갈등’은 변화와 불가분하게 연결
된다. 즉,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창조성과 혁신

그리고 발전이란 모두 집단과 집단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그리고 한 개인 내에서는 감정과 감정 간의 갈등들이 작용함
으로써 발생한다.

갈등의 한 요소인 경쟁은 또한 창조성과 혁신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로, 미국에서의 경쟁은 창조적인 노력들을 자극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들을 촉진하는 결정을 낳았다. 특히 창

조적인 시대는 안정적이지도 평화스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긴장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갈등과 변화 간의 관계는 자기유지적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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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다시 그 다음의 변화를 낳고,
이런식으로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갈등은 변화의

중요한 자극이긴 하지만, 변화는 갈등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이 변화를 낳을 때, 그 변화는 그것을 경험하
는 사람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될 수도 있

다. 여러 학자들은 ‘협동이 경쟁보다 더욱 자연스럽다’거나,

‘경쟁은 비인간화의 효과와 조직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도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5) 동시적 변화의 시각
동시적 변화의 입장은 관념들과 물질적 요인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요인들은-비록 문자 그대로 동시적인 것은 아닐지라

도-함께 변화하며, 어떠한 인과적 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2.3.2. 가치변화의 수준

변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한다. 또한 변화는 개별적인 것으

로부터 전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다.
먼저 순환론적 이론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문명이며, 발전론

에서는 사회적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주의는 변화보다

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수준의 초점은 사회와 문화이다.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에서의 특수한 변

화를 검토하며, 변화의 수준은 사회에 있어서 제도와 개인의

역할에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변화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여 기술, 제도, 관념 등 모두가

똑같이 변화의 과정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어떠한 대상과 관련된

한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반드시 다른 수준에서도 유의미

한 것은 아니다. 예로 한 수준에서의 변화는 개인간의 관계들,

조직들, 또는 제도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변화에 있어서의 변화와 분석의 수준들은 아래와 같다.



35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분석수준
대표적인
연구영역들

대표적인
연구단위들

전세계적 수준 국제조직, 불평등

GNP, 무역에 관한

자료들, 정치적
동맹

문명

문명들의 순환적

생존과정, 혹은 다른
유형의

변화들(예를들면,

진화적 혹은
변증법적)

예술적, 과학적

혁신들과 그외
혁신들, 사회제도

문화
물질문화,

비물질 문화
기술,관념,가치

사회
계층체계,구조,
인구,범죄

소득,권력,위광,

역할, 이주율,

살인율

공동체
계층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권력,위광,

역할, 인구성장,
살인율

제도
경제,정치,종교,

결혼과 가족,교육

가족소득,

투표유형,교회참석,
이혼율,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조직

구조, 상호작용의

유형들,

권위구조,생산성

역할,

각종 친목단체들,

관리/생산비율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형태들,

커뮤니케이션

갈등이나 경쟁
또는 인접의 양,

상호작용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사람들과 뜸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개인 태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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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가치변화의 유형과 방향

사회적 가치 변화현상은 법칙적 유형을 따른다. 즉 사회조직

의 상이한 형태들은 상이한 개성적 유형들을 낳는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들이 존

재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가치변화는 사회구조들 속에서

변화를 수반하는 특정유형(경향)의 과정들이다.
지금까지 사회가치변화의 방향과 관련된 이론들은 그 방향을

순환과 진보,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확산적 개념을 가

정한다. 흔히 문명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는 지속적인 도전
에 대하여 엘리트가 성공적인 응전들을 계속해감으로서 성장

하고, 그 성장은 보다 저급한 영역에 있는 존재와 행위에서

보다 높은 영역에 있는 존재와 행위를 강조하는 변화로 본다
(토인비).

한편, 사회심리적 관점에서도 사회가치변화는 개인에 의해

특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들 변화는 근대적 개인에
의해 서구적인 사회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사회가치체계의 발전과정의 유형은 세부적으로 ① 구조

들의 균형유지 ② 변화를 뜻하는 규범적.구조적 변화 ③ 하
위체계는 변화하나 전체체계가 변화하지 앉는 분화적.구조적

분화(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 ④ 장시간에

걸친 발전적 진화(통합)로 구분된다(닐). 또한 기술문명의 측
면에서 사회변화는 ①탄생, ②성장, ③정체, ④해체의 순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토인비).

또한 사회문화 발전과정의 유형은 단선적 유형은 없고, 유물
대 관념, 절대 대 개인, 결정 대 비결정, 감각 대 상징이 순

환적으로 지속된다고 본다(소로킨). 그리고 사회문화 가치변

화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적 성장은 의미체계(제도), 매개체
(행동,사물), 인간행위자(관념)의 총체적 발전에 의해 가능하

며, 변화는 진보와 함께 퇴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스펜서).
또한 사회이론가들은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과

경로가 모두 같다’는 단선적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이론가들은 ‘종착지점은 같지만 경로가 다양하다’고 믿는다
(다선적). 단일방향성은 기술결정론의 한 형태로서 산업화는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 복사판을 만들고 표준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간주된다. 동일한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사회는 동
일한 사회적 유형을 낳게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전통과 근

대적인 것을 모두 채택하고 생동하는 모순속에서 급속한 발

전을 낳은 일본의 예을 볼 때 다른 문화적 유형, 즉 다선적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John Gulick). 즉

미래의 변화모습은 산업사회의 어떠한 논리가 존재하든, 그

모습을 결정지울 수 없다. 즉 변화는 고유한 외형을 취하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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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화의 유형과 관련된 특징들이다.

1) 기하학적인 변화유형(무어)
한편 무어는 각종이론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변
화유형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상승적 곡선(지속적 진보)

② 상승적 순환곡선(파동적 진보)
③ 수평적 순환(사인)곡선 (장기적으로 볼 때 진보도 퇴보도

없는 파동들)등을 포함한다

상기 세가지 변화유형은 특히 중요하다. 즉. 진화 및 문화변

용과 같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유형들, 즉 ① 상승적

곡선, ② 변증법적 유형들-상승적 순환곡선, ③ 그리고 산업
화 및 근대화와 같은 현대적 유형-상승적 순환곡선 혹은 수

평적 순환곡선 등이 상기 세가지 유형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한편 하트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문화의 제양상들을 ‘문화적

가속화와 대수학적 증가’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트가

제기하는 문화적 가속화의 경향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제어
능력이 가속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것이다. 즉 시간적 추이에

따른 세계 신기록들, 인간의 기대수명이 누진적으로 하나의

곡선을 그리며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상기의 상승적
곡선과 유사성을 보인다. 한편 대수학적 증가는 서서히 시작

해서 급속히 속도를 빨리하다가 다시완만해지거나 심한 경우

멈추기까지하는 현상으로서 상기의 상승적 순환곡선의 유형
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화적 가속화는 ‘기본적 역량들’(예로

동력의 이용, 교통기관의 속도, 기대수명 및 파괴력 등)의 장

기적 발전을 특징지우는 특징이 있고, 반면, 대수학적 증가는
특정 발명품과 사회조직체들을 특징지우는 경향이 있다.

2) 문화적 변화유형(화이트)
문화적 진화는 이전의 문화적 구성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포섭, 포함하는 새로운 문화 구성요소들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흔히 문화인류학자들은 변동을 ① 진화> ② 전파>
③ 문화변용의 세단계의 유형을 거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

유형들의 근거에는 '발명이나 혁신'이 깔려 있다. 특히 문화

적 부가의 원천의 형식은 발명과혁신이며, 이는 사상의 발견
을 의미하며, 새로운 것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갖는다. 새로

운 관념은 모두 혁신이다. 혁신은 일종의 유행일 수도 있으

며, 사회운동, 새로운 춤의 형태, 새로운 기계장치나 기술적
발전 등일 수도 있다.

발명과 혁신은 필연성과 우연성의 결과이지만, 일반적인 원

천은 유희충동(play impulse)로 본다. 즉 과학과 예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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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혁신은 '아동과 포유동물의 유희를 구성하는 지각적 탐구
활동과 심미적 활동이 성숙기에 이르러 승화된 것이다.'라고

본다(크뢰버).

흔히 사회학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들은(예로 경제발전 등)
문화변화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혁

신들로 나가기 쉬운 것이다. 특히 문화변화는 ‘혁신’과정, 즉

개인으로 부터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그사회의 여타 구성원들
에게 수용되거나 학습되어지는, 새로운 관습과 함께 시작된

다.

사회변화에서는 기술적 혁신 등 혁신의 영향과 집단 및 인간
간계 등 함축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광범위한 역사적 발전이

나 제도의 시간적 변동 등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반면에 문화변화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문화를 변동시킨 특정
항목과 특성을 밝히기 때문에 종종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취

한다.

또한 사회변화은 집단간의 갈등이 강조되고, 혁신이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변화에서는 혁신이 새로운

요소들을 계속 부가시키고 통합함으로서 문화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누적적 과정을 출발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어
린이 장남감이나 자동차 스타일에서 볼 수 있드시 문화(디자

인)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변화의 원인이 되는 혁신적 기술

등을 필연적인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적 변화접근방법은 서로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양자

모두 진화, 전파, 변용의 개념 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 진화(양적 질적 측면에서)

● 단선적 문화진화론/신 문화진화론
19세기 후반까지의 문화적 진화론은 보다 낮은 형식에서 높

은 형식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단선적 관점이었다. 즉 연속적

단계적 발전론으로, 예로 인류의 발전을 야만, 미개, 문명 상
태로 발전이 단계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한다. 다시 말

해 이 단선적 진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가 진보한다는

것이다.
예로 동물에 지나지 않았던 인간들은 언어활동과 도구 무기

활동들을 통해서 문명으로의 문화적 진화가 생겨났고, 종교

는 정령신앙(Animism)에서 다신교를 통해 일신교로의 진화
를 보였고, 예술은 사실주의에서 기하학적, 상징적, 추상적

표현으로 그리고 통합적, 혼합적 측면으로의 발전을 보인다.

이와같이 단선적 진화론은 예술, 언어, 기술, 기타 문화 측면
들도 연속적 단계에 의해 보다 고급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다. 이와같은 단선적 진화론은 그러나 20세기초에 문제에 봉

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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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문화진화론적 사고는 초기 진화론자들의 통찰력과
전파론적 사고, 그리고 기능주의적 사고를 종합하려는 노력

이다. 전파론적 사고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이 어떻

게 서로 모이게 되었는가’를 밝히며, 기능주의적 사고는 ‘특
성들의 상호의존성, 즉 특성들의 의미있는 전체성과의 연결

성을 강조한다’.

● 총체적 문화진화론(화이트)

화이트는 특정문화보다는 총체적 문화의 취급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행위를 문화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
다. 예컨데, 인간이 경쟁적이면 그는 경쟁문화속에서 살고 있

기 때문이다.

화이트에 의하면 문화는 ① 기술적 수준(가장낮음) ② 사회
학적 수준(그위) ③ 철학적 수준(제일높음) 등 세가지 수준으

로 형성된다.

즉, 기술의 발전들에 의해 사회체계가 형성되고, 철학은 사회

와 그 아래에 있는 기술을 반영한다. 물론 세 단계간에는 어

느 정도의 상호영향력들이 작용하지만, 기본적인 인과 관계
는 기술에서 사회로, 그리고 철학으로 옮겨진다.

또한 그는 문화는
① 상징적-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

② 지속적-문화의 상징적 성격으로 개인에서 개인으로, 세계

에서 세계로 연결됨
③ 누적적-새로운 요소가 부가

④ 진보적-자연에 대한 통제능력과, 인간삶의 안정성 증대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 다선적 문화진화론(스튜어드)

다선적 진화론은 본질적으로 문화의 규칙론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사회의 단원적 규칙성은 불인정한다. 즉 문화는 한그루

의 나무가지와같이 다양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문화는 유사한 환경에의 유사한 적응으로 범문화적 규칙성을
배출한다. 스튜어드는 이 적응과정을 문화생태학이라 칭한다.

문화생태학의 방법은

① 기술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분석
② 특정기술 개발영역과 관련된 행위유형들의 분석

③ 그러한 행위유형들이 그 문화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문화를 비교하고 문화의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분석의

촛점을 “문화의 핵심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의 핵심은 생계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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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 또한 문화적 핵심을 통해 여러 사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종합수준이 동

일해야하고 문화형태가 또한 동일해야 한다.

● 상대적 문화진화론 (살린스)

문화적 상대론은 문화진화의 기본유형을 ‘동질성으로 귀결되

는 무질서의 증대’로 보는 것이다.
문화적 진화는 ‘조직의 증대, 고도의 에너지 집중, 이질성의

증대’가 특징이다. 이러한 진화에는 ‘전진과 분기’, ‘진보와

변이가 동시발생한다’. ‘전진이나 진보는 일반적 진화’로, ‘분
기나 변이는 특수적 진화’로 불린다. 달리 말하면 진화는 ‘적

응적 변형을 통해 다양성을 창출’하며, 새로운 형식들이 낡은

것들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 일반적 진보는 절대적(미), 객
관적(진), 도덕주의적(선) 축으로서의 문화의 진보로서 궁극

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총체적 발전을 포함한다.

특히 일반적 문화진화는

① 소량의 에너지로부터 다량의 에너지 변환에로의 이행

② 낮은 통합수준에서 고도의 통합수준에로의 이행
③ 낮은 총체적 적응성에서 높은 총체적 적응성으로의 이행

을 보인다.

반면에 특수적 문화진화는 여러방향들을 따라 문화가 계통발

생적, 분기적, 역사적으로 진행하는 것, 즉 특정한 문화들의

적응적 변형이다.
한편 살린스는 ‘문화진보의 계통발생적 불연속성’의 개념 즉,

진보된 문화형식들이 항상 진보의 다음단계를 발생시키지 않

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어느 단계에서의 적응은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적응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전파(확산)
전파는 혁신이 한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확산되는 과정이
다. 다시말해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화적 요소들과 특성들이 어느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퍼

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문화들은 상호작용하
며, 그 상호작용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파는 중요

한 변화유형이다. 따라서 전파의 방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중 하나는 변형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특정 측면이 전파의 결과인가, 문화의 내부에서 일어

난 혁신의 결과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문화가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면 새문화가 나온다. 예로 연장, 화페들에게서 볼

수 있드시 문화적 접촉에서 변화한다.

다른 하나는 전파의 정도와 그 전파를 결정하는 요소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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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방해 및 촉진을 시키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밝히는 것이
다.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특성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

점 복잡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특성의 형식

이 단순할수록 그 형식은 더욱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파관련존의에서 셋째는 문화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미국문화의 많은 것은 어메리칸 인디언 등 여타 문화로부터

전파된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은 다른 문화를 자유로이 채용
하면서 동시에 뚜렷한 일본적 특색을 가미한다.

목표한 집단에게 혁신을 전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떤 방

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흔히 속도의 효율
성을 위해서는 ‘전달의 목적과 목표한 인구집단의 성격 양자

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3) 문화변용
문화변용은 '둘 이상의 자율적인 문화적 체계들이 결합됨으

로서 발생하는 문화변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변용은 문

화변동의 일부분이며, 또한 문화전파는 문화변용의 일부분이
다. 그러나 전파는 보다 미시적 관점이며 문화변용이란 두문

화사이의 “유사성의 증대”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다.

문화의 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강력하고
지위가 높은 문화가 미약하고 후진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친

다. 또한 문화의 전과는강자의 의도적 계획의 결과로도 나타

난다. 그러나 문화변용의 방법은 ① 접촉형태 ② 접촉과정
③ 변용문화특성 등 훨씬 복합적이다.

① 접촉형태; 접촉인구의 양, 접촉인구성격, 우호적-적재적
접촉여부, 두문화의 복합성 정도 등

② 접촉과정; 자발적-강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평등의 정

도
③ 문화특성; 문화변용요소 선택특성, 통합방법

또한 문화접촉을 통해 발생가능한 변화의 방향은 네가지이
다.

① 소외; 한 문화의 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방식을 체택하지

앉은채 자신들의 전통방식을 버리는 것
② 재정향(reorientation); 다른 문화의 규범적 구조를 지향하

는 것

③ 재조명(reaffirmation); 전통적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전통
문화보호운동

④ 재구성(reconstitution); 유토피아운동에서와 같이 새로운

형식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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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가치변화의 속도

가치변화는 속도의 문제이고, 변화의 속도 또한 다양하다. 흔히

변화와 관련된 논쟁들은 사람들이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과
상이한 속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일어난다. 어떤 사람

들은 제도자체가 변동하기 이전에는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태도의 변화조차 사회생활의
유의미한 변화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의 한 수준에

서의 변화는 다른 수준에서의 변화보다 더 완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처럼 시간지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치변화라는 문제는, 변화의 존재여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변화의 속도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치 변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변화수준 및 방향과 함께 그 속도 까지 고려
하여야 한다. 속도와 관련하여 탐구해야하는 문제들은 다음

과 같다.

왜 어떤 사회들은, 그리고 어떤 시대들은 예외적으로 빠르거

나 느린 변화의 속도를 보이는가 ?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속도에 영향을 주는가 ?
그리고 인간을 위한 적정한 변화의 속도는 존재하는가 ?

인간은 변화가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과 변화들을 채택하는 속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① 혁신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상대적 이익이 있을 때 혁신

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② 혁신은 기존의 가치 및 욕구들과의 양립가능성이 있다.
③ 혁신은 그것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다. 혁신들이 이해하

고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

우 아주 느리게 채택되거나 심지어 거부될 것이다.
④ 혁신은 그것들의 ‘시도 가능성’에 따라, 즉 그것들을 시험

해 보는 것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몇번에 나누어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념들이 그렇지 않은 혁신들보다
대체로 더 빨리 채택될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혁신은 혁신의 전달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혁신이 더욱 쉽게 설명되거나 증명될 수 있을수
록 그것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제도나 규범은 혁신들에 대한 개인의 반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론지도자들은 능력, 규범적 적응성, 지위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들이 어떤 혁신을 장려할 때, 그것이 채택될 가능성은 더 커
지는 것이다. 혁신과 변화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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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로서, 혁신의 채택 즉 변화는 초기채택자, 초기의 다수,
후기의 다수, 말기의 채택자 등 다양한 범주들로 구분될 수

있다(로저스). 인간의 태도는 혁신가들의 ‘과학적이고 모험적

인’ 태도들로부터,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보수적인 태도들을
보인다. 특히 말기의 채택자들은 마술과 민속에 대한 신념들

을 갖는 경향이 있다.

혁신가들은 추상적인 관념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
라 최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혁신가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세계주의적이고, 더 널리 여행하였으며, 조직 속에는

지도자들이다. 혁신가들은 대체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다. 그리고 혁신가들은 그들의 정보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출처들로부터 획득하며, 그들 자신이 과학자일 수도 있다. 이

점은 변동수행자들 및 책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초기의 채택
자들과 대조되며, 잡지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정보

를 얻는 초기의 다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에

게 정보를 의존하는 후기의 다수와 말기의 채택자들과도 대
조된다. 변화수행자-변화를 담당하고, 노력하는 전문가-의

가장 집약적인 노력은 채택의 초기단계에, 즉 채택의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하며, 그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계 내
의 여론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태도는 변화를 방해한다. 엄격한 계층체계, 높은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 공동체분열, 기득권 등이 있으며, 심
지어 문화적 운동유형도 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사

람들은 항상 그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특히 변

화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이해될 수 없을
때, 강요될 때’ 등의 환경하에서는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는 또한 높은 가치를 가진 다른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치에 모
순되기 때문에 저항받을 수도 있다. 사회변화는 가치가 있을

때 저항을 받지않는다.

그러나 흔히 변동 그자체는 변화의 속도와 관계된다. 즉, 급
격한 변화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여부는 변화가 심리적 고

통을 발생시키느냐와의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스타
벅(W. H. Starbuck)이 ‘지나치게 안정된 환경과 지나치게 가

변적인 환경’은 모두에게 불행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 것 처

럼, 흔히 너무 빠른 변화나 느린 변화 모두는 긴장을 발생시
킨다. 따라서 인간의 복리를 위한 적정 속도가 필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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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분석

본절에서는 가치변화의 구조와 변수의 특징들을 사회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가치변화의 구조는 가치변화의 환경적 원인
과 함께, 가치수준의 차원, 가치변화의 방향과 유형, 그리고 속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사회가치변화의 원인으로는 크게

사회적 차원에서 기술. 경제, 사회제도, 관념과 함께 상호작용과
동시적 원인이 작용한다. 또한 유형은 단선형, 다선형, 진화형,

순환형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나 기술은 빈보, 관념은 순환하

고, 사회문화는 순환과 진보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변화의 속도는 사회문화와 인간심리적 배경이 작용하여 변화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여 가치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인지 계획

영향 영향
확인 이해 설계

업적 초점 목적

<그림2-1>과거.현재.미래의 연
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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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래학 이론

미래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대단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한 뛰어난 능력인
동시에, 삶에 불안과 고뇌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변화이론, 예로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사회변화에 관한
사이버네틱 결정모델 이론 등이 발전되었다. 가치예측은 다

름아닌 미래에 대한 가치연구로서, 미래학 이론은 미래 디자

인가치예측에 방향성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은 미래연구
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미래학 이론에서 종합한 것이다.

2.4.1. 미래의 의미와 구조

1) 미래의 의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통틀어 “과거”라고 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또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미래”라고 한다. 지나가지
도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은 지금 이 시간은 “현재”이다. 또한

미래는 ‘오늘의 내일’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오늘’이다. 미래는

시간적으로 현재의 순차(順次)이면서 질적으로는 ‘현재의 일란
성 쌍생아’라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래는 현재와 단

절된 시간의 공간(time space)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속에 배태

되어 있고, 지금의 시간 끝에 와 닿아있는 ‘이미-현재’(the
already-present)인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개념을 단순히 시간적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현상적인 의미가 더해져야 한다. 일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는 시간적 의미 이외에 흔히 “어

떤 시점에서의 삶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대개 시간적 차원에 현상적 차원이 더
해진 미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2) 현재, 과거, 미래
미래예측을 이해하려면 먼저 좀더 구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

래의 시제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
이며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떠나 독립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옛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

경험, 추억, 기억, 확인(identity), 성취, 업적 등과 관계가 있
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주로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



과거 해석 현재 예견 미래

탈출 탈출

<그림2-2>과거.현재.미래의 상호작용

과 거 미 래

제한된 현재
(bounded present)

제한적 현재
(unbounded present)

<그림2-3>과거와 미래로부터
현재의 연계

<그림2-4>과거,현재,미래의 유형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과거 현재의과거
(일어났던것) (일어난것)

잠재적과거 잠재적과거
(일어날수도 (일어날수도
있었던 것) 있었던것)

규범적과거 규범적 미래
(일어나야만 했던 것) (일어나야만 할 것)

<그림2-4>과거,현재,미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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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하여 얻어지고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
다.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리고 현

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now)과 여기(here)를 뜻

한다. 다시말해서 현재는 의사가 결정되고 행위가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순간(moment)에 지나지 않으며 즉각 과거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금방 지나간 과거(immediate past)와 금
방 다가올 미래(immediate future)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

시간의 계속성(continuity)과 순서(sequence)의 원리에 따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도표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과거가 없으면 역사도, 문화도, 전통도, 유산도 없다. 반면 미
래가 없으면 희망도 꿈도 없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

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림 2-1, 2-2, 2-3>에

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완전 분리
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미래예측을 위해서 미래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 현재, 미래의 유형을 <그림2-4>와 같이 잠재적
(potential)인 것, 현재적(plausible)인 것, 그리고 규범적

(normative)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잠재적 미래란 예측시점

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가능한 상태를 의
미한다. 많은 미래의 대안(alternative future) 중 미래의 상태

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가능

한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미래의
대안 중 하나만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적 미래는 자연과 사

회가 지닌 본질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미래의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개
연성이 높은 미래를 말한다.규범적 미래는 예측자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바람직하고 가치있게 생각되는 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3) 미래의 차원적 구조
미래의 개념에는 몇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 우선 행위의 주
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있음직한 미

래(probable future), 있을 수 있는 미래(possible future), 바

람직한 미래(preferable or desirable future)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Cornish, 1977: p.274). “있음직한 미래”란 주관적 경

험이나 객관적 자료 등 여러가지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현

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태를 말한다. “있을 수 있는 미
래”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개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의

미한다. “바람직한 미래”란 행위자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객관성을 띤 여러가지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미래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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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미래는 그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정론적 영역, 확률론
적 영역, 불확정의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영환,

1989). ‘결정론적 영역이란’ 뉴톤의 고전역학이 적용되는 물

리현상처럼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거나, 장기적으
로 계속되는 추세에서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영역을

말한다. ‘확률론적 영역’이란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전개

에 대한 확률분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영역을 말한다.
예컨대, 기상변화나 사람의 수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결정론적 영역과 확률론적 영역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

래의 시간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세계이다. 즉, 지나간 시
간이 현재 또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예측과

전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화형태는 주로 추이적 변화와

양적 증감이라는 특성을 띠게 되며, 이른바 추세외삽법
(extrapolation projection)에 의한 미래연구가 적용될 수 있

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면밀히 관찰,

분석하여 어떤 추세나 법칙을 찾아냄으로써,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연구에서는 당위성이

나 가치판단보다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존재(Sein)

의 측면이 더욱 중시된다.
“불확정의 영역”이란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인간이 영

향을 미칠 수도 없는 미래영역이다. 이것은 원래 확률론적

접근이 의미가 없거나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으
로서, 미래가 오히려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불연속성의 세계

이다.

4) 미래연구의 개념
과거와 현재는 실재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므로 사실의 영역

에 속하지만, 미래는 아직 실재화되지 않은 관념의 세계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이나 의지, 또는 개연성을 말할 수 있

을 뿐, 확실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감각을 갖는 동물과는 달
리 인간은 논리적 사고력과 그 사고의 분석과 종합을 통한

예상(forethinking)의 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

에서와 같이 인간은 자연계의 생물처럼 본능적 대처능력보다
는 그 가능성과 개연성을 과거의 기록과 주변 환경의 변화

추이, 시간에 대한 지각, 예보기구들을 이용하여 비교적 정교

하게 추론해낼 수 있게 되었다.
추론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러한 정보는 시간에 대해 단절성

을 갖기보다는 연결성을 갖는데,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과거 지향적 관점일 경우는 역사연구가 되며, 미래로 향하는
위치에 선다면 미래연구가 되는 것이다.

“예견하기 위하여 관찰한다”(voir pour prevoir)는 콩트

(Auguste Comte)의 말처럼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일
어났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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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미래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게 된다. 과연 미래는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예측

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데서 미래연구는 시작된다.

미래연구는 정확한 예언(prediction)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
견(forecasting)하는 것이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므로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언할 수도 없다. 결정

론적 영역이나 확률론적 영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지만, 미래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래사회는 결정론적

영역과 확률론적 영역, 그리고 불확정의 영역이 상호작용하

여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연구는 가능
한 부분적 예측에 근거하여 전체를 전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래연구의 전제로는 아래의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과거와 현재의 결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변화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미래의 대안은 현재의 선택을 내포한다.

③ 보다 앞을 내다보는 사고가 위기관리나 우선한다.

④ 보다 깊은 변화는 틀림없이 발생된다고 하는 기본적 전제
로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미래연구는 추론에 의거하는 것이며, 직감이나 직관보
다는 추론과 같은 인간 내부의 이성의 시간적 확대가 미래연

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래연구세계의 개념들은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 연장
개념이며 사회적 개념의 합의이다.

따라서 미래연구의 핵심주제는 변화이다. 미래 그 자체는 변

화 함축적인 가치개념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점진적인 변화
와 적극적, 급진적인 변화 사이에 정도(degree)의 차이는 있

을지 몰라도 그것은 모두 변화라는 각도에서 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미래연구는 인간생활과 세계에 있어서 가능한 변화의

대안을 찾아내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여 미래를 주

체적으로 창조하는데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평
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말하며,

이러한 미래연구결과는 ‘개념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자체로

서 신뢰성과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

미래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과거의 역
사적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다. 즉, ‘미래는 새로운 과거(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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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s a new history)'라는 입장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을 분석하여 일반화된 경향이나 추세를 발견하고 이를 미래

에 적용시키기 위한 과거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허구나 추측에 불과하며
아울러 이것은 역사의 기술보다는 재해석과 지침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② 미래연구의 목적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다. 이상
적인 미래사회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최선의 미래연구

는 현재에 대한 연구이라는 전제를 갖고 매 시점 에 대한 고

립적 시야 보다는 시간과 사건의 연장선상의 입장에서 대안
을 탐구한다.

③ 미래의 예측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contingent events)

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데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어 미래에 대

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식의 제공이어야 한다.
④ 미래의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의 가능성과 가치를 탐구하

고자 한다. 단순한 지식의 차원보다는 그 역할과 가치가 요

구되는 것이다. 즉 공상과학 소설처럼 어떠한 재미를 추구하
는 것이 아닌 실제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반영을 미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⑤ 미래연구는 미래의 예상되는 대안을 작성, 예측하고 여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이니 능력

을 발전시키며 이를 이해하는데 있다.

⑥ 미래연구는 예측의 질이 높은 정확한 예측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여러 이론이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이

에 따라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⑦ 미래 연구의 목적은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측정하여 여
기에 대비하는데 있다. 단순한 미래의 한 시점 보다는 변화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⑧ 미래연구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미래연구의 결
과적 형태인 미래 예측은

첫째, 의사결정과 기획의 유용한 틀을 제공하며,

둘째, 미래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규명해 주고,
셋째, 미래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며,

넷째, 정책대안이나 행동방책을 발전시키고 다섯 번째, 사람
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여섯째, 선

택의 폭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⑨ 미래연구는 비젼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창
의력과 사고력 없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으며 그 아이디

어는 미래의 대처라는 긍정적 영향이라는 측면이 결핍되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외적
변인의 영향을 검토(대중미래학)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통
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사회 문화적 근
원연구 비판적 미래연구

환경차원

사회문화차원

인간개인차원

문제영역차원

미래연구

개인의 지적 체계에 따른 가치
인식연구(기호인식론적 연구)

문제의 영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변화 연구
(문제중심 미래연구)

<그림2-5>미래연구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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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미래 연구의 차원

현재 미래연구의 차원적 유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네가지로 구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1) 대중 미래학(pop futurism)
기존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둔감하며, 부지불식간에 현상유지론을 지

지하게 된다. 이 대중미래학의 수준은 대체로 미래가 과학이

나 기술과 간은 외적변인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예가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다.

2) 문제중심의 미래연구(problem-focused futures

study)
여기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려내고 그문제의 해결책을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강구하고 제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메도우즈(Meadows)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다.

3) 비판적 미래연구(critical future study)
연구상의 여러 가정과 전제조건, 패러다임 등을 비교적인 시

각에서 분석하는 수준으로서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문

화적인 배경과 전통이 미칠 수 있는 여러각도의 영향을 적

극적으로 검토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헨더슨(Henderson)의

‘태양열 시대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Solar Age)를 들

수 있다.

4) 인식론적 미래연구(epistemological futures

study)
각종 세계관과 지식획득 및 인식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의 출처를 확인하고 그것을 문제로 제기한다. 한편 예

기할 수 없는 뿌리깊은 차원에서의 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로 모색한다. 대표적인 예로 버만(Berman)

의 ‘세계의 새로운 매력’(The Reenchantment of the World)

을 들 수 있다.

최근 미래연구의 기본적 출발점을 사회, 문화적 근원연구로
삼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래연구에 있어서

경험적인 가정이나 방법론(경험적 측정 혹은 수치계산)에 과

도하게 의지할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문화적 편파성이나 패



과거 현재 미래

과거비젼 미래비젼

투입 산출

관찰 및 비판 아이디어,상상력
사회학,법률,정치학 디자인,예술
경제학,역사,지질학 발명,설계

<그림2-6> 미래연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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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불공정성 그리고 사고의 방법 등이 대체적으로 간
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피상적이고 특

수한 문화적 배경에 기원하며,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흥미로운 것은 <그림2-6>에서 포지셔닝되었듯이, 디자인,

발명 등 창조적 행위와 연관된 것들이 주로 미래비전의 영

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좀더 살펴보면 인문, 사회과학, 역사
등의 차원은 보다 과거와 배경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반

면 아이디어, 상상력 등은 배경이나 원인보다는 결과로 단정

할 수있다.

최근 미래연구의 기본적 출발점을 사회, 문화적 근원연구로

삼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래연구에 있어서
경험적인 가정이나 방법론(경험적 측정 혹은 수치계산)에 과

도하게 의지할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문화적 편파성이나 패

러다임의 불공정성 그리고 사고의 방법 등이 대체적으로 간
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피상적이고 특

수한 문화적 배경에 기원하며,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2.4.3. 미래예측방법의 기본원리

1) 연속성의 원리
미래예측의 대상은 구체적 현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

에 대한 관념 또는 추정적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래연구의 첫번째 기본원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연

속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이다. 그러나 이 원
리가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반복된다

는 정태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하는 것

이 더 많지만, 그 변화는 과거의 어떤 추세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연속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외삽적

예측(extrapolative forecasting)이라고 한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계열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미래의 변

화를 투사하는 것으로서, 미래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다. 외삽적 예측은 과거에 관찰된 유형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가정

하는 것이다. 외삽적 예측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스

빗(John Naisbitt)의 <메가트렌드 2000>(Megatrends 2000)을
들 수 있다(홍득표, 1992: 79-81).

2) 유추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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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예측에서 기본적인 두번째 원리는 유추의 원리(The
Principle of Analogy)이다. 즉, 모든 현상에는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과 순서가 있으며, 제반 현상간의 인과관계 및 발생순

서를 관찰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어서 “을”이

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두가지 현상간에 인과관계가 있

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미래에도 “갑”이라는 현상이 일어
났을 때는 곧 “을”이라는 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World Future Society, 1977, p 103-104).

유추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이론
적 예측(theoretical forecasting)이다. 이것은 실증 가능한 어

떤 법칙이나 일반화된 이론에 근거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인

과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외삽적
예측이 귀납적 추론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이론

적 예측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 의하여 미래를 추론하는 연

역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이론적 예측의 범주에 속하는 방법은 먼저 수리모델에 의거

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복잡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 자체의 성능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의 개발이 따라야 하는 경우이다. 거의 많은 방법들

이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예는 모의 실
험 즉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여기에 속한다.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모델들 또한 이론적 예측의

범주에 속한다. 이 모델은 모델내부의 주요 변수들이 시간적
관련성을 가지는 형태로 표현될 경우를을 의미하며 이와 같

은 동적 관계식의 집합을 동적 모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모두 이론적 예측의
범주에 속한다. 상호충격 모델의 경우는 요인의 작용력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작용력과 그 영향은 게임이론의 근

간을 이루기도 한다.
또 하나의 이론적 모델은 경로를 중심으로한 맵핑이다. 맵핑

은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기

능을 갖고 있다. 이는 단계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일의 진행상황에 대한 도식적 파악이 쉽다는 시각적 장점을

갖고 있다. 결정의 나무기법과 임무유동기법이 이에 속한다.

3) 직관적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세번째 방법은 직관적 예측(intuitive

forecasting)이다. 외삽적, 이론적 예측방법이 경험적 자료나
이론에 의존하는 반면,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의한 추론이 아

니라, 연구자의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도 어

떤 본능적 지각 능력과 창조적 분석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직관적 예측에 의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토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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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n Toffler)의 <권력이동>(Power Shift)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4.4. 미래 예측의 방법과 단계

미래의 범위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구분된다. 원래 미

래란 현재라는 시점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란 현재에 직결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예측이 쉬운 시

점을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먼 미래란 현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예측보다는 예상만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킨다.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내지 20년 정

도의 미래가 가까운 미래에 속하며, 그 이상이면 먼 미래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미래의 예측이란 개념상,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진술하는 일을 가리

킨다. 따라서 미래의 예측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

나, 일어나기를 소망하거나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관
한 진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추세외삽법,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추세외삽법으로서, 현재와 역사적인 자료에서 발견되

는 지속성과 규칙성을 근거로 하여 미래 사회를 투사하는 방

법이다. 원래 이와 같은 미래 예측 방법들은 다른 특수한 조
건이나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좀더

구체적인 미래예측의 기법들은 예측목적이나 범위 또는 학자

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대개는 어
느 한 가지 기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연구단계에 따라 몇 가지

상이한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Multimethod Forecasting)한

다.

1) 예측단계
미래예측의 제1단계는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예측대상을 결
정하는 일이다. 예컨대 2000년대 한국의 민주화 전망, 복지사

회건설, 남북통일 전망, 환경오염과 기술수준 등이 예측의 주

제가 될 수 있다. 정책에 있어 미래 예측의 대상은 현존하는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 새로운 정책의 내용, 그

리고 새로 입안될 정책에 대한 정책활동과 결정주체의 행태변

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단계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 접

근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기준은 당면 문제의 성격과

예측자의 관심, 수집된 자료의 종류와 특성, 자료의 범위 등
에 따라 좌우된다.

제3단계는 구체적인 예측기법의 선택 및 그 활용이다. 많은

예측기법이 있으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이나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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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특성에 따라 단일 예측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예측기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제4단계는 있을 수 있는 미래, 있음직한 미래, 바람직

한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참고로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 예측 기법은 다음과 같

다.

2) 예측기법

(1) 직관적 예측(Intutive Forecasting)/천재적 예측
직관적 예측의 범주에는 한 개인 혹은 수소의 사람들이 미래

의 특정한 양상을 추측하거나 예견하는데 이용하는 많은 직

관적인 방법들이 포함된다. 이방법은 그 결론의 정확성 보다

는 방법 자체의 내면성에 특징이 있으므로 예측의 우열도는

거의 전적으로 예측자의 영감에 의한 착상 과정에 달려 있

다. 따라서 이 방법은 통찰 심리학과 연결된다.

아무튼 개인이 내리는 예측을 '천재적 예측(Genius Forcating)'

이라고도 하는데, 인식방법에 대한 의문제기를 행하는 개인

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끌어낸,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제반 가능성을 종합하고 또한 발생할 것으로 가정되는

바를 진술한다.

Gorden에 의하면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 까지만 하더라도 대

부분의 예측은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었다. 천재적 예측방

법은 그리이스 시대나 중세에도 간혹 그 기록이 나오긴 하지

만 대략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잡고 있다. 그

시대에 다르젱송(d' Argenson)은 1750년대에 미래의 정치제

도에 대한 저술은 남겼고, 튀르고(Turgot)는 과학시대의 축

적과 과학기술의 보급에 따른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미

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콩도르세(Condorcet)는 국세조사, 기상

학, 우생학 및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 썼다.

천재적 예측방법은 그 허구적인 형태(개인적 직감에 주로 의

존하기 때문에)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이방면에서 스위프트, 웰스, 헉슬리, 오웰 등의 소설가 들이

명성을 얻었으며, 단순한 공상과학적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eration)의 연구사들은 1946년 상

당히 정확하게 인공위성의 발사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건데, 성공보다는 실

패한 사례들 즉 예측이 터무니 없이 빗나간 사례들이 더욱

많다. 결국 천재적 예측방법은 예측자의 천재성 이외의 요소

즉, 행운 및 통찰력에 좌우되며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천재도 많지만 이것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예측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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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방법의 최대 약점이다.

열거된 미래연구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방법들간의
상호 보완성이 있다. 따라서 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경향은 컴퓨터분야 눈부신 발전을 방법의 단점 보완
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
① 개인이나 소수의 참여로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다.

② 개인의 의견이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그 의견에

신뢰성이 높게 부여될 수 있다.
③ 개인의 상상력이나 창조적 직관이 충분히 발휘될 수있다.

(2) 경향분석법
이 방법의 기본적 원리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예측은 최근

의 역사속에 확립된 경향들이 미래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가

정하에 있다. 다른말로 해서 시계열분석 혹은 인과관계에 의

한 분석방법인 것이다. 예컨대, 출생율 사망률, 경제성장률,

에너지 소비량 등 지난 수년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추세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수년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경제성장

의 지표등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범주

에 든다. 그래프의 유형곡선을 주고 다루기 때문에 경향선

분석법(Trend Line Analysis)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방법의 기본적 원리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예측은 최근

의 역사속에 확립된 경향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

정에 있다.

다른말로 해서 시계열분석 혹은 인과관계에 의한 분석방법인

것이다. 예컨대, 출생률, 사망률, 경제 성장률, 에너지 소비량

등 지난 수년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추세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수년후를 예측

하는 방법이다. 경제성장의 지표등(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분

석과정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범주에 든다. 그래프의 유형곡선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경향선 분석법(Trend Line Analysis)이

라고 하기도 한다.

그림2에서는 분산추세만을 제외하고 일정한 유형적 패턴을

알 수 있다. 분산추세의 경우 적어도 일정한 경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경향분석법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발전의 관성이다. 이말은 다른 어떤

영향보다도 외부적인 영향의 결과로서 쉽게 변하는 체계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완만한 변화속도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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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도의 관성을 지닌 체계를 나타내는 징후이다. Gorden에

의하면 “예를 들어자동차는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의 개인적 수송기관으로 가

까운 장래에 대체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반면에 유행에 민감

한 여성의 의상스타일에는 관성이 거의 없다.

이방법의 기술적인 측면 역시 발전되어 단지 역사적 자료의

가시적인 확장 정도의 수준을 넘어 보다 정교한 수준에 이르

렀다. 예를 들어, 추적 곡선이용법은 보다 복잡한 여러 개의

곡선(두개,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대표곡선들)을 허용하여

추정이 가능한 자료의 이치점들을 가장 오차가 적게 연결시

키고 있다. 이밖의 정밀한 방법을 이용한 계량 경제학 상의

모델들의 활용은 보편적이다.

특징

① 별도의 자료수집작업대신, 보도자료 같은 사회적 데이터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프리젠테이션에 유용하다.

③ 몇 개의 관련된 변화들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④ 발전의 관성이 일정할경우에 단기적 예측에 정확도가 높
다.

⑤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 의견일치법(Delphi Analysis)
우연성의 법칙을 배제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

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소한 한두사람이

상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되든 불일치되든 간에 서로 의

견을 교환하고 종합, 평가하여 신뢰성을 갖는 대안을 제시하

는 집단적인 의견교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① 질문과 답변(미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 답변

의 대조(연구자)

② 답변을 참가자에게 되돌려 준다.

③ ①에서 나온 답변(의견)중 극단적인 견해를 추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과 참가자의 답변-> 답변의 대조

(연구자): 보통의 경우 이단계에서 마무리 된다.

④ 앞서의 의견들에 대한 재평가들을 참가자들에게 요청

특징

① 비교적 소수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고 특

수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수평추세
시간(Y)

반응(X)

직선추세

시간(Y)

반응(X)

곡선추세

시간(Y)

반응(X)

혼합추세

시간(Y)

반응(X)

<그림2-7>경향분석법에 의한 그
래프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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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집단의견중 하
나만 맞아도 그 조사 집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높

게 평가된다.

④ 상상력이나 창조적 직관, 연상 방법들도 쉽게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다.

⑤ 다양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프로젝트 즉 디자인 분야

등에서 그 프로세스중에 적용가능 하다.

(4) 모의 실험법(Simulation)

① 기계적 아날로그(예, 초음속 항공기, 자동차 등의 통풍로

모델)

② 수학적 아날로그(예, 한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일련

의 방정식, 컴퓨터를 이용한 virtual reality)

③ 비유적 아날로그(예, 인구증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위

해서 채택한 박테리아의 번식 모델)

④ 게임 아날로그(예,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채택한 ‘플레이어’의 상호작용)

특징

① 시각적 프리젠테이션에 가장 탁월하다.

② 도시계획이나 기술적 검증 등에서 높은 신뢰성과 경제성
을 보인다.

③ 적용범위가 넓다.

④ 비유적 아날로그나 게임이론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활용
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람들도 할 수 있다.

⑤ 정밀한 예측에 사용된다.

(5) 상호 충격 모형분석(Cross0impact Model Analysis)

상호충격 모형법은 예측된 항목들의 가상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된 판정하에서 예측된 사건들의 한 세트 안에 들어 있는

개별 항목의 개연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실험적 접근방식이

다.

① 한세트의 예측에 속한 개별적인 사건들 중 일어날 수 있

는 상호작용(상호충격)을 평가하는 단계

a. 상호작용의 방향, 유형

b. 상호작용의 강도

c.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소요되는 시차

② 하나의 사건을 임의로 선택하고, 그사건에 주어진 개연선

을 토대로 그 사건의 발생여부를 결정하는단계

③ 단계에서 평가된 상호작용에 따라 나머지 사건들의 개연

성을 재조정하는 단계

④ 나머지 사건들 중 또하나를 선택한 다음(이사건의 새로운



버 스 도보지하철
택시등

뉴와크와
직통열차

프린 지하철 펜실베니아역 도보지하철
스턴 택시등

베란지노

홀랜드터널 도보지하철
택시등

링컨터널

조지워싱턴다리

<그림2-8>결정의 나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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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을 이용하여)앞서 와 같이 발생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단계

⑤ 하나의 세트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이 결정될 때 까지

이과정을 계속하는 단계

⑥ 이와 같이 모형을 ‘활용’시켜 하나의 사건이 이러한 활용

속에서 일어나는 횟수의 퍼센트를 토대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산정하는 단계

⑦ 하나의 사건 또는 그 이상의 사건들에 있어서의 원래의

개연성을 변화시키고, 2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작업을 반복하

는 단계

⑥에서 산정된 개연성과 원래의 개연성을 비교함으로서 수

록된 나머지 사건들의 상호충격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원

래의 개연성을 얼마나 수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결정할 수가

있다. 또한 ⑥의 결과와 ⑦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사건들이 발생할 개연성의 변화가 상호 충격을

통하여 다른 사건들의 개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결

정할 수 있다.

특징

① 모의 실험법의 기술과 상호 관련 이용 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관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 도구가 될 수 있다.

(6) 결정의 나무기법(Relevance Tree)--결정 진행과

정에 의한 방법
이는 주로 도식적인 방법으로 전개될 상황이나 사건을 나뭇

가지가 뻗어가듯이 그려나가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식화 할 수 있으며,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왼쪽의 그림6은 지극히 단순화 시킨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의 교통편을 선택하는 결정 진행 과정표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
① 여러 분야의 기초적인 계획 수립 작업으로 활용될 수 있

다.

② 결과의 형태가 일목요연하여 작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쉽다.

③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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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7) 임무유동 다이어그램 기법
미래가 어떤 상태일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알수 있게 해준다. 이것의 전개형식은 스키

매틱 다이어그램과 유사하며, 형태는 상관망(interaction)과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동일하면서도 지향점이 다소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림8의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
안의 메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일의 일련의
진행 순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징
① 기초계획 수립 작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② 개인과 소수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③ 대안들이나 요인들간에 관계를 이해하기 쉽다.

(8)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
이는 주로 경제학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가계, 정부, 기

업 간의 상호 의존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경
제에 있어서 생산 부분과 소비부분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자체에 한정

된 것이 아니고 경제외적인 변수, 이를테면 군비축소의 영
향, 평화시의 고용문제, 산업성장을 위한 세제 변화, 산업폐

기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 생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소비문제와 관련시켜 예측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태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경제 상황속에서 투입

과 산출계수를 예보할 수 없다. 특히 정부지출의 변화, 기술

발전 등 생산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할 수 없으
며, 장기적인 투입, 산출의 예보에도 부적합하다.

특징
① 요인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쉽다.

② 역사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경제이론을 사용 쉽게 설명할 수 있다.

(9) 혼합 예측 방법(Multimethod Forecasting)
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예측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단일방법으로는 빠뜨릴 수 있는 측면을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의 실뢰성에 대한 설득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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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분석

미래는 어떤 시점에서의 삶의 상태로서 미래는 시간적 개념에서

만 생각되어져서는 안되고 현상적인 의미가 더해져야 한다. 또한
미래학이론에서는 과거.현재.미래가 상호연결된 선상으로 이해되

어져야 한다.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거.현재를 떠나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과거는 역사, 경험 등 직간접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현재는 그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으로 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예측에는 시간과 현

상의 연속성의 선상에서 미래예측의 기본원리로 연속성, 유추, 직

관이 보편적인 것으로 종합되고 있다.

2.5.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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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변화 및 미래이론 종합

지금까지 변화기초 및 진화론(발전론), 균형론-상호작용-구

조기능주의(사회문화체계), 갈등론, 순환론, 사회심리학적 모
델 등의 주요 변화이론, 가치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관

련 이론, 그리고 미래예측에 관한 이론들을 개괄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치변화와 관련된 전망들은 다음의 가정하에서 유용

해질 수 있다.

① 변화는 정상적이다(Normality)
② 변화는 고유한 외형을 취하지 않으며 다양하다.

③ 따라서 다양한 변화유형통로가 미래에 대한 넓은 범위의

대안들을 가능케 한다.
④ 변화나 지속 중 어느것을 기본적인 현실로 가정하는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론적 결과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실천적 결

과들을 낳는다.
순환론적 이론에서의 변화의 초점은 문명이며, 진화론에서는

사회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며, 기능구조주의는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수준의 초점은 사회와 문화이다. 사회
심리학적 이론들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에서의 특수한 변화을

검토하며, 변화의 수준은 사회에 있어서 제도와 개인의 역할

에 관련된 것들이다.
변화는 사물과 삶의 본성 그자체에 의해 발생한다. 변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며, 개별적인 것으로 부터 전체적인 것

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흔히 하부(기술,경
제)와 상부(이념, 법, 정치, 가족, 종교)로 나뉘는 사회(문화)

가치의 상부수준은 하부수준으로 부터 발생한다.

또한 변화의 방향으로는 제 이론들은 그 방향을 순환과 진보
적개념을 가정한다. 그러나, 사회심리에서는 개인에 의해 특

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들 변화는 근대적 개인에 의

해 서구적인 사회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변화의 원인으로는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요인에 영

향을 받으며, 갈등.도전과 응전에 의한 기술.경제의 발달(문명

관련), 지적인 진화와 사고양식(관념관련), 체계의 외적이고
내적인 요인(문화.사회제도관련), 인간의 내적인 상태(인간성

관련), 상호작용 및 갈등 즉 기술경제, 사회제도, 관념 및 인

간적 요인 등 다양한 특성과 관계한다.
일반적으로 가치의 변화는 물질적 조건들이, 사람들의 실재

적 욕구를 반영하는 관념들을 창출할 때, 그들은 사회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갈등관계에 들어가면서 동기
화된다. 즉 갈등은 모든 사물의 본질로서, 가치변화는 과정>

갈등>역사적 발전의 단계(변증법)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다. 또한 사회적 환경이 인간을 규정지운다는 입장에서 사회
적 규정들에 의한 인간의 의 가치는 변화한다. 한편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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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임
이 강조된다. 따라서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가치변화의 역사는 연속성과 유사

성의 불변적 관계를 보여 준다.
아래사항은 사회가치변화이론의 주요개념이다.

① 변화이론은 과정으로서의 실제라는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변동이론은 영속성보다는 과정이 인간존재의 근본

적 사실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② 또한 변화과정은 기계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
다. 인간사회에는 대안적인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③ 변화이론은 또한 상호의존의 개념과 사회실재의 다양한

수준들의 상호연결성이라는 개념을 편입시켜야 한다.
④ 결국, 변화과정의 형태는 변증법적이다. 이것은 변동이론

이 관념과 물질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모순들의 개념과,

그러한 모순들이 집단적 갈등에서 전형적으로 현재화되는 방
식을 포함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미래의 예측이란 개념상,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진술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추세외삽법,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는 어느 한 가지 기법에만 의존하기보
다 연구단계에 따라 몇 가지 상이한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

용(Multimethod Forecasting)한다.

2.5.2. 사회문화 가치변화 고려사항

1) 변화일반

(1) 가치변화의 정상성- 실재는 과정이다
• 변화는 정상적이고 지속적이다.

• 변화는 대상이 갖고 있는 구조적 가치들의 유의미한 변화
이다.

즉 가치변화는 대상과 관련된 과정이나 유형의 어떤 측면

에서의 변형들을 의미한다.
• 가치의 변화여부는 변화나 지속 중 어느것을 기본적인 현

실로 가정하는냐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여 중요하다. 가

치변화의 법칙은 인위적인 물체들, 관념들, 사회들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들에 다 적용된다.

• 대상의 가치는 4개의 살(단계)-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소

멸-을 가진 영원히 굴러가는 바퀴와 같은 과정으로 변화한다.
• 가치변화는 다양한 수준(내용)들에서의 변화뱡향 및 속도와

관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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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변화는 고유한 외형(유형)을 취하지 않으며 다양하다.
• 가치변화의 과정은 미래에 대한 넓은 범위의 대안들을 가

능케 한다.

• 따라서 가치발전은 진보와 함께 퇴보의 가능성이 있다.
• 가치의 변화는 연속성과 유사성의 불변적 관계가 있다.

(2) 가치의 변화와 불변성: 가치변화의 과정에는 변화와

불변성이 존재한다.
• 가치의 변화와 불변성, 그리고 연속성을 구분하여야 한다.

• 특정 가치현상이 불변인지 변화인지는 분석수준에 따라 달
라진다.

(3) 변화와 창조성
• 새로운 것의 지속적인 출현은 실제의 본질이다.

창조성-어느 정도의 비 결정론-에 의거한 새로운 것의 출현은
‘사물의 본질속에 내재한다’

• 창조성은 분리되어있는 다수가 복합적인 하나의 통일체속

으로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원리이다.
• 또한 분리로부터 결합으로의 진전은 분리되어있는 실체와

는 다른 새로운 실체를 창출한다.

•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새로움을 향해 진전하는 우주를 제
시한다.

•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존재의 현실들에 조건지어진 자유이

다. 새로운 실체는 자료로서의 실제세계가 허용하는 바를 넘어
설 수 없다.

•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서 가지는 자유의 정도를 이

해하려면 사회에 대한 인간의 상호의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
기에 상호작용은 상호작용 유형, 상징적 체계들, 제도적 장치등

을 포함한다.

(4) 가치 변화의 상호의존성 : 새로운 가치 변화/창조의

개념은 상호의존을(유기성) 전제로 한다
• 가치변화는 상호의존의 개념과 내외적 실재의 다양한 수준
들의 상호연결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즉 가치변화는 ‘가치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이다.

• 즉 자연, 인간, 사물 그자체는 상호의존적인 부분등의 체계
이며, 따라서 물리적 가치변화체계는 사물의 속성에서 뿐만아

니라, 기술, 사회, 문화, 인간 등 제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5) 가치 변화의 변증법: 가치변화는 과정과 운동의 상

호의존을 강조한다.
• 모든 가치변화는 모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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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모든 가치변화과정의 형태는 변증법이다.
•.즉 모순과 갈등은 모든 사물의 본질로서, 인가치변화는 과

정>갈등>발전의 단계로 변화(변증법)가 이루어지게 된다.

• 흔히 물질적 조건들은 인간에게 갈등을 갖게 하고, 실재적
욕구를 반영하는 관념들을 창출하고, 그들은 사회질서를 변동

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갈등관계에 들어가게끔 동기화 된

다
• 가치변화는 물질, 사회, 문화, 개인적 가치의 차이 등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모순들의 개념과 갈등속에서 현재화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2) 변화의 원인
• 변화의 원인은 기술, 사회제도, 관념, 상호작용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 가치변화의 원인은 내부에 의할 수도 외부에 의할 수도

있다.

• 가치의 변화는 기술의 생성에 의할 수도 관념이 발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 사회가치의 변화는 혁신(발명) > 사회제도 > 인간관념의

순으로 적응된다. 즉, 비물질적 측면의 문화의 발전들은 물질
적 발전에 적응한다.

(1) 기술
• 기술적(문화적) 진화는 ①혁신 ②축적 ③전파 ④적응으로

구성된다.
• 동일한 기술을 수용하는 사회는 동일한 사회적 문화유형

을 낳을 수 있다.

• 그러나 지역마다의 특정가치와 감정들, 개인간의 관계의
성질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유형이 가능할 수 있다.

• 기술의 새로운 대안들로서 가능해진 변화들과, 기술에 의

해 요구되는 변화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을 확인하는데는 두 가지 접근방

식이 있을 수 있다.

: 특정의 변화들을 확인하고서 그것들의 원인을 기술적 변
.화들에 까지 추적하는 방식

: 특정의 기술적 혁신을 채택하고서 그것의 결과들을 규명

.하는 방식
• 기술은 인간의 선택 가능성을 넓힌다.

• 기술은 상호작용유형들의 변경을 통해 변화를 유발시킨

다.(예 : 조직에 있어서 (컴퓨터)자동화의 결과는 인간과 (전
자)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킴)

• 기술은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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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념
• 관념(철학, 관념, 의식, 사상, 주의 따위의 사고형태, 정치
문화면에서의 이데올로기)은 특정 질서에 대한 정당화로서,

그 질서로 부터 발생한다.

• 관념은 그 질서를 영구화하려는 경향과 함께 그 질서에
다시 반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발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즉 관념들은 변화를 “① 방해, 억제하거나, 아니면 ② 촉
:진하거나 ③ 지침을 제공”한다

• 관념은 관습의 연속으로서 형성된다.

• 관념들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욕구들과 이해들을 반영할
때 강력해진다.

• 관념은 흔히 특정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하

여, 이들 요인은 가치를 변화시키도록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관념들 또한 중요하다.

• 관념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한다. 즉,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의 경로를 규정한다.

• 미래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모두는 현재행동의 원천이

되며, 미래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현재 행동을 긍정적인 특정
의 가치들과 조화시켜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신은 모든 존재의 중심적 원리이고, 하나의 과정으로,

정신의 발전은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 관념은 실체의 대립자를 창출 > 갈등관계 > 두 실체 모

두를 부분적으로 파괴 > 새로운 실체를 창출한다.

• 새로운 실체는 처음의 두 실체보다 더 크고 더 분화되고,
처음 두 실체의 여러 측면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것을 병합

한다.

(3) 사회구조( 제도, 조직과 개성)

• 사회구조는 제도, 엘리트, 그리고 젊은이들의 집단들이 있

다
• 사회구조는 현실이 의식을 결정하여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개성형성에 영향을 준다. 한편, 인간의 사고양식이나 개성은

사회구조를 형성한다(사회진보/스펜)
• 사회문화체계는 특수한 종류의 체계 즉 특정문화의 맥락

속에서 그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상호유기

적으로 작용하려는 개인들의 집단이다.
• 즉 사회구조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들간의 상호의존에

의해 형성된다.

•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유전적 결과보다는 사회적 규정들
의 결과이다.

• 사회적 환경이 인간을 규정지운다는 입장에서 인간은 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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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물이다.
• 한편 인간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유로

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 다양한 지위들(직업,소득,교육,민족 등의 차원)간에 일관된
질서가 존재하여 변화를 유발한다.

• 한 문명의 발전은 주로 창조적 소수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는 정치엘리트, 조직엘리트, 지
식엘리트, 예술엘리트, 도덕엘리트 그리고 종교엘리트이다.

• 어느 사회의 엘리트들이건 그들은 이질적 집단으로 “결합

본능”이 우세한 엘리트들로 구성되면 변화를 급격하게 일어
나며, 반면에 “집단유지”가 우세한 엘리트가 지배하게 되면

안정성이 중요시되기 쉽다.

• 젊은이는 변화의 전위이다.
• 급진주의는 소수의 대규모 도시지역의 대학 내에 자리잡

는 경향이 있다.

• 성장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해체의 단계에서도 도전에 응
전하는 창조적 개인들이 존재한다.

• 창조적 개인들은 고전적-미래적, 이상적-보편적, 종교적

변화 중 어느 방향을 택한다.
•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간성은 혁신적 개인들로서 이의 특

성은 아래와 같다.

: 자율성과 질서에 대한 욕구
: 타인에의 감정이입과 자기이해에 대한 욕구

: 타인을 부양하고자하는 욕구

: 타인에 대한 복지관심
• 사회, 인구적 측면의 크기는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 인간성의 내용으로 ‘욕구, 가치, 세계관의 인지요소, 지능

과 에너지수준’등이 있다.
• 인간은 유기체적, 도덕적, 경제적.사회적 성취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등을 보유한다.

•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많은 다양성이 있다.

• 인간의 성취욕구의 근원들을 아래와 같다.

. 직접적 영향 : 보유한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등

. 간접적 영향 : 기타 사회계급, 개인체격, 가족구조, 직업

과 지위, 기후

• 인간의 성취욕구는 경제발전과 밀접하다.
• 근대적 개인은 아래의 7가지 특성을 보인다

: 행동주의, 침척과의 낮은 통합, 도시거주선호, 개인주의,

공동체인식결여, 매스미디어 참여, 엷은 계층화
• 또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창조이며, 이는 외적인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이나 반영인 것은 아니다.

• 인간 창조의 자유는 개인의 복지와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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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변화를 만드는 것이 엘리트가
아닌 대중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상호작용(갈등)
• 상호작용에 바탕한 변화는 관념들과 사회제도 및 물질적

인 요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가치가 변화한다.
• 상호작용적 원인에서 “갈등”은 변화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다. 갈등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그리고 한

개인 내에서는 감정과 감정 간에 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 갈등의 한 요소인 “경쟁”은 또한 창조성과 혁신의 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창조적인 시대는 안정과 평화스럽기 보다

는 불안과 긴장의 시대를 보여준다.
• 갈등과 변화 간의 관계는 자기유지적 경향이 있다. 변화

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다시 그 다음의 변화을 낳는 식으

로 무한히 계속된다.
• 변화는 갈등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경쟁은 비인간화,

조직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협동이 경쟁보다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

3) 변화수준
• 사회 가치의 변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며, 그 수준은
기술, 제도, 관념이 있다.

• 같은 가치대상이라도 그 수준에 따라 변화는 것이 있고

지속되는 것이 있다.
• 가치변화는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변화 에

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화단계와 유형, 방향
• 가치는 내외부 조건과의 균형과 갈등, 발전의 단계를 거

친다.

• 한 기술의 변화과정은 흔히 탄생 > 성장 > 정체 > 해체
의 단계를 거친다.

• 일반적으로 문화변화는 진보(문명)와 순환(관념)과 , 그리

고 순환진보(문화)의 법칙적 유형을 따른다.
• 즉, 문화의 변화유형은 ① 상승적 곡선(지속적 진보; 문

명,기술), ② 수평적 순환(사인)곡선 (장기적으로 볼 때 진보

도 퇴보도 없는 파동들; 관념), ③ 상승적 순환곡선(파동적
진보; 문화)등을 포함한다

• ‘기본적 기술들’-예로 동력의 이용, 교통기관의 속도, 기대

수명 및 파괴력 등-의 장기적 발전은 상승적 곡선을 취한다.
• 그러나 특정 발명품과들, 사회조직체들과 같은 변화는 대

수학적 곡선을 보인다-서서히 시작해서 급속히 속도를 빨리

하다가 다시 완만해지거나 심한 경우 멈추기 까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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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순환에서 관념적 문화는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며, 감각적 문화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강

조한다. 이상주의적 문화는 관념형과 감각형 사이에서 균형

을 이루지만 대개 관념형이 감각형보다 다소 우세한 편이다.
• 사회문화의 가치변화는 균형 > 규범.구조적 변화 > 문화

구조적 분화 > 발전적 진화와 통합의 단계를 거친다. 변화

단계의 적응은 환경의 요구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변화
단계의 분화는 통합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

대와 분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유기적 연대는 관념, 성향, 질
서 등의 동질성이 상이성으로 전개된다.

• 문화의 발전유형은 단선적 유형이 없다. 문화의 진보는

분기(다양성)와 통합을 지향한다. 모든 존재가치의 진화는-인
간, 사회, 자연세계를 포함하여-‘무한하고 비정합적인 동질성

으로부터 유한하고 정합적인 이질성으로 이행’한다

• 근대사회(산업형)는 자발적 협동, 대의적 권력, 평화, 생산
조직, 전체사회가치-개별성원가치, 상호작용 가치 등의 가치

가 있다.

• 사회문화 가치변화의 질적 성장은 의미체계(제도), 매개체
(행동.사물), 인간행위자의 총체적 발전을 의미한다.

• 문화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행복은 증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상정된 유토피아의 오류

를 경계해야 한다.

• 사회가치의 변화는 진보와 함께 퇴보의 가능성이 존재한
다.

• 사회변화는 집단간의 갈등이 강조되고, 혁신이 갈등을 발

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변화에서는 혁신이 새로운 요
소들을 계속 부가시키고 통합함으로서 문화를 성장시키는 하

나의 누적적 과정을 출발시킨다.

• 또한 문화(디자인)변화는 새로운 양식의 어린이 장남감이
나 자동차 스타일에서 볼 수 있드시 필연적으로 사회변화의

원인이 되는 혁신적 기술 등을 필연적인 전제로 하지는 않는

다.
•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적 변

화접근방법은 서로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양자 모두

진화, 전파, 변화의 개념 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문화변화는 ① 진화> ② 전파> ③ 문화변용(변화)의 세

단계의 유형을 거친다. 즉 문화변화는 ‘혁신’과정, 즉 개인으

로 부터 시작되고, 그사회의 여타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거나
학습되어 새로운 관습으로 나타난다.

(1) 진화관련 가치변화
• 문화부가의 원천은 발명과 혁신이다. 또한 경제발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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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들은 문화변화의 전조이다.
• 혁신(발명)은 사회문화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혁신

은 기계적 발명, 기술적 발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들{예를

들면 국제조직, 사회운동들}과 문화적 혁신들{예를 들면 새로
운 종교적 의식, 새로운 유행}도 포함한다.

• 발명과 혁신은 또한 유희충동(play impulse)이 원천이 된

다. 즉 과학 예술의 혁신은 유희를 구성하는 지각적 탐구와
심미적 활동이 성숙기에 승화된 것이다.

• 일반적으로 문화의 진화는 ① 기술 > ② 사회 > ③ 철학

등의 수준으로 옮겨진다(총체적 문화진화론)
• 문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낮은 형식에서 높은 형식으

로 규칙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단선적 문화진화론)

• 문화는 문화특성들의 상호의존성, 즉 특성들의 의미 있는
전체성과의 연결성에 의해 발전한다. 즉, 문화발전은 ① 상징

/의미 > ② 지속/전파 > ③ 누적/부가 > ④ 진보/안정의

과정이다.(상호작용적 신문화진화론)
• 문화는 유사한 환경에의 유사한 적응으로 범문화적 규칙

성을 배출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가지와 같이 다양하게 발전

한다. 즉 문화적 진화는 일반적으로 ‘전진과 분기’, ‘진보와 변
이가 동시발생한다’(다선적 문화진화론).

• 이에 따라 문화진화의 기본유형은 ‘동질성으로 귀결되는

무질서로의 증대’된다.(상대적 문화론)
• 문화적 진화의 전진이나 진보는 일반적 진화로서, 낮은

통합수준에서 조직의 증대-이질성의 증대 등 고도의 통합-,

소량의 에너지로 부터 다량의 에너지 변환에로의 이행, 낮은
총체적 적응성에서 높은 총체적 적응성으로 이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 일반적 문화진화는 절대적(미), 객관적(진), 도덕 주의적
(선) 축으로서의 문화의 진보로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총체적 발전을 포함한다.

• 반면에 문화적 진화의 분기나 변이는 특수적 진화로, 이
는 여러 방향들에 따라 문화가 계통발생적, 분기적, 역사적으

로 진행하는 특정한 문화들의 적응적 변형이다.

(2) 전파, 변용(변화)관련 가치변화
• 변화는 문화로부터 상실된 낡은 요소들보다 문화에 부가
되는 다수의 새로운 요소들로부터 나온다.

• 전파-즉 문화적 요소들과 특성들이 어느 한 문화에서 다

른 문화로 퍼져 나가는 현상-의 관점에서 두 문화가 충돌하
고 상호 작용하면 새 문화가 나온다(예로 새로운 연장, 화페

들)

• 혁신전파의 방법은 전파의 목적과 목표한 인구집단의 성
격 양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전파의 관점에서 변화예측방법 중 하나는 변형의 원인



70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특정 측면이 전
파의 결과인가, 문화의 내부에서 일어난 혁신의 결과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 ② 다른 하나는 전파의 정도와 그 전파를 결정하는 요소
들, 전파방해 및 촉진을 시키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밝히는

것이다.

• ③ 또한 전파관련론에서 셋째는 문화는 상호보완적인 것
이다(우수한 요소의 믹스 등).

• 문화변용, 또는 적응은 문화의 모든 측면들의 상호의존성

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들과 관계된다.
• 문화변용이란 둘 이상의 자율적인 문화적 체계들이 결합

됨으로서 발생하는 문화변화이다. 문화의 결합은 아래와 같

은 특성을 지닌다.
: 문화변용은 두 문화사이의 “유사성이 증대”된다.

: 강력하고 지위가 높은 문화가 미약하고 후진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 또한 문화의 전과는 강자의 의도적 계획의 결과로도 나타

난다.

• 문화변용의 방법은 ① 접촉형태 ② 접촉과정 ③ 변용문화
특성 등 훨씬 복합적이다.

: ① 접촉형태; 접촉인구의 양, 접촉인구성격, 우호적-적재

적 접촉여부, 두문화의 복합성 정도 등
: ② 접촉과정; 자발적-강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평등의

정도

: ③ 문화특성; 문화변용요소 선택특성, 통합방법
• 또한 문화접촉을 통해 발생가능한 변화의 방향은 네가지

이다.

: ① 소외; 한 문화의 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방식을 체택하
지 앉은채 자신들의 전통방식을 버리는 것

: ② 재정향(reorientation); 다른 문화의 규범적 구조를 지향

하는 것
: ③ 재조명(reaffirmation); 전통적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전

통문화보호운동

: ④ 재구성(reconstitution); 유토피아운동에서와 같이 새로
운 형식의 출현

5) 가치변화 속도
• 어떤 사회들은, 그리고 어떤 시대들은 예외적으로 빠르거
나 느린 변화의 속도를 보인다

• 진보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태, 인간수명, 인구학

적 요인 등이 있다.
• 진보의 억제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전통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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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격한 계층체계, 높은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 공동
체분열, 기득권 등

: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

: 이해될 수 없을 때
: 강요될 때

: 높은 가치를 가진 다른 변동을 방해할 때

: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치에 모순될 때
: 급격한 변화/느린 변화 등

• 진보의 증진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불가피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들
: 적절한 건설적인(기술적) 가능성들

: 유형모델의 존재

: 제도화의 보증
: 적정형태의 커뮤니케이션

: 가치가 있을 때 등

• 인간을 위한 적정한 변화의 속도는 심리적으로 긴장을 발
생시키지 않는 속도이다.

• 인간은 변동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

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들의 채택속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야 한다.

: 혁신을 통한 상대적 이익이 있을 때 혁신을 채택하는 경

:향이 강해진다.
: 혁신은 기존의 가치 및 욕구들과의 양립가능성이 있다.

: 혁신은 그것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다. 혁신들이 이해하

:고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아주 느리게 채택되거나 심지어 거부될 수 있다.

: 혁신은 그것들의 ‘시도 가능성’ 및 ‘증명’ 여부에 따라 달

:라진다.
• 혁신의 채택은 초기채택자, 초기의 다수, 후기의 다수, 말

기의 채택자 등 다양한 범주들로 구분될 수 있다.

• 인간의 태도는 혁신가들의 ‘과학적이고 모험적인’ 태도들
로부터,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보수적인 태도들을 보인다

: 혁신가들은 세계주의적이고, 더 널리 여행하였으며, 지도

:자들이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정보를 기
:술적이고 과학적인 출처들로부터 획득하며, 그들 자신이

:과학자일 수도 있다.

: 초기채택자는 책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 초기다수는 잡지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 후기다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정보를 의존한다.
: 특히 말기의 채택자들은 마술과 민속에 대한 신념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

• 변화를 위한 가장 집약적인 노력은 채택의 초기단계에,
즉 채택의 속도가 느릴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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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회체계에는 규범, 다양한 지위(여론지도자, 변동수
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그 체계에서의 혁신들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매스미디어, 정부, 교회와 같이 기존

권위들로 변화방향과 전파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6) 미래변화예측 방법 관련
• 미래연구의 핵심주제는 변화이다.

• 미래연구는 가능한 부분적 예측에 근거하여 전체를 전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미래는 그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정론적 영역, 확률론적

영역, 불확정의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결정론적 영역과 확률론적 영역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세계이다.

• 예측(forecast)은 “만약…이라면”(if…then)의 이성적 추론
과정에 기초한다. 거기에는 과거의 지식에 관한 세심한 분석

을 포함한다.

• 미래예측은 가치변화의 본성 즉, 가치변화의 구조를 먼저

연구하고 난뒤에 변화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미래예측의 대상은 구체적 현상이 아니라, 미래의 어 떤

시점에 대한 관념 또는 추정적 상태이다.

• 따라서 미래예측은 다음의 기본원리를 따라야 한다
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연속성의 원리이다.

② 모든 현상에는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유사성)과 순서가
있으며, 제반 현상간의 인과관계 및 발생순서를 관찰하면 미

래에 일어날 사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유추의 원리이

다.
③ 연구자의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직관적 예측

(intuitive forecasting)이다.

• 변화예측의 바탕은 사회의 현상들을 지배하는 질서를 이
루는 법칙들, ‘즉 유사성(규칙성)과 연속성의 관계들’의 탐구

이다.

: 추론과 관찰, 즉 과거의 기록들(유사성; 추론)과 현재의
.관찰(연속성; 관찰) 양자 모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미

.래 예측의 지성적 도구가 된다.

• 사회변화의 예측등 총체적 광의의 예측에서는 기술적 혁
신 등 혁신의 영향과, 집단 및 인간간계 등 함축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광범위한 역사적 발전이나 제도의 시간적 변동 등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 역사적 방법은 사회변화을 이해하는데 대한 최상의 접근

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과정에 대한 법칙들은 많은

자료를 모으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서 발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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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문화변화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문화를 변화시킨
특정항목과 특성을 밝히기 때문에 종종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 그리고 문화변화에서는 변화나 연속 중 어느것을 기본적
인 현실로 가정하는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론적 결과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실천적 결과들을 낳는다.

• 문화적 변화의 각 단계는 그 앞단계의 필연적 결과로서,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예측방법은 연속

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닐 스펠서는 변화

의 계기적 연속성을
① 목표달성의 실패와 변화가능성의 인지로 부터오는

‘불만’이 생겨나는 단계

② 문제해결에의 ‘열망’ 단계

③ ‘자유토론’적인 문제해결의 단계

④ 문제해결에 유용한 착상과 제도적 유형의 ‘특정화’

노력 단계

⑤ 개인이나 집단들이 변화를 ‘실행’하는 단계

⑥ 수용가능한 변화들의 ‘일상화’ 단계로 본다.

• 문화를 비교하고 문화의 규칙성을 찿아내기 위해서는 분

석의 촛점을 “문화의 핵심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문

화의 핵심은 생계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
이 있다.

• 또한 문화적 핵심을 통해 여러 사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종합수준이 동일해야하
고 문화형태 또한 동일해야 한다.

• 또한 다선적 문화진화/문화생태학의 미래예측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① 기술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분석

② 특정기술 개발영역과 관련된 행위유형들의 분석

③ 그러한 행위유형들이 그 문화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한편 사회문화가치의 변화는 전체로서 즉 ‘상호관련된 부

분들의 체계’로서 분석하여야 한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다중적이고 상호적이다.

• 또한 가치대상과 관련된 한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들

이 반드시 다른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화는 다양한 연구영역과 분석단위를 사용하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다.

• 변화된 새로운 가치의 실체는 처음의 두 실체보다 더 크
고 더 분화되고, 처음 두 실체의 여러 측면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것을 병합한다.

• 미래세계의 변화는 외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반
면에, 전이적 단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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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변화에 의한 혁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 또한 미래연구는 단순히 미래의 변화만 예측하는 것이 아

니라 미래의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 미래예측은 어느 한 가지 기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연 구
단계에 따라 몇가지 상이한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미래예측의 제1단계는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예측
대상을 결정하는 일이다.

② 제2단계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 접근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③ 제3단계는 구체적인 예측기법의 선택 및 그 활용 이다.

④ 마지막 제4단계는 있을 수 있는 미래, 있음직한 미

래,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 관념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한다. 즉,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변동의 경로를 규정한다. 그리
고 미래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모두는 현재행동의 원천이

되며, 미래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현재 행동을 긍정적인 특정

의 가치들과 조화시켜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3. 디자인가치예측의 이론과 방법

디자인은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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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디자인과 가치예측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본다. 이

를 위하여 환경, 사회, 문화, 디자인의 가치구조를 이해하고,

디자인가치변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디자인가치를 예측하는 주요기법을 개념과 프로세

스, 그리고 응용방법의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국내외의 디자인예측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미래 디자

인가치예측에 대한 기본구조를 명확히 한다.

3.1 디자인과 가치예측

3.1.1 환경, 디자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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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모든 생물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물과 무생물들로 구성

되는 환경과의 사이에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삶을 영

위해 간다. 즉 지구상의 모든 현상은 하나의 거대한 상호작
용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환경의 이해는 인간을 둘러싼 전체

환경 체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한다.

환경의 의미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과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제조

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뜻을 지닌다.
즉 어떠한 유기적인 조직체라든가 어느 특정한 활동을 중심

으로 하는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제조건을

말한다.
환경이란 원래 프랑스어의 milieu에 어원을 둔것으로 mi는

중앙(middle)을, lieu는 장소(place)를 뜻한다. 파스칼은 이들

의 의미를 조합하여 ‘중앙의 물체를 둘러싼 유동체’로 정의
하였고, 꽁트(A.Comte)는 ‘중앙에 있는 생물을 둘러싸고 있

는 그 생존에 필요한 외부조건의 전체’로 정의한 바 있다.

동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 자연환경은 모든 생

명 존재의 기초 조건이므로 인간도 그 자연에서 완전히 독립

할 수가 없으며, 자연과 단절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인간은 주위 세계와의 접촉을 영원히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즉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자면, 환경과 유기체 간에 일

정한 정보의 전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즉, 인간은 생존과 생
활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조건에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

상시키고 광범위하게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간의 환경은 동·식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도전
(환경)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써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낸다.

인간을 주체로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을 인
간환경이라고 말한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인간환경은 자연을

포함하여 진화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요소와 문화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요소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좁
은 의미로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상황

만을 뜻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전자는 형태의 가시성에 의한 구분

인데 반해 후자는 주체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물리적 환경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으로서 여
기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은 인간사회의 질서와 능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해 형성된 인공환경이다. 자연환경은 우주의 생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고, 인공환경은 인간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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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진 환경이다. 따라서 환
경은 창출의 원인과 형태와 성격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적

물리환경 및 사회 환경의 셋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이

들 부분환경 체계를 각각 자연계, 조형계, 사회계로 이름지을
수 있다.

자연계 생물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세가지 유기체
비생물체: 지하자원과 같은
고정체, 물이나 공기 같은
유동체

물리적환경
인간환경 조형계 고착물: 지상에 부착시켜

만든 인간의 시설물
비고착물: 차량이나 생활
도구와 같은 이동가능한
인간의 가공물

사회계 .정치.행정계
:. 사회.경제계 사회적환경
:. 과학.문화계

(1) 자연계

우주의 생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자연환

경은 자연계내에 상당할 정도의 생물학적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때,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계는 인간이 사회
를 이뤄 삶을 이루는 터전으로서 자연의 지형, 기후, 풍토 등

은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

인이 된다.

(2) 조형계

편리와 능률을 원칙으로한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진 환경으로서, 조형

행위를 하는 디자인의 직접적인 영역이다. 국토를 개발하고

도시를 건설하여 각종 시설과 도구물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조형계를 창출하는 인간 고유의 행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 행동과 접촉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이 물리적 환경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면, 반대로 인간은 주위 환경에 제압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의 주위환경은 인간들의 요구 및 필요성과 문화와 물리

적 환경의 요구사항을 받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조형계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제약하므로 영향을 끼친다. 조형계 환경은 그것
이 인간에 의하여 형성되었지만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인간

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강한 외적 요소로 남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만들지만, 우리의 건물은 다시 우리
를 만든다’라는 처칠(W.Churchill)의 말은 바로 이러한 조형

계의 작용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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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계

사회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체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제조건이 변화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
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문자(printing)
였다. 그러나 현대는 전자 환경시대이다. 앞으로는 정보전달

(communication)의 방식이 바뀌고 인간의 사고유형(the way

of thinking)이 바뀔 것이다. 거기에 따라 인간의 환경도 변
화할 것이다.

인간은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한 인자로서, 자
연 생태계를 개발 변형하며, 인간 개체군의 적응 능력을 향

상시키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은 자연계의

한 구성 부분인 동시에 조형계와 사회계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 내는 동물이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뿐

만 아니라, 다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즉 인간과 그의 환경
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부분환경

상호 간에도 영향을 주고 받는 작용관계가 존재한다.

2) 디자인

자연은 모든 사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 생활도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다. 과거의 자연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다른 생물이 어디까지
나 자연의 법칙속에서만 고정된 적응을 하는 데 비해, 인간

의 경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제2의 자연이라고도 할 만한 인공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연의 직접적 위협에서 도피하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과

의 관계를 고정적인 것에서 해방시켜 그 관계를 바꿈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구를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

만년 전으로 측정되며, 약 1만년 전, 인류는 농경, 즉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수렵해 왔던 몇 종의 동물들을 사육하고

곡물을 기르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최초의 시험단계에 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구들을 창조하여 조형계를
이루었을뿐 아니라 항상 체제를 형성하여 사회계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그 새로운 사회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물

건(제품)들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주어진 자연환경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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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기 위해, 또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나
기호를 사용했다. 이러한 사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자연의 대

상물을 있는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자연물

을 모방했으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의도대로 개선
했다. 이것은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物)의 개

발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
함으로써 인간의 최대 영역인 ‘가장 바람직한 삶’을 달성하

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을 위한 도구와 기호의 제작과 더불어 조형활동이 이루어
졌는데 이를 디자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디

자인 행위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디자인
물을 만들어서 인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랭클린(B.Franklin)은 인

간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디자
인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은 인간과 도구, 그리고 기호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삶을 위한 도구의 디자인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행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 즉 창

조와 결합된다. 인류는 고유의 창조적 사고와 행위를 발휘하

여 도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다. 따라서 인류의 역
사는 창조력에 의한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의문

을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은 변화하고 디자인이란 변

화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기여하려는 시도이다. 디자인에는 자
기표현의 도구라는 측면에 덧붙여 변화와 관련져서 변화를 창

조한다는 다이나믹한 일면이 있다. 디자인은 단순히 정지된 자

기 표현이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양태(樣態:performance)
이기도 하다.

3) 문화

문화란 말은 본래 ‘문명 개화(文明開化)’의 준말로, 문명이란
말은 문채(文采)가 나고 밝다는 말이며, 개화 역시 인지(人

智)가 열려 사물을 보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사물이 지니는 복잡한 의미 내용들을 사람의 마

음에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문적 용어에서는 문화와 문명은 동일한 말로 사용되었는
데, 서양에서의 문화(culture)와 문명(civilization)은 어원을

달리하는 상이한 개념이었다. 즉 영·불어의 culture나 독어의

kultur는 라틴어의 cultus, cultura로서 밭을 경작한다는 말에
서 유래하여, 배양, 훈련, 수확 등 농업 행위와 종교적 의식

등의 종교 행위, 나아가 의미확장을 통해 인간정신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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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을 뜻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한 민족의 ‘삶의 방
식 전체’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정신’을 윤곽짓거나 일반화하

는 명사로 탈바꿈했다.

한편 영어의 civilization, 불어의 civilisation, 독어의
zivilisation은 모두 라틴어의 civis,즉 ‘도시의’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도시화 내지는 도시 생활의 물질적 개명을 표현하

는 데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culture를 문화로,
civilization을 문명으로 번역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오늘날 문화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이름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의 행동 및 사고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양식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및 그런 행위의 산물을 문화라고 부
른다.

문화란 한 특정 민족의 ‘삶의 방식 전체’를 내적으로 형성하
는 ‘정신’을 윤곽짖거나 일반화하는 명사이다. 한편, 보다 일방

적인 쓰임새에 있어서, ‘문화’라는 말은 정신의 능동적 계발이

라는 뜻으로 강력한 의미전개를 겪었다. 우리는 문화가 ①
‘교양인(a person of culture)’, ‘교양있는 사람(a cultured

person)’등과 같이 정신의 발전상태를 가리키는 경우, ② ‘교

양적 관심(cultural interests)’, ‘교양적 활동(cultural
activities)’과 같이 정신의 발전과정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 그

리고 ③ ‘예술’ 및 ‘인문적, 지적 작업’으로서의 문화라는 표

현에서와 같이 이런 과정의 수단을 가리키는 경우 등에서 일
련의 의미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요즘와서는, 비록 이 셋이

모두 통용되기는 하나, ③의 의미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것이다. 이 의미는 한 특정민족이나 여타 사회집단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이는 인류학적,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된 사회학적 의미와 -흔히 불안한 상태로- 공존하고 있

다.

인간은 본래 혼자서 살 수가 없다. 사회를 이루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회를 이
루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면,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인간다운 사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많은 부분이 문화적 활동이기 때문

에, 인간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문화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인만큼 문화에 대
한 이해는 곧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다. 문화는 대

부분 전래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 끊

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현재, 미래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
다.



82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인간은 환경 특히 사회환경과 끊임없이 교섭한다. 문화란 바
로 그와 같은 교섭의 소산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동물은 있

으나 문화를 가진 동물은 없다. 즉 가치, 물질적․비물질적

창조, 표현의 형식 등은 오직 인간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문화
들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문화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말(言)이란

개념보다 넓게 정의된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는 것, 먹는 것 등도 언어적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청바지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편안함이나 레저를 나타내는 기

호이기도 하다. 선글라스는 햇빛을 가린다는 일차적인 의미

와 멋내기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적
실천은 언어적 행위와 물질적 행위를 포함한 광의의 것으로

이해된다.

① 문화는 땅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키우는 행위

를 말한다.

② 문화란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③ 문화란 사회의 발전과정을 의미한다.

④ 문화란 특정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의미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이다.
⑤ 문화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의미화의 실천이다.

위와 같은 문화에 대한 정의의 확장은 우리 생활과 사회전반
을 문화와 관련짓게 된다. 편협한 의미의 문화 정의에서 벗

어나 우리의 일상사, 그리고 상징 행위로까지 문화개념이 확

장됨으로써 일상사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 상징행위에 대
한 언어학적 연구 등을 문화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문화 연구자들에게 그 대상은 확장되었고 연구할 수 있는 소

재 또한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인간환경에서 인간의 의지가 적용된, 인

공적인 물리적 환경(조형계)과 사회계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

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들 환경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가 되므로, 우리는 문화를 디자인에 영향

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디자인의 환경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2 사회, 문화

1) 사회
오늘날 사회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인류학으로
부터 도입한 것이다. 인류학은 처음부터 원시사회에 주된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국적인 원시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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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고 주민들의 토착적인 행위양식을 관찰하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였으며, 결국 그들은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보편적

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회에 내재하는 독특한

질서 또는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
다. 바로 이 시각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태

동했다. 모든 문화는 대내적으로 볼 때 폐쇄된 하나의 체계

이며 고유한 조직 원리에 의해 사회성원의 행동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학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발전시켰다. 모든 문

화는 각기 독특한 것이며 역사적인 전개 과정과 구조적인 기
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특정한 사회에 생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 생활양식의 총체를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단히 사

회성원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인간의 행위양식에
서는 어떤 질서 또는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일반화시킨 개념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와 문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한

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사회는 문화없이 성립할 수가 없고,

또한 문화는 사회 속에서만 성장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
회의 특징은 또한 문화적 특징에 의해 확신될 수 있고 식별

가능하기도 하다. 가령 한국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묻는

다면 한국사회 속에 있는 문화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이 손쉽
다. 문화는 사회를 생활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본 것이

다. 그리고 사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본

분석적 개념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이란
말과 문화적이란 말은 다른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사

회적이라 하면 대인적 관계 혹은 집단적 관계와 같이 사람들

의 관계나 그 관계들의 제도화된 유형을 뜻하고 있고, 문화적
이라 하면 사람 밖에 존재하는 가공물이나 생산물 혹은 관념

적, 이상적 기준을 뜻한다. 파슨스(T.Parsons)는 문화가 유형

유지의 측면에서 본 것이라면, 사회는 통합의 측면에서 본
것임을 유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슨스는, 사람들의 행

동은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개인적 측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공통의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그렇다고 문화와 사회와 개인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것

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는 보통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는데, 이것은 네가지 영역이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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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는 명확한 대상영
역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와 문화는 모호하고 산만한 대상으

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학은 물론 사회의 영역이 주된 연구

영역이지만 사회적 관련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학문적
성격 때문에 문화의 영역도 함께 체계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크게 보면, 사회는 정치, 경제의 수단적 영역과 사회, 문화의
통합적 영역으로 양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칭적 영역이 사회문화학, 즉 문화

사회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사회학은 광의로
보면, 사회․문화의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협의

로 보면 특수문화 영역에 대한 사회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

다.

사회 인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인류학의 주요

하위체계로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경제(학)
이 있다.

하위체계라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한 사회가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해 가는가를 설명하려는 목
적을 위해서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련의 변수 또는

제도화한 행동의 측면들을 의미한다(그러나 사회, 인류학자들

이 어느 학자에 속하든지 한 학자의 경우, 어느 한가지 하위
체계에 특별히 중점을 두기는 할지라도, 필연적으로는 모든

하위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회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적, 사회규범적 그리고 기술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사회의 전략적 양상을

제한하고 형성하는 데는 기술경제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마르크스(K.Marx)는 하부구조문화를 기술경제에 관한 생산
력과 생산관계로 보고, 그것을 반영하는 상부구조문화로 사

회규범에 관한 정치와 법을 보았으며, 그것을 합리화하는 문

화로서 이데올로기를 들고 있다).

(1) 기술경제(학)
기술경제(학)(technoeconomics)이라는 용어를 좀더 친숙한

테크놀로지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한 것인데, 그렇게 한 근본

적 이유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으
로 기계, 공구 그리고 문화의 장치들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인류학자들은 특히 이론을 정식화할 때에는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그러한 것(사물)들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사
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테크놀로지가 도구들만으로 이루어

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기술경제학이란 용어가 테크놀로지란 용어를 점증적으로 대
체해 왔다.

명시적으로 제한된 용어인 테크놀로지를(철학자의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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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자면) ‘풀어’(해체해) 볼 때, 그것은 주어진 문화에
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및 도구들뿐만 아니라 사용방식, 그

리고 그러한 방식을 가능케 한 과학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위에서 말한 테크놀로지(또는 기술경제
학)의 각 구성요소들이 중요한 반면, 상이한 문화적․역사적

환경에서는 일련의 요소들(예를 들어 도구들)이 다른 요소들

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짧게 말해서 이 합성어의 첫부분 ‘기술’(techno)은 사회에 유

효한 기술적인 또는 물질적인 장비를 말하고, 반면 두번째

부분 ‘경제’(economic)는 일정한 사회에서 상품과 용역의 생
산, 분배, 소비에 그 기술장비와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

하는 장치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제한된 의미에

서 테크놀로지는 기회를 의미하고, 경제(학)은 그 기회를 사
회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생

산수단’과 ‘생산양식’을 구분하였을 때 강조하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구조와 제도(규범)
어떤 실체의 구조―하나의 원자, 분자, 수정, 유기체, 사회―

는 그 부분들 사이의 다소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

서 ‘사회구조’라는 용어는 ‘제도의 의해서 정의된 또는 조절
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태도, 즉 사회

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이나 유형’을 말한다.

사회구조는 안정된 집단들의 구성체이며 규범적인 기대체계
다. 그러나 사회구조를 어떤 것으로 여기든 이른바 사회-구

조 이론이라고 불리는 상당수는 실상 어떻게 사회체계의 다

양한 부분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유용하게 구분하고 개
념화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구조는 주로 한 특정한 입장, 즉 사회적 행동, 사회적 상

호작용, 역할행동의 측면에서 개념화한 사회구조를 말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연히 구조를 ‘이루어

나가는’ 개인들이나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일종의 미시적인 분석으로 나아간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
접근법은 탁월한데, 왜냐하면 결국 사회학자들이 관찰하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조차도 어느 정도의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일단
사회현장에 대한 간단하고 조야한 관찰에서 벗어나면 다음에

는 좀더 높은 추상 수준으로 나아가서 집단 및 제도들을 다

루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행동에서 어떤 규범을, 규범에서

어떤 가치들을 추론하고 난 후 아마도 그들은 추론 순서를
바꿈으로써, 즉 규범은 가치에서 나오고 행동은 규범에 의해

서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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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데올로기(가치)
이데올로기는 특정집단에 의해 부각되는 조직적인 사고체계
를 일컫는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한 사회의 경제적 생산수단의 구성방식에

따라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의 형태가 ‘결정적으로’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다. 소위 이와 같은 토대/상부구조의 관계에

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산물들은 ‘이데올로기적’이라 할 수 있

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관념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

할 수 있기에 가치, 사상, 지식, 주제, 철학과 종교적 믿음, 감
정, 윤리적 계율, 세계관, 에토스 등이 포함된다.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들, 행위들 또는 문화적

제도들을 합리화시키고 훈계하며 공박하고 또는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탁월하게 개념화하고 상징화하는 동물이다. 사실상

화이트(L.White)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상징에 의해서 살해
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이고 자연적인 우주를 설명하고 지시하는 상징체계들 또는

이데올로기들은, 인간의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방
식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한듯하

다.

이데올로기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행동형태 또는 다른 것에서, 즉 사람

들이 말하는 것에서 또는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상

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한 것에서 추론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사회인류학 이론의 하위체계를 구분하였은데, 각

하위체계를 사회인류학의 한 학파 또는 여러 학파들과 일치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회문화인류학자도 설득력

있는 분석 및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하

위체계의 변수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짧게 말해서, 사회
인류학자들이 기술경제,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기능, 유지 또는

변화의 문제를 설명할 때, 사회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요소에 의해 다른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제시할 수 없

다(즉 인과관계가 절대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하위체계의 변

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기한다. 또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의 설명

은 아마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다중인과적 설명 또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사물을 정리하기 어렵게 만들며 산뜻하지

못하다. 그것은 단일한 하위체계의 요소들에 배타적인 인과

적 비중을 두는 설명에 비해 거의 조직적이지 못하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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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종 다중인과주의는 가끔 설명의 포기, 실망의 표현, 인
간제도와 인간 행동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피난처에 불과하다. 그들에

게 문화체계는 천문학자의 우주와 같아서 언제나 끝이 없고
중요한 변수들 또한 무한정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각 하위체계들이 다양한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경제적 구성요소

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인과적’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

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성요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사회의 인성, 사회구조적 하위체계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하

위체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

류학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설명과 이론적 명제를 검토할
때, 기술경제적 변수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며, 또한 이들 변

수를 무시하고 사회․문화의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

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2) 문화
문화―처음에는 과정을 나타내는 명사― 즉, 작물의 경작이
나 짐승의 사육, 나아가 의미확장을 통해, 인간정신의 적극적

계발 등을 뜻하는 culture -였던 이 용어는 18세기 후반, 특

히 독어와 영어에 있어서, 한 특정 민족의 ‘삶의 방식 전체’
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정신’을 윤곽짓거나 일반화하는 명사

로 탈바꿈했다. 헤르더(Herder, 1784-91)는 ‘문화들(cultures)’

이라는 의미심장한 복수표현을 남보다 먼저 사용했는데, 이
것은 ‘문명(civilization)’이란 표현이 지닌 여하한 단수적 혹은

-이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인데-단선적(單線的)

의미와 의도적으로 구분짓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 이후
넓은 의미를 지닌 이 복수의 표현은 19세기에 비교인류학이

발전하는 데에 각별한 중요성을 띠게 되며, 이 학문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의 독특한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서 계속 쓰여 오고 있다.

위와 같이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를 더욱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를 분류하여 이해할 수도 있는데,

분류란 어떤 면을 분석하고자 하는가의 의도에 따라 그 준거

가 다르므로 여러가지 분류방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가 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

의 구조를 갖고서 분류할때, 인간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3가

지의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용구, 규범, 가치이다. 용구
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며, 규범은 그 절차이

고, 가치는 바라는 목표이다.

이런 시각에서, 용구적 문화, 규범적 문화, 가치적 문화를 인
간이 필요로 하는 문화의 3형태로 분류하면, 용구적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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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를 가지고 있고, 규범적 문화는 사람의 행동 속에서 나
타나며, 가치적 문화는 관념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논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들 간에는 서열이 있으며 가치적 문화가 최

상위에, 용구적 문화가 최하위에 위치한다.

(1) 용구적 문화
용구적 문화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일

정의 방편적인 수단과 그 수단을 생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문

화이다. 그것은 생활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의 자원
은 항상 일정 수준의 양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총화

를 용구문화로 보면 된다. 용구문화는 유용성이 그 기준이

되고 있어서 곧 우열의 평가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것이 특
색이다. 용구적 문화를 구성하는 영역은 대체로 도구, 기계,

기술, 테크놀로지로 분류될 수 있다.

도구는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보조해 주는 단순한 고안물을
뜻한다. 예컨대, 호미와 삽 같은 것들이다. 기계는 인간의 활

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근대적인 산물

이다. 도구가 인간의 노동에 대해 단순히 보조적인데 비해,
기계는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동력을 사용하는 데 특색

이 있다.

기술은 도구나 기계의 생산과 사용을 돕는 지식이다. 우리는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계

속해서 개량해 가는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실용적인 지식

이 확대된 결과, 현대는 대량생산의 기술, 대량전달의 기술,
대중조직의 기술로 특징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의 생활에 능률과 편안함을 주고 사람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

는 실용적인 지식이 기술인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약간 까다로운 개념이지만, 요컨대 기술의 방

법적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늘날은 지식이 고도로 전문

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 역시 엄청나게 분화되어 있다.
때문에 기술과 기술을 복합적으로 통합해야할 필요가 커졌

다. 예컨대,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는 서로 다른 기술이 훌륭

하다 하더라도 기술의 배열 또는 통합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
수한 작업의 실현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통합된

기술의 체계가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고, 또는 그것은 사회

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도 관련된다.
용구문화는 가치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예

를 들어, 용구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합리

주의, 실용주의가 득세한다. 그것은 용구문화가 대변하고 있
는 합리성, 실용성이 사회의 다른 부분, 예컨대 학문, 예술,

종교, 사상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2) 규범적 문화
규범적 문화는 행위의 준칙 또는 절차에 관한 문화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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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
인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규범적 문화는 민습, 원규, 법률, 도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규(mores)는 민습보다 강제력이 있다. 보다 구속적이고 권

위적이며 신성시되는 규범이다. 수반되는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의 정도가 뚜렷하고 강요적인 것이다. 예컨대, 부모에 대
한 효도, 스승에 대한 존경, 노인에 대한 존대 등은 우리 사

회의 뿌리 깊은 원규였다. 그것에 위배되면 심한 사회적 반

발을 샀던 것이다. 금기(taboo)는 원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
조한 용어이다. 원규는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며, 그것을 위

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되는 것이 된다. 원규는 사람들

의 집합의식 속에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절교, 추방, 처형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감수하게 된다.

법률은 명료하게 공식화된 규범이다. 민습과 원규는 그 기원
이 불확실하고 사회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숙된 일종의

집합의식의 결과인데 비해, 법률은 의식적으로 계획되어 성

문으로 규정된 규범이다. 따라서 이 규범은 반드시 인간행동
을 감독하는 전문적인 사법당국을 필요로 한다. 복잡한 인간

관계가 얽혀 있는 근대사회에서는 법률이 가장 중요한 규범

문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덕은 민습, 원규, 법률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확인시켜 주

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 주는 내면적 규범이다. 우리가 여

러 규범을 지키는 것은 심정적으로 그 규범에 애착을 느끼기
때문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규범이 이미 각자의

인간성 안에 내면화되어서 자기행동의 일부로 느껴지기 때문

이다. 그렇게 되면 그 규범은 의무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특
정행동을 의무화시키고 규범체계를 합리화해 주고 있는 규범

을 도덕적 규범이라 하는데, 이것은 가치적 문화와의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
규범문화는 주로 사람들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가치문화

는 정당성과 자기충족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중

심적 가치가 있다.

(3) 가치적 문화
가치적 문화는 사회성원이 행동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
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스럽도록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관념과 관계된 문화를 가리킨다. 이것을 관념적 문화라 해도

좋다. 즉, 행동에 목표와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 주는 관념체
계를 우리는 가치적 문화라고 부른다. 가치적 문화의 특색은

그것이 인류의 이상과 결부되어 변화한다는 데 있다.

가치적 문화를 분류해 보려는 학자는 많다. 파슨스는 문화의



이데올로기 가치적문화

사회제도 규범적문화

기술경제 용구적문화

사회 문화

<그림3-1> 사회,문화구조의 연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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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그의 독특한 3분법을 사용한다. 그의 분류의 기준이
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도 그리고 인간심리

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심리학적 변수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 즉 인지적 영역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정감적 영역의 표출체계(Expressive system), 그리고 평가적

영역의 도덕체계(Moral system)로 나누고 있다. 신념체계는

다시 존재적인 것과 비존재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존재
적 신념은 과학과 철학이고, 비존재적 신념은 이데올로기와

종교로 보고 있다. 표출체계는 예술의 세계이고 도덕체계는

신념과 표출의 차원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체계이다. 그는 체
계란 말을 즐겨쓰고 있지만 그것을 문화로 대체해서 보면 문

화의 분류형식이 될 수 있다.

고대로부터 가치는 진․선․미의 3분법의 분류를 가지고 통
용되어 왔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슨스의 신념체계는 진리의 세계이고, 표출체계는 미,

도덕체계는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의
분류기준인 지․정․의에서도 이와 상통하는 연관성을 발견

할 수가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치적 문화는 지성

적 문화, 예술적 문화, 정책적 문화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용구적 문화는 우리에게 생활의 수단을, 규범적 문화는 행동
의 절차와 순서를, 가치적 문화는 생활의 의미와 목표를 각

각 공급해 준다고 말했다. 분류한 문화의 세가지 측면은 인

간생활의 실제 영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모든 사회행동은 수
단과 절차와 목표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

가치문화는 정신의 세계이고, 규범문화는 관행의 체계이고,

용구문화는 물질의 세계이다. 용구적 문화는 실리적이고 이
데올로기성이 적은 성격의 문화이기 때문에 양적 변화를 하

고 물질적으로 축적된다. 이 문화는 특히 현대와 같은 시대

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약진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끊임없는 지식의 확장과 이에 따른 부단한 기술혁신

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계 중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영역은 용구
적 문화이다. 용구문화의 변화는 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없다. 규범적 문화의 변화는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집합적 경험을 통해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가치적 문

화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중심가치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이 혁
명이다.

이상과 같은 통합적 영역인 사회와 문화분야를 그들의 구조
를 분류의 준거로 삼아서 살펴 보았을때, 그 구조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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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질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디자인과 디자인가치

1) 디자인
인간의 디자인 행위는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

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도구를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
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기에 프랭클린(B.Frankin)은 인간

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로 정의하였다.

디자인은, 넓은 의미로는, 심적 계획(a mental plan)으로 우리들

정신속에서 싹이 터서 실현으로 이끄는 계획 및 설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명사로서의 디자인은 이탈

리아어의 disegno와 프랑스어 dessin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이라
는 의미로 쓰인다. 동사로서의 의미는 라틴어의 designare와 같이

‘지시하다’ ‘계획을 세우다’ ‘스케치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의론(語義論)적 의미로 보면 디자인의 기본적 의미를 ‘계획’ 혹
은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의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실

현을 위하여 세우는 일련의 행위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

떤 일정의 관념을 실체화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디자인은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공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총

체적 행위의 한 요소이다. 일상생활에 관계하는 모든 물건, 예를
들면 핀과 같은 작은 물건에서부터 대형기계나 비행기, 심지어 환

경에 이르기까지의 것들을 창조하여 생산해 놓은 실체라고 이해하

여야 한다. 아울러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개방적 존재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일정불변한 고정된 개념이 아니

라, 추구하는 목표나 행위자의 태도 또는 주변여건에 따라 언제든

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분명 독특하고 뛰어난 인간행위이다. 환경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 작업과 계획으로서, 모든 인간활동에 근거를 두고 이

루어지며, 현실세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도구의 개념에서 출발한 디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생활 양식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가공물을 모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에 초점을 맞추고 진화되어 왔다. 보존성을 지닌 디자인 결과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게 되며, 그로 인해 그 결

과물에서 독특한 문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디자인물(物)의 특

성에 대해 더블린(J.Doblin)은 고대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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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제품을 그 제품이 속해 있는 문화를 나타
내 주는 냉동된 정보(frozen information)라고 함으로써 디자인 가

공물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소중함과 그 특성을 명확히 해 주고 있

다.
따라서, 문화란 인간의 내면적, 외면적 생활의 디자인이며 문화 자

체가 인간 생활을 위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

인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풍부한 사

고의 능력에 의한 창조 행위 과정을 통해 발전되며 그 결과가 문

화 유산으로 잔존한다. 따라서 디자인 행위는 문화창조 행위라 볼
수 있고 디자인 된 결과물은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문화 척

도의 지표적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

의 개념을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은 분명 독특하고 뛰어난 인간행위이다. 환경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 작업과 계획으로서, 모든 인간

활동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며, 현실세계의 문제를 풀어나
가는 것을 지향한다.

위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에 대한 정의
를 내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의할 수 있다.

(1) 논리적 범주의 예
- 디자인은 하나의 목적 지향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
다.(B.Archer)

-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유용한 것을 끄집어 내기

위한 창조적 활동이다. (J.B.Reswick)

(2) 관리적 측면의 예
- 디자인은 의미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다. (V.Papanek)

- 특별한 일련의 상황에서 진정한 필요성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방법이다. (E.Matchett)

- 실수로 인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불확실성

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M.Asimov)

(3) 상징적 의미의 예
- 매우 복잡한 신념 활동의 수행이다.(C.Jones)

위의 디자인이 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은 사회적 욕구를 조형화하는 동시에 미의식을 구
현한다.

디자인이란 결국 우리의 사회환경 전체와 사회환경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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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온갖요소, 사물에게 실체화의 과정에서 모양을 주는
것이다. 디자인은 그 개인·사회·시대가 갖는 고유의 미의식을

표현해내고 있다.

② 디자인은 기술의 선도와 적용을 꾀한다.
디자인이란 과학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여 인간의 생활에 적

용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역할을

한다.
③ 디자인은 생산과 소비에 가치를 부여한다.

디자인이란 사물의 본질적인 기능에 새로운 시점과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④ 디자인은 문명에는 정신을, 문화에는 모양을 만들어 준다.

디자인이란 항상 우리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

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⑤ 디자인은 상징으로서의 꼴에 모양을 주고, 기호로서의 꼴

에 의미를 부여 한다.

디자인이란 사물의 본질적 기능을 충족시키고 보다 강화, 발
전시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치를 갖는다. 또한

사물이 갖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표현

행위인 동시에 언어다.
⑥ 디자인은 개체와 전체의 시스템을 조화롭게 한다.

디자인이란 사물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성립시킬 뿐 아

니라, 그들을 비교하여 질서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갖는다. 디자인이란 개체와 전체의 시스템 조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속에서 개체의 아름다움을 찾아 낸다.

⑦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생성한다.
디자인이란 항상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탐색하여 의미를 부

여하고 생활 속에 자리잡고 모양을 만든다. 그리하여 경제가

치를 창출한다.
⑧ 디자인은 생활의 교양인 동시에 문화를 만든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쾌

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해주는 창조적 수단이다.
⑨ 디자인은 속성으로서 참신한 유행을 가져온다.

디자인이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욕구

다.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정서다. 또한
디자인은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

⑩ 디자인은 상호이해를 창출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디자인이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관계와
이해를 창출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그 의미에 있어서

디자인은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다양한 디자인의 정의와 개념은 디자인 행위 자체

가, 사고하는 정신적 과정인 동시에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

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하튼 디자인은 인간의 실제적 삶과 연결되어 기술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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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변화와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보적, 급진적 성격을 띠며 나아가 혁명적

이기까지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이

다.

2) 디자인가치
디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히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체화된 제품과 연관시켜 볼 때 다
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고려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플로스(A.J.Pulos)는, 기본적으로 한 제품은 기술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의 세가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고, 그 작용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
였다.

뢰바하(B.L"obach)는 제품의 기능을, 제품과 이용자 사이에

있는, 직접적이고 신체적, 조직적, 생리적 영향에 기인하는
모든 관계를 실제적 기능, 제품과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나

타나는 감각적 인지의 심리학적 측면으로서 미적인 기능 그

리고 심리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 관계되는 상징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평가단계에서 사용하는 한가지

방법인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에서 더블린
(J.Doublin)은 제품에 있어서의 주요차원을 실용성, 사회적

의미, 심미성(U.S.A:Utility, Social meaning, Aesthetics) 등

으로 구분하여 평가척도를 만들고 있다.
한편, 파일(J.F.Pile)은 그의 저서「디자인」(DESIGN, Purpose,

Form and Meaninng, 1979,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에서, 디자인을 목적, 형태 그리고 의미(Purpose, Form
and Meaning)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바, 앞의 세사람의 대상

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내용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결국 사물은 내용, 형식 그리고 이

들을 지배하는 가치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용은 의

미, 내포, 목적, 기능이며 그것이 스스로 나타날 수 있기 위
해서 물질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형식은 수단, 외연, 방법, 형태이며 한계짓기이며, 가치는 이

두가지 모두가 추구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인간이 영원히
추구하는 무형의 관념이다.

<그림3-2> 디자인가치의 세가지 고려 사항들(=측면,기능들)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디자인에서 고려할 중요사항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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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적인 측면 : 상징적 기능 : 사회적 의미 : 의미 > 관
념성으로 정리할때 관념성이란, 디자인된 제품은 인간의 심

리적 욕구에서 오는 것이므로 개인의 기호, 욕구 등 인간의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에 인간적인 측면
에서 상징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디자인된 제품은 단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되며, 그것은 공공의 장소에 놓이
거나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봉사해야 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그 제품의 사용의 주체인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지와 아울러 우리의 생활환경을
꾸며주는 요소가 되므로, 이 제품은 대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며 참으로 인간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념과 관련된 디자인가치는 수렴과 분화의 순환적
유형을 취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경우, 문화와 종교의 전

파와 정복 전쟁을 통한 통일된 관념과 이념의 확산은 수렴현

상이고 같은 이념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표현되는 모습은 분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미적 측면 : 미적 기능 : 심미성 : 형태 > 조형성으로 정

리할때 조형성이란, 인간의 생활을 보다 차원높게 유지하려
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된다. 여기서의 미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표면에 회화적인 장식을 한다는 피상

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색채,재질
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심미성이란 다만

실용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다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아울러 독창성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은 언제나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에 의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성, 즉

독창성을 생명으로 하며, 이는 조형행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순환적 습성을 띤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이

미지와 양식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익숙
한 것에 친근감을 느끼는 심리가 있다. 직선적 양식과 곡선

적 양식의 반복적 출현, 유기적 스타일과 기계적 스타일의

반복현상, 표현적 조형과 절제미의 순환같은 것은 이를 설명
한다. 그러나 결코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어느정도의 차별화와 미적혁신을 동반하게 된다.

③ 기술적 측면 : 실제적 기능 : 유용성 : 목적 > 기능성으로

정리할 때, 기능성이란, 제품의 기계적, 물리적 기능으로서

제품이 갖는 성능, 구조, 견고성, 내구성, 효율성, 경제성과
아울러 제품과 인간과의 관계, 즉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

이라도 인간이 사용하는 것인 이상 인간과의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어져 사용하기에 원활하고, 인간의 실수, 피로,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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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칙

은 당연히 디자인에서도 통한다. 최소의 재료와 노력에 의해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통용되
는 원칙이며, 다시 말하면 허용된 여건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품은 재료의 선택에서 형

태와 구조의 성형, 그리고 제작 기술과 공정의 선택에 이르
기까지 그 시대와 지역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하

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제작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져야 하며, 능률적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계획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발전과 확산적인 유형을 취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의 경제성장(호황)과 관련된 기술진보
의 개념과 혁신적 기술의 확산모델 개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수준에서 일어난 가치변화는 나머지 수준에 파급

효과를 주면서 수준별 가치변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 의식으로 무장한 근대 부르조아는 나름대로 적합

한 생활양식을 찾는 가운데 멋쟁이 스타일을 찾았고, 이는

오늘날 도시 소시민의 차림새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반복된
다.

위에서와 같이 어느 제품이나 갖고 있는 특성을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세가지 요소는 시대와 지역 그리
고 개인의 인성에 따라 사회․문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들을 디자인가치라고 규

정하여도 좋을 것이며, 이들 세가지 속성과 앞에서 연구한
디자인을 위한 주변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적 가치와의 변화

의 상관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일 것이다.

한편 이를 구조적 측면에서 규정하면, 디자인가치는 상부구
조(내적, 개념, 관념적 가치), 중부구조(양식, 이미지, 형태적

가치) 그리고 하부구조(기능, 기술, 경제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3.1.4.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

1)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의 속성과 근거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물(物)을 떠나
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물이 그것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상에서의 문화 척도의 지표가 된다. 인간은 수 천년만년동안

문화를 창조해 왔으며 그것을 규명하는 데는 인간이 창조하

관념적 가치

조형적 가치

기능적 가치

<그림3-3> 디자인가치들의

종합

관념성

기능성 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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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안에 살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간의 문화는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물에 의한 것이며, 그

물은 인간의 지식과 가치, 규범,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신념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발자취를 추적함
에 있어서도 인간이 사용했던 물건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

고 있으며, 물건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형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물의 종류에 따라 인간 생활을 사회
적으로 시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구분하게 된

다. 이러한 것은 모든 디자인의 행위는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형성된 문화적 배경은 새로운 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디자인에 의한 문화창조 활동이란, 바로 그 자체가 사람들의
생활 과정이며 또 삶의 현실을 투사한 반영물이라 할 수 있

다. 그것은 디자인 사고와 행위는 사람들의 생활과 분리되어

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디자인된 결과물은 인간의 삶을 위한
보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이 생활 양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띠고, 사고와 행위에 의한 가시적인

실체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디자
인은 그것을 구성하는 내적 가치가 영구불변하거나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물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결과이고 삶과 생활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고에 의한 행동양식과 삶에 의한 생활양식은 영원

한 것이 될 수 없고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은 특

정 문화의 소산이고, 그 문화 척도의 기준이 되므로 디자인에
의한 문화 척도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으로, 결

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인 실체를 갖고 있는 물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그 물이 존재하는 환경의 문화를 디자인의 환경적

인 가치라고 할 때, 디자인 가치는 환경적 가치에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으며, 그것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었을 때에는 환
경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2) 디자인과 변화
앞의 2장에서 변동과 변화에 관한 내용들로서, 변화의 원인,

변화의 수준,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변화의 유형과 방향을 다
루었다.

아펠바움(R.P.Appelbaum)은「사회변동 이론」에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제
는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용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구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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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화의 크기
대규모 변화 대(對) 소규모 변화, 변화의 크기는 영향받는 단
위들의 수많은 특성들, 말하자면 영향받는 단위들의 크기와

집중도(또는 전략적 성격), 체계 안에서 영향받는 단위가 차

지하는 비율, 영향받는 단위들이 변할 가능성(그것이 변동에
저항하는 경도), 변화로 야기된 변화의 정도, 그리고 변화에

의 자극이 시작되는 급작성 등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갖는 유용성은 주로 규모 및 그것의 가능한 구성요소
들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데 있다.

② 변화의 시간적 범위
장기 변동 대 단기 변화.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의 길이는 분
명히 중요한 구분이다. 스멜서(N.J.Smelser)는 시간 수평선

(time horizon)을 모든 사회 변화이론을 새롭고 일반적인 변

화 과정의 설명틀로 종합시키는데 있어서의 주요 변수 가운
데 하나로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변화이론을 특징

짓는 두가지 차원 가운데 하나로서 이용한다. 이러한 구분이

오그번(W.F.Ogburn)의 문화지체이론(theory of cultural lag)
을 밑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지체 논의

에서는 지체의 길이가 중요한지 또는 부적응의 정도가 중요

한지 하는 문제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인구학적 변
천 이론은 변화의 시간수평선이 공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

으로 다루어지는 또다른 보기이다. 오그번과 하우저

(P.M.Hauser) 두사람 모두 이것을 지체의 보기로 보았다.

③ 변동하는 단위에 대한 영향
과정적 변화 대 구조적 변화. 파슨스는 체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과정적인 것들과 체계 안에서의 구조적 변화을 불
러일으키는 것들을 구분 짓는다. 앞의 것은 균형이나 항상성

(homeostasis) 개념인데, 그것은 (파슨스에서는) 어떤 체계가

그 구조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고, 변하는
환경(물론 이것은 다른 체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에 의해 부

과된 긴급한 상태와 관계를 맺는 기제(mechanism)를 말한다.

뒤의 것은 체계변화에 관한 것인데, (다시 파슨스에서는) 주
로 구조적 분화과정으로 특징지워진다.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 사이의 구분은 기능론

자와 그 밖의 다른 균형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요한 구
분이다. 갈등과 변화가 모든 사회 조직을 특징지워 주는 것

으로서 보는 이론가들은 항상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물

론 마르크스는 갈등의 편재성(ubiquity) 및 그것이 모든 사회
구조와 맺는 체계적 관계를 강조했다. “갈등 없이는 진보가

없다. 이것은 문명이 오늘날까지 따랐던 법칙이다.” …… ’

위와 같이 사회변화에서 유용한 것들은 우리에게 실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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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하나의 현상으로 수시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디자
인에서도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즉 아펠바움이 말한 변동의 크기는 변화의 수준으로서, 변화

의 시간적 범위는 변화의 속도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단위는
변화하는 디자인 실체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장에서 연구한 내용중 변화의 원인과 변화의 유형 및 방
향은 제외되었는데, 그 까닭은 변화의 원인은 앞장에서 보았

듯이 기술경제, 사회구조 및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나 관념

등으로서 이들은 항상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이며, 정량화시킬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변화의 유형

및 방향은 변화의 원인, 수준, 속도 그리고 모든 구성단위들

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현상이며 하나의
패턴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으므로, 변화의 원인과 유형 및

방향은 실체로 현시화되는 디자인에서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개념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① 변화의 수준 : 디자인의 변화는 실체인 물(物)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현상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또는 물성적인 현상인가 개념적인 가치인가를 구분할 수 있

을 것이며, 이것은 변동의 크기와 상관된다고 하겠다.

② 변화의 속도 :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것으

로서 시간의 길이와 변화의 정도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시
간의 길이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구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것은 변동의 시간적 범위로 볼 수 있다.

③ 변화의 단위 : 디자인 물은 실체로 구현되므로 이들 실체

단위들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디자인의 대상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본질적인 물(物)의 내용보다는 그
의 형식이 짧은 시간내에 쉽게 변화하는 패셔너블한 대상과

제품 자체의 내용 즉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기능

적인 것 그리고 그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들 모두 개별적인 단위에 따라 변화의 특성이 달라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디자인가치 예측을 위해서, 위의 세가
지 함수(변화내용의 수준, 변화시간의 속도, 변화단위의 영

역)들을 공통변수로 묶어 도표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하

는 각종 디자인 영역의 변화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 그에 상
응하는, 미래 디자인가치를 위한 예측기법들을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가치변화의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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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디자인가치는 자연이

나 인간의 삶에서와 같이 항상 변화하게 마련이다. 즉 사회

적 삶과 문화의 본성이 그렇듯이 디자인의 현상들은 일정기

간 동안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측면도 보이기는 하지만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실체로 보아야 한

다. 디자인의 변화는 디자인과 물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의 요소와 구조들, 즉 가치의 유형들이 시간의 흐름속에

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

자인의 가치변화는 다양한 수준들에 있어서 변화방향 및 속

도와 관계한다. 즉, 디자인변화의 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은 변

화의 핵심인 ‘가치의 내용’과 함께,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변

화의 유형과 방향’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변화의

구조적 요소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디자인의 환경적 요인들은 디자인가치변화의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와같이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는

변화하는 디자인이나 물의 내적 가치와 함께, 이들 변화를

유발시키는 사회문화환경의 제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여 디자인가치변화와 미래디자인가치의 예측구조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디자인가치의 변화를 총체적인 구조적 개념속에

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디자인가치변화의 변수

들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1) 변화원인

흔히 사회가치의 변화원인은 기술, 사회제도, 관념, 상호작용

(갈등)-인성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또한 디자인가치 변화의

광의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기술의 발전과, 특정한 제도

와 관념, 그리고 사회속에서의 인간의 상호작용, 인성 등은

디자인변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협의의

디자인가치변화 원인으로는 문화적 요인들인 ‘가치’, ‘생활과

행동을 포함하는 규범’, ‘도구와 용구’ 등이 디자인가치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흔히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기술

과 경제의 원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즉 기술, 경제 등

물질적 측면이 제도와 관념에 영향을 미치며, 디자인을 변

회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디자인가치변화는

그 변화의 시점과 환경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을 수도

관념이 발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디자인의 변화는

새로운 양식의 어린이 장난감이나 자동차스타일에서 볼 수

있드시 필연적으로 혁신적 기술을 전제로 하지않는다-이는

디자인변화주기의 마지막단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또한 디자

인은 기술, 사회, 문화, 인간 등의 상호의존적 체계로서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디자인가치는 변화한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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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최근들어 인간의 창조에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창조성

등은 혁신은 물론 디자인의 변화에도 중추적인 요인으로 부

각되고 있다.

(2) 변화수준(내용)

디자인가치의 내용은 크게 가치의 근원과 관련된 ‘개념적 차

원’, 이를 시각과 현상적으로 표촐하는 ‘조형이미지적 차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기술기능적 차원’ 등

을 의미한다. 디자인가치의 내용적 변화는 디자인의 깊고 낮

은 수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흔히 가치변화의 단계는 하부

구조(개념적 차원)에서 중간구조(기술, 기능), 그리고 상부구

조(조형이미지)의 순으로 가치들이 바뀐다. 따라서 한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다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로 흔히 디자인의 외형적 가치는 변화하나 기

술과 기능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디자인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수준과 영역을

하나 이상 연구하여야 한다.

(3) 변화유형과 방향

일반적으로 가치는 균형과 갈등,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거친

다. 흔히 갈등은 혁신과 발전을 낳고, 기술적 발전이 다시 갈

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문화와 디자인은 기술적 혁신이

새로운 요소를 계속적으로 부가시키고 통합시킴으로서 지속

적으로 그 가치를 성장시켜 나감으로서, 디자인의 변화는 기

본적으로 진보(기술)의 유형을 기본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순

환적 유형이 함께한다. 즉 디자인의 기술과 기능 등 편리성

관련 가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상승적 곡선의 유형을, 한

편 조형의 이미지관련 변화는 인간의 관념적 변화와 같이 장

기적으로 진보도 퇴보도 없는 수평적 순환의 유형을 취한

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디자인 변화의 일반적 패턴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상승적 순환곡선-파동적 진보-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유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세부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디자인의 기술적 수준의 변화-예를 들어 동력

이나 속도와 같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승적 곡선을 취한

다. 한편 특정 제품이나 한 디자인의 가치의 변화유형은 대

수학적 곡선-서서히 시작해서 급속히 속도를 빨리하다가 다

시 완만해지거나 심한 경우 멈추게 되는-을 취한다. 즉, 이들

의 유형은 대체로 제품주기에서도 나타나드시, 생성 > 성장

> 성숙 > 쇠퇴의 과정을 거친다.

한편 문화의 진화적 차원에서 디자인의 변화는 혁신 >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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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통합) > 변용(적응)의 단계로 전개된다. 디자인의 혁

신은 흔히 개인이나 조직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혁신은 전파와 변용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면

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그리고 지역과 개인의 측면

에서는 차별적인 분화적 가치로 전개된다. 즉 하나의 디자인

가치의 변화는 절대, 객관, 도덕 등을 축으로 통합적 진화와

함께, 기존가치와의 충돌에 의해 이질적 디자인가치를 함께

표출시킨다.

종합하면 디자인의 가치변화의 유형은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

에서 일적으로 상승순환적 개념을 띄며-물론 경우에 따라 퇴

보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또한 한 기술과 디자인의 발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에서 쇠퇴에 이르는 변화의 유형을

띄며,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전파와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

통합과 이질의 반복을 통하여 발전한다.

유의점

. 순환: 문화의 순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념적 디자인은 정신

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감각적 디자인은 물질적

쾌락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상주의적 디자인은 관념과 감각

형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만 대개 관념형이 감각형보다 우세

하다.

. 적용 : 문화의 진보방향은 분기와 통합을 지향하며, 디자인

변화의 분화 또한 궁극적으로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 통합 : 문화와 같이 디자인가치변화의 질적 측면은 개념적

가치, 기술-기능적 가치, 조형이미지적 가치의 총체적 발전을

의미한다.

: 디자인가치변화는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위해 최소

한의 변화에너지를 사용하여 변화해야 한다.

. 상이 : 사회가 복잡해지면 디자인은 유기적 연대를 지향하

고 디자인의 관념, 가치, 성향등의 동질성이 상이성으로 전개

된다.

.

(4) 변화속도

디자인의 변화는 변화의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어

떤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는 디자인이 서서히 변화하는가 하

면 또 다른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한다. 흔히 디자인의 변

화속도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디자인변화의 속도를 증진시키는 요소들은 새로운 변화가치

의 상대적 유월성, 적절한 기술적 해결, 유형모델의 존재, 이

해하기 쉬운 적정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디자인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로는 근본적 가치와 모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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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보다 높은 이전의 디자인가치에 저

촉되거나, 급격한 변화, 전통적 태도 등 다양하다. 또한 너무

빠르거나 느린 변화의 속도는 인간에게 긴장을 발생시켜 디

자인의 변화를 방해한다.

4)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

(1) 변화과정으로서의 구조

디자인의 가치는 영속성보다는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으로서,

그 형태는 순환적 진보의 형태를 취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

정이다. 디자인변화의 과정은 순환의 입장에서 생성 > 성장

> 성숙 > 쇠퇴의 단계를 거치며, 진보의 관점에서는 혁신 >

전파 >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혁신은 통합과 동일성

을 향하며, 한편 이들 가치는 전파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

화와 개인가치에 따라 분화한다.

또한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그 과정속에서 변화와 불변적 가

치가 있다. 불변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가치로서

현재의 가치가 미래에 지속되는 것이다. 변화가치는 어떤 원

인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가치는 변화의 과정속에서 항상 ‘연속적 가치-현재의

가치가 일정한 미래에도 변화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불변가치’, ‘상이적 가치- 일정한 미래의 상황에 환경가치의

변화로 인해 누적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치’, 그리고

‘유사적 가치- 유사한 환경속에서 유사한 규칙적 가치가 나

타나는 반복적 가치의 개념’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적 가

치로 볼 수 있다.

(2) 상호의존으로서의 구조

한편 디자인의 가치변화는 디자인의 내적 가치의 수준들은

물론 외적 원인들과의 상호연결성에 의해 전개 되는 과정이

다. 즉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능적 혁신을, 그리고 이 결과

는 제품의 개념적 가치는 물론 형태적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지역적 문화와 관념의 차이는 같은 기술의 응용

에 있어서 차별화된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변화

의 출발점인 혁신은 사회 경제 문화의 제 조건과 밀접한 관

계를 맺는다. 따라서 디자인의 변화, 즉 디자인가치의 변화내

용과 변화유형과 방향, 그리고 변화의 속도 등은 이들을 에

워싸고 있는 기술, 사회, 문화, 관념, 인성들의 상호작용에 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디

자인의 변화과정을 에워싼 디자인의 내적 상태, 외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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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운동의 존재와 이들의 상호의존관계이다. 즉 항상 새로

운 디자인변화는 어떤 측면의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한 해결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디자인은 과정

> 문제(갈등) > 발전의 상호의존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와같은 측면에서 디자인문제(갈등)을 인식하고 발전의 방향

타를 쥐고 있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창조의지와 방향 또한

중요한 상호의존의 요소라 할 수 있다.

5) 디자인가치변화의 예측과 구조
디자인의 미래가치 예측은 일정한 미래순간에 도달할 상태에

서의 변화할 디자인가치의 예측이다. 디자인의 미래가치예측

의 전제는 미래의 디자인 가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하나의 과정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디자인가치의

예측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가치의 변화를 총체적

인 구조적 개념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가치변화의 예측은 디자인의 내용(수준)적 가치를 바

탕으로, 현재 디자인의 가치가 지속돠는 ‘연속성(불별)의 가

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가치의 누적에서 오는 ‘상

이성의 가치’,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유사한 디자인가치가 출

현하는 ‘유사성-반복성의 가치’ 등의 내용들을 규명하고 재종

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디자인가치의 변화과정은 일반적

으로 일정한 변화의 유형과 방향성, 속도를 갖고 있으며, 기

술, 경제, 문화, 관념, 인성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디자인가치

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미래 디자인가치예측

의 구조는 디자인대상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환경적 조건

과의 연계속에 가치변화의 유형, 방향, 속도를 규명하고, 현

재디자인 가치의 연속, 반복, 누적의 가치를 예측시기를 기준

으로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5. 분석

디자인이나 조형은 환경,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체계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어 디자인을

결정시킨다. 한편, 인간은 환경과 사회, 문화를 진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혁신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

회문화는 발전한다.

본 장에서 우리는 사회 문화와 연관시켜 인간의 환경(디자인의 환

경적 가치)의 의미와 함께 디자인의 내적 가치의 속성을 다수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였는 바, 비록 그들이 사용한 어

휘는 서로 다를지라도 사회문화 체계에서의 구조체계와 동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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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사한 체계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사회는 기술, 제도, 관념으로 체계를 이루며, 문화는 용구, 행

동,규범, 가치 등으로 체계를 이루고, 디자인은 기능, 조형, 관

념으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흔히 각 체계의 상부구

조의 가치, 예를 들어 관념 등은 하부구조(기술, 기능)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디자인의 가치는 디자인자체는 물론

디자인의 외부환경-사회과의 상호밀접한 관계속에서 변화한

다.

종합적으로 디자인은 가치변화는 디자인의 수준과 속도가 있

고, 또한 디자인의 영역(단위)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달리하

며, 디자인은 변화에 있어서 일정한 유형과 방향을 보인다.

또한 디자인의 가치변화의 패턴은 역사적 규칙성, 연속성, 상

이성의 특질을 보인다.

따라서 디자인의 가치예측의 구조는 예측디자인대상을 바탕

으로 디자인의 환경적 요인과의 연계속에서 디자인가치변화

의 유형, 방향, 속도를 규명하고, 현재 디자인 가치의 연속,

반복, 누적의 가치를 예측시기를 기준으로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디자인 가치 예측 제기법

3.2.1 기법의 구분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은 특별히 디자인 가치 예측만을 위해서

디자인 분야 자체에서 개발된 기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신 마

케팅, 인간공학, 시스템 공학, 디자인 공학, 문화 인류학 등의 디



그림 3-1 방법의 구분을 위한 예측

변수

106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자인 관련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예측 기법이나 수집

및 분석 기법을 디자인 가치 예측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리한 것

들이다. 여기에는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미래학의 다양한 예측

기법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법들은 그들 기법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 가치 예측에 활용된다. 이들 방법들은 이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은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의 선정 기준이

되는 예측 변수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변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예측 변수

(1) 예측의 대상

예측의 대상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을 분

류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다시 다음의 세부 변수로 나뉜다.

∙예측의 시기: 예측하는 대상의 시기를 말한다. 단기예측(1-2년

후), 중기예측(3-5년 후), 장기예측 (6-10년 후)로 나뉜다.

∙예측의 영역: 예측 대상의 존재 목적의 영역을 말한다. 패션영

역, 소비자제품 영역, 내구제 및 산업장비 영역으로 나뉜다.

∙예측의 수준: 예측대상의 속성상의 깊이를 말한다. 가장 표피적

인 조형성, 그리고 기능성,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개념성 등

으로 나뉜다.

(2) 예측 기법의 활용

기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활용상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을 분류할 수 있다.

∙활용단계: 기법이 전체 예측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서 활용

되는지를 구분한다. (수집, 분석, 아이디어 도출, 종합 및 검증단

계)

∙조사대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사물인지 인

간인지를 구분한다.

∙연구방법: 기법의 연구 방법이 직접 조사(Direct)인지 간접조사

(Secondary)인지를 구분한다.

∙소요시간: 기법의 활용 소요시간이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를

구분한다.

∙자료유형: 기법의 활용 결과 수집되는 자료의 유형이 정량적인

지, 아니면 정성적인지를 구분한다.

이와 같은 예측 변수들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과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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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여유정도에 따라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야할 것인지를 선

정하는 근거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선정된

방법들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예측 프로세스를 설정할 때에도 많

은 도움을 주게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연구의 후반

부에 나타날 5장에서 예측 모델의 활용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

게 될 것이다.

그림 3-1은 예측 변수를 일종의 스케일 바(Scale Bar)로 나타낸

것이며 이 도표는 다음부터 기술될 디자인 가치 예측기법들의 기

본적 성격을 예측변수에 비추어 파악하는 프로파일 챠트(Profile

chart)로 활용되게 된다.

3.2.2 디자인가치 예측 제기법의 특성

본 절에서는 디자인 가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나열하고 이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항목에 의거 기술한다.

∙정의: 방법의 정의와 방법의 일반적 목적이 요약되어 기술된다.

∙프로세스: 방법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사례: 방법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 방법이나 프로세스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응용: 방법의 응용시 주의할 점이나 장, 단점 등에 대해 언급한

다.

∙참고문헌: 방법이 인용된 참고문헌이나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

해 참고가 될만한 자료원이 소개된다.

1)시대분석 (Era Analysis)

(1) 정의(Definition)
대 분석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Mackinsey)사

에서 개발한 기법으로 어떤 한 시대의 흐름을 7S(Shared

values, Strategy, Skills, Structure, Staff, Style, Systems)등의

프레임웍에 비추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은 어떤 나

라나 도시 혹은 조직이 공유가치, 전략, 기법, 구조, 직원, 스타

일, 시스템 등의 기본 프레임웍에 비추어 각 시대별 변환 시점

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 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략수립과 예측이 가능한 방법이다

(2) 프로세스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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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할 대상을 선정한다. (어떤 시대의 흐름의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 의 역사를 가진 대상이어야 한다.)

․ 일곱가지의 S의 각각의 프레임웍 요소를 세로 축에 위치시킨다.

․ 분석 대상의 역사를 각각의 S에 비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키워드화 한다.

․ 각 키워드를 살펴보고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시대별로 구분하여 가로축에 위치시킨다.

․ 일곱가지의 S의 요소별로 구분된 시대별로 키워드를 기입하여

매트릭스화 한다.

․ 일곱가지의 프레임웍 요소별의 시대별 공통점을 파악하여 명

명한다.

․ 시대별의 특성을 종합하여 이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

을 예측한다.

(3) 사례 Example

(4) 응용 Application
시대 분석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

는 방법으로 단기적 예측 보다는 장기적 예측에 유용한 기법이

다. 연구 대상에 따라서 일곱가지 S의 변형이 요구 될 때도 있다.

어떤 제품이나 사물 보다는 기관이나 조직 등의 흐름 분석과 예

측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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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References
Robert H. Waterman, JR., Thomas J. Peters, & Julien R.

Phillips, Structure is Not Organization, Business Horizons,

June 1980

2) KJ 법 (KJ Method)

(1) 정의 Definition
KJ Map이란 일본인 카와키타 지로라는 사람이 브레인 스토밍의

발상법을 준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의미 분석법으로서 그의 영

문 이니셜을 붙여 만든 방법이다.

KJ법은 어떤 기호들을 수집하여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으

로서 복잡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지 않고도 간단히 직관적으로 행

할 수 있다는 잇점으로 어떤 데이터의 요약 수단으로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자의 개인적 통찰력에 상당부분 의존

하기 때문에 다소 임의적이 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2) 프로세스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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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징후가 되는 기호들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 이들 기호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호 카드를 만든다.

․ 이들 기호 카드들의 기본 성질들을 상호 비교하여 동질적인

기호 카드들 끼리 묶어 하나의 소 군집을 만들고 그군집의 공통

점이되 는 성질을 발견하여 Keyword를 붙인다.

․ 통합된 군집들의 카드들을 다시 묶어 통합화 하여 더욱 포괄

적인 군집을 만들고 2차 통합화 한다(이때 서로 Reinforce되는 군

집과 Conflict되는 군집간의 관계를 다른 유형의 선으로 그어 그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다. .

․ 최종적인 상위 메타 기호를 도출할 때 까지 통합화 작업을 계

속한다.

․ 이들 군집화된 다이어그램을 보고 체계화된 가설을 수립한다.

(3) 사례 Example
다음의 사례는 한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KJ법을 활용한

예이다. 각각의 여러 현상에 대한 Keyword를 만들어 이를 군집

화 시켜 결국에는 유락생활이라는 keyword로 요약되었다. 이 밑

에는 다시 세가지의 하부 군집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하부

군집은 다시 요소적 Keyword로 구성되어 있다.

(4) 응용 Application
KJ법의 가장큰 강점은 짧은 시간에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결과의 타당성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각각의 Keyword를 Postit에 써넣으면 이들을 움직

여 여러 군집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문

자적 Keyword뿐 아니라 시각적 요소들의 구조화도 가능하여 어

떤 Image Map을 만드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혼자 하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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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5) 참고문헌 References
森典彦, 森本眞佐男 編著 製品企劃とデザイン-その理論と開發事

例, 日刊工業新聞社, 1990

森典彦 著, デザインの工學, 朝倉書店, 1991

3) 관찰기법(Observational Method)

(1) 정의(Definition)
관찰 기법이란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 대상의 행동이 벌어지고 있

는 현장에 직접 가서 사용자가 행동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를 관

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원래 이 방법은 문화인류학(Anthropology) 혹은 민속지학(Video

ethnography) 분야에서 어떤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

되던 기법이다. 종래의 문화인류학자들은 노트를 주 기록 매체로

활용하였으나 오늘날 관찰장비(Video camera, digital camera)의

기술적 발전으로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2) 프로세스 Process
사용자 관찰 프로세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 초

KJ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이미지 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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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현장 방문(initial field visit), 사용자 연구 계획 설정(User

research planning), 세부 관찰(Detailed observation), 기술 및 분

석(Description and analysis) 등의 네 단계로 나뉜다.

․ 우선 초기 현장 방문 단계에서는 관찰 대상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히게 된다. 즉 현장의 전반적인 구

성,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유형 등에 대한 예비 탐색이 이루

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연구팀들은 전반적인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어떤 관찰 방법과 장비가

필요

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잡게 된다. 가령, 어떤 관찰기법이나

기록 기법이 적합한지?, 비디오 녹화에 추가 조명이 필요한지?,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 다음으로 연구계획 설정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는 다음에 행하게될 세부 관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게 된

다. 즉 관찰 목표, 관찰에서 다루어지게 될 주요 이슈, 관찰 프로

세스, 일정, 인원할당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세부 관찰 단계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사용자를 관찰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카메라로 다양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여러 행동들에 대한 느낌을 노트에 기록하거나, 혹은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

진 시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가급적 많은 기술적

정보 (descriptive information)을 수집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때 기록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는 Dooblin Group에

서 개발한 AEIOU (Activities, Environments, Interactions,

Objects, and Users) 프레임웍이다.

․ 마지막으로는 기술과 분석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을 통

해 수집된 다양한 기술적 정보를 분석하여 이들의 패턴을 규명하

는 작업을 행하게 된다. 즉 유사한 사진들을 군집화 시키거나, 녹

화된 비디오 테잎을 오랫동안 시청하여 통찰력을 이끌어 내거나

AEIOU 요소들 간의 다양한 관계규명을 통하여 행동의 전체적

패턴과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3) 사례(Example)
다음의 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기법이 활용된 하나의 예이다.

․ 초기 현장 방문(First sit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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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찰

현장관찰을 통해서 한 사용자가 휴게소에 진입하면서 부터 움직

이는 궤적을 따라 비디오로 기록한 예이다.

․ 관찰결과의 종합과 사용자 행동의 모델링

관찰기록된 사용자 행동을 AEIOU 프레임웍에 의거 모델링 해본

결과 사용자 행동은 크게 Relax, Information, Comfort,

Entertainment 등의 패턴으로 나타났다.

(4) 응용(Application)
사용자 관찰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숨겨진 니즈를 사용자들의 행동

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이 종래 소비자의 의견

초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카메라의 설치 위치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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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중심의 설문조사나 마케팅 연구 기법과 다른 점이다. 관찰

기법의 또 다른 이점은 사용자의 행동을 문맥적으로 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시점에서

사용자가 그의 물질적, 사회적 환경 상황과의 인터랙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의 약점으로는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과중한 시간과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에는 이러한 비디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관찰에 의해 나타난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와 같은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5) 참고문헌(References)
Greenbaum, Joan & Morten Kyng edt. Design at Work:

Cooperative Design of Computer Systems, Lawrecne

Erlbaum, New Jersey, 1991

Wixon, Dennis & Judith Ramey edt. Field Methods

Casebook for Software Desig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6

Hammersley, Martyn & Paul Atkinson, Ethnography:

P rinciples in P ractice Routledge , London, 1995

4) 시나리오 기법(Scenario Writing)

(1) 정의(Definition)
시나리오 기법이란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해 미래

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예측을 해보고 이를 글로서 그려보는 방

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측 기법들이 어떤 한 가정에 근거

해 단 한가지 미래상을 예측해 보든데 비해 시나리오 기법은 몇

가지 대안적 예측을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대안적 예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하나 보통 3가지 정도

의 시나리오를 쓴다. 세 가지중 한가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향

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시나리오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현재 경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변한다고 가정할 때

예측되는 발산적 시나리오(divergent scenario)이다.

(2) 프로세스 및 사례(Process & example)
시나리오 기법은 연구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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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대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초기 자료분석(First data analysis)

시나리오 기법을 위해 마련된 초기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아직 구

조화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연구 대상 시스템의 전반적

개괄을 하게된다. 이를 통하여 그 시스템의 원동력(driving

forces)를 이해하게 된다.

․ 흐름 연구(historical study)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 흐름을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적어도 앞으로 예측할

만큼의 기간을 뒤로 돌아가서 과거의 흐름을 분석해 보아야 한

다. 이뿐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각 영향 요소들간의 인과 관계의

도표 그리기, 내재적인 원동력 파악, 파악된 원동력들 간의 예측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른 순위 매기기, 파생적 이슈들에 대한 아

이디어 도출 등도 이루어지게 된다.

․ 영향 도표 그리기 (infulence diagramming)

시스템의 트렌들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변수들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한다.

가령 옆의 도표는 폭력의 정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를 표현한 도표이다.

․ 시나리오 구조 파악(Scenario structuring)

영향 도표를 그림으로써 각 영향 요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

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한 원동력을 파악한 후에는 미

래에 대한 통찰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

한 통찰력을 미래에 투영하여 몇 가지의 기본 시나리오 구조를

밝히는 단계이다. 시나리오 구조 파악 기법은 다시 두 가지로 분

류되는데 그중 하나는 귀납적 방법(inductive scenario

structuring)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dedcutive

structuring)이다. 귀납적 방법은 시나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즉 전반적

프레임웍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쌓여감에 따라 자

연스럽게 형성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연역적 방법은 우

선 초기에 전반적 프레임웍을 추정하여 세워 놓고 여러 데이터를

여기에 맞추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다.

․ 시나리오 스토리 흐름 전개 (developing the story lines)

폭력의 정도에 관한 영향도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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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기본 골격이 설정된 다음에는 이제 이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스토리 흐름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주로 시나리오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뉘어 전개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주

의할 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과 앞서 파악된 구조에 맞춰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가져야 한다

는 점이다.

․ 1차 시나리오 평가(Testing first generation scenarios) 및 수

정, 보완

이 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 도출된 시나리오의 1차 안을 시나리오

의 전체적 구조에 부합되는 지의 일관성을 검증하게 된다. 보통

이러한 일관성 평가는 시나리오를 정량화 하거나 혹은 시나리오

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을 평가하는 "배우 평가(Actor testing)

방법"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 가치 예측에 있어서는 정량적 시나

리오가 거의 활용되지 않게 된다. 배우 평가 방법에서는 시나리

오에 등장하는 각 인물의 입장에서 그 로직을 그려나가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다른 이의 행동과 충돌하거나 시나리오 전체의 구

조와 맞지 않은 점을 발견해내어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다.

(3) 응용(Application)
시나리오 기법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미리 그

려보는 방법으로 미래 예측 기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중

의 하나이다. 시나리오 기법의 장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로 하여

금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중

요 이슈를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상황에 필요한

모든 요소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시

나리오를 단지 글로서 뿐만 아니라 만화 혹은 스토리 보드 작성

등의 시각적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미래 예측 기법뿐 아

니라 현 상황의 문제점, 아이디어 도출 도구로서도 활용되고 있

다.

시나리오 구조의 한 예



117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4) 참고문헌(References)
Kees van der Heijden, Scenarios-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John Wiley & Sons, Chichester, 1977

Carroll, John M. ed. Scenario-Based Design - Envisioning

Work and Technology in Systems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5.

5) 거리관찰 기법(Town Watching)

(1) 정의(Definition)
타운워칭이란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창조하는 이

미지와 상징을 관찰하여 시대의 분위기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방

법이다.

거리는 사람들의 생할과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거리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그것의 세세한 변

화까지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신사업, 신제품에 대한 기획

의 힌트를 거리로부터 추출해내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2) 프로세스 및 사례(Process & example)
거리관찰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면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점법

관찰자가 자신만의 주목지점을 설정하여 그곳을 집중적으로 관찰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리의 모습을 집약해 놓은 특정지점

이나 혹은 관찰자의 기획의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발

견되었을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시간 내에 다양

하게 공존하는 복합적인 타운 트렌드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비교법

대상과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타운워칭의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거리와 거리, 숍과

숍, 사람과 사람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다.

둘째,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차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모습을 비

교하는 방법으로, 시간축을 중심으로 특정거리의 변화과정을 살

피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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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법

앞의 두 방법보다 한 단계 높은 방법으로, 관찰자가 탐정이 되어

여러 거리관찰을 통해 수집된 타운 트렌드 가운데 자신의 관심을

끄는 특정 사항을 선택하여 그 진원지는 물론 전파경로,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짚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 방법에서는 관찰자의 뛰어난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위의 관찰법들과 관련하여 관찰자가 우선 어떤 대상을 볼 것인가

를 명확히 정하고 거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운워

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상과 그 하부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사람

사람은 시대의 분위기를 개인의 감성 속에 포섭하여 외모나 행동

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성별, 연령, 직업 그 밖의 여러 가지 속성

에 따라 서로 상이한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 타겟을 명확히 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 소수의 '트렌드 크리에이터'와 '오픈 킬러'를 주목한다.

- 표현력이 풍부한 젊은 층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 관찰에 앞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 프로소비자를 주목한다.

․ 상품

상품은 사람의 감성이나 취향이 응집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가 사람들의 생활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소비자를 사로잡는 상품에 주목한다.

- 반대의 속성에 관심을 갖는다.

- 일시적 유행과 장기추세를 판별한다.

- 상품변화가 빠른 수입잡화점에 유의한다.

- 상품의 이미지에도 관심을 가진다.

․ 매장

매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장소인 동시에 디스플레이나

상품구성 혹은 인테리어 등을 통해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컨셉

트를 주장하는 장소이다. 타운워칭이 다양한 인간의 감성이 어떤

형태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탐색한다고 보았을때 그 표현

의 메카가 바로 매장이다. 즉, 관찰자는 매장의 움직임을 시대감

성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유명 매장의 인기 비밀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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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손님만을 받는 일명 'No Thanks' 매장을 적극 이용한다.

- 신설점포는 항상 자세히 점검한다.

- 이색점포에 관심을 가진다.

-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 관찰도구와 기록

생생한 관찰결과를 자세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

(시계, 카운터기, 거리 측정기기 등)와 기록도구(소형 녹음기, 카

메라, 캠코더, 관찰일지 등)가 필요하다. 관찰자 스스로 파악한 거

리의 구조나 특색을 지도로 그리거나 그때 그때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현장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한 관찰지의 작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관찰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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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Application)
타운워칭의 요점은 거리의 주인공인 인간의 감성이 어떠한 형태

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요컨데 지금 어

떤 것이 유행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

는 유니크한 기호가 무엇인지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새로 생겨나

고 있는 타운 트렌드와 사람들의 감각변화를 포착하는 일이 타운

워칭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셉트가 발

굴되고 마침내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맹목적으로 거리를 걸으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타운워칭에서 필요한 것은 '왕성한 호기심', '날카로운 문제

의식', '여유 있는 마음가짐', '기획을 위한 힌트추출' 등이다. 즉,

거리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새로운 타운 트렌드와 그 진원지를 찾

아내려는 관찰자의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발휘될 때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 참고문헌(References)
신한종합연구소, 타운워칭-거리관찰 가이드북, (주) 성림문

화,1995

6)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1) 정의(Definition)
프로토콜 분석이란 피험자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면서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게 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험자의 사

고과정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프로토콜 데이터의 대표적인 수집

방법으로는 발화사고법, 발문법, 대화법 등이 있으며 근래에는 프

로토콜 데이타의 효과적 수집을 위해 비디오를 도입함으로써 비

디오 프로토콜 분석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프로토콜 분석은 특정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행동 성향이나 빈도

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행위 패턴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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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앞으로의 경향을 예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프로세스 및 사례(Process & example)
프로토콜 분석법은 연구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석 대상 규정 및 실험 계획(Key Factors Specification and

Test Structuring)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 환경요소를 정의하고 실험실에 설치한다.

그런 다음, 실험하고자 하는 과업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피실험

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해석

설계 구조(Coding Scheme Structure) 요소도 제시된다.

․ 해석 설계 구조화 및 디자인(Coding Scheme Structuring and

Design )

프로토콜 데이타는 구조화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데이타의 틀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실험자의 문제 영역과 작업 추

론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시된다.

․ 프로토콜 데이타 분석(Protocol Data Analysing)

정해진 해석 설계 구조와 방법의 틀에 수집된 프로토콜 데이타의

매핑(Mapping)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데이타 영역은 비중과 조

건에 따라 몇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어 데이타가 구조화된다.

․ 해석안 제시(Coding Data Presentation)

데이타의 비중에 따라 거시적 단계에서 국부적인 단계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와 시간의 차원에 따른 비교 분석안이 제시된다. 이

를 기본으로 특정 피험자, 과업 혹은 구조화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이 발견되고 발견점들의 추론과정을 통해 행동의 해석안이

규명된다.

(3) 응용(Application)
프로토콜 분석 방법은 피실험자의 행동과정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사태의 추이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체계에 의거해 구조

화한 다음 행동의 유형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교적 정확

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정량적인 데이타를 통해 해결안을 검

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기술의 발

달에 힘입어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피실험자의 음성 데이타의

이용은 물론 시각 추적 기술(eye tracking technology)을 이용한

피실험자의 시각기록, ethnography의 방법론을 도입한 사용자 행

동 주변의 영향요소를 규명까지 데이타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특정 행동의 유형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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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4) 참고문헌(References)
K. Anders Ericsson, Herbert A. Simon, P rotocol

Analysis-Verbal Reports as Data Revised Edition, The

MIT Press, 1993

7) 델파이 법(Delphi Method)

(1) 정의(Definition)
델파이 법이란 Rand Corp.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일단의 전문

가 패널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고 이를 수 차례

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통합된 Concensus를 이끌어 내는 미래 예

측 기법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부

터 그들의 판단적 의견이나 통찰력 등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정리

하고 다시 이에 대해 평가하게 함으로써 일개인의 선입견을 피하

고 공유된 관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2) 프로세스(Process)
․ 델파이 패널의 구성 및 자료 준비

델파이 패널을 구성한다. 델파이 패널은 10여명 정도에서부터

1000여명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시간,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문제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혹은 1차 평

프로토콜 데이터의 레벨에 따른 분석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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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이루어진 후 그들의 의견의 전문성을 판단하여 수를 줄일

수도 있다. 델파이 패널의 구성과 아울러 여기에서 다루어질 주

제에 관련된 잘 정리된 정보(그래픽적으로 정리되면 더욱 좋음)

와 과거의 데이터 및 다양한 관련자료도 준비한다.

․ 1차 평가 (First round)

패널들에게 우편으로 관련 문제와 자료를 보내준 후 그 분야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어려움이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 2차 평가 (Second round)

1차 평가 결과 나타난 의견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분포

를 그래픽적으로 나타내어 정리한 다음 이를 다시 패널들에게 보

내어 그들의 의견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

거나 조정하도록 한다. 특히 다수결의 의견에 벗어난 참여자들

에게 부탁한다.

․ 3차 평가 (Third round)

다시 무기명 의견, 이유 등의 편집된 결과를 참여자에게 보내어

그들의 반대의견이나 이유 등을 설명케 하는 논쟁의 과정을 거치

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의견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

차례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4차 정도면 충분하다.

(3) 사례(Example)
다음은 델파이 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참여자들이 컨센서스를 이

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분포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4) 응용(Application)
델파이 법의 강점은 위원회 같은 전통적 회의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자의 의견 주도, 선입견, 끝없는 논쟁 등의 문제를

개인에게 우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순차적인 의견 조정을 거침

으로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델파이 법은 이의 운영적 특

성상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된다. 또한 이의 결과는

이를 운영하고 중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를 잘 제기하고 각

회담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피드백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

문에 중개자의 선정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 참고문헌(References)
Dalkey, Norman,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The Rand Corp, RM-5888-PR,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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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Gerstenfeld, A. Effective Manage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ddison Wesely, Reading, 1970

Chambers, et al. An Executive's Guide to Forecasting.

Wiley, London, 1974

8) 라이프 스타일 분석(Lifestyle Analysis)

(1) 정의(Definition)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1974년에 Joseph T. Plummer에 의해 제안

된 방법으로 그때 까지 소비자 세분화 방법으로 주로 의존하여

왔던 인구통계적 세분화(demographic segmentation)를 벗어나 소

비자의 생활 양식에 의해 세분화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이프 스

타일이란 사람들의 생활양식 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행동),

그들 주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사), 그리고 그

들 자신과 그들 주위 세상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견해) 등

을 나타낸 것이다.

(2) 프로세스(Process)
․ AIO항목 선정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할 AIO 항목(Activities,

Interests, Opinion)을 선정한다. AIO항목은 기존의 Inventory가

있을 경우 그곳에서 추출하던가 아니면 그들 소비자의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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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개발한다.

․ 설문작성

앞 단계에서 선정된 AIO항목을 활용하여 설문을 작성한다. 설문

은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정도를 리커트 척

도(Likert scale)에의해 묻는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나는 가

끔 주방에서 아내를 도와 요리를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아

니다"를 5단계나 7단계로 나누어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다. 또

한 이와 함께 나중에 각 군집을 설명할 인구통계적 질문(성별, 나

이, 교육, 수입 등)도 함께 한다.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소비자들의 응답을 요인 분석하여 주요 차원을 규명해 낸다. 이

는 주로 소비자들이 AIO항목에 질문한 점수를 입력자료로 하여

요인분석을 행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앞 단계에서 규명된 요인들에 대한 소비자들 각자의 요인점수

(Factor score)를 입력자료로 하여 군집분석을 한다. 군집분석을

하면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소유한 소비자들끼리 군집을 이루게

된다.

․ 군집의 해석

형성된 군집을 각 군집별로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군집의

특성을 규명하고 명명한다. 또한 각 군집과 인구통계적 응답과

교차분석(cross tabulaiton)을 하여 각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계를 규명한다.

(3) 사례(Example)
다음은 한국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각 군집별 분포와

특성 등을 요약해 놓은 표이다.

(4) 응용(Application)
라이프 스타일 분석법은 한번에 끝나는 연구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추세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질문과 함께 그들의 디자인 선호도를 같

이 물어 이의 관계를 밝히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소유자가 어

떤 디자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매우 유효한 자료

가 된다. 최근에는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광고 Agency 등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도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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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References)
Assael, Henry,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Kent Publishing Company Boston, 1984

Plummer, Joseph T.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January

1974), pp. 33-37

9) 로드맵 분석(Planning Roadmap)

(1) 정의(Definition)
로드맵 분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전해온 궤적을 그래프

로 나타내고 그 발전 과정중 혁신적 분기점을 파악하여 이의 특

성을 규명해봄으로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기존의 로드맵 분석을 더욱 그래픽적

이고 디자인 계획에 맞게 미국의 디자인 자문회사 Doblin Group

에서 개발한 로드맵 분석법을 소개한다

(2) 프로세스(Process)
․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로드맵의

요소를 규명한다. 자료로서는 제품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에 대

한 다양한 사진 자료 및 통계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그 제

품이 가능하게 하였던 기술이라던가 보급률 등의 자료도 유용하

다.

한국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적 특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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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분기점 파악

앞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시간상으로 늘어놓고 이 시간 축에서

혁신적 분기점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어떻게 다른 제품이 파생되

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 발단 단계의 규명 및 명명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보고 발달의 분기점이 되는 단계(Stage)를

규명한다. 발달 단계를 규명한 후 이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름을

붙인다.

․ 미래의 흐름 외삽(Future trend extrapolation)

그려진 로드맵 다이어그램의 전반적 흐름의 추세를 해석한 후 미

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여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확장한다.

(3) 사례(Example)
다음의 사례는 Doblin Group에서 Laptop Computer의 로드맵을

작성한 예이다. 어떤 혁신(breakthrough)가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파생된 제품과 이의 양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응용(Application)
로드맵 분석을 통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과거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동기 요인이 되는

배경을 함께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효과

Laptop Computer의 로드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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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추

세와 새로 나타나게될 제품, 산업 등에 대한 예측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아울러 문자 뿐 아니라 제품이나, 주요 사건 등의

사진을 붙여 놓아도 매우 효과적이다.

(5) 참고문헌(References)
Doblin Group, P lanning Roadmaps, Handout of Design

Planning course at Institute of Design, IIT, 1997

10) 의사결정나무 기법(Decision Tree Method)

(1) 정의(Definition)
프로세스 Process 의사결정 나무 기법(decision tree)은 미래에 이

르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는 대표적 방법중의 한 가지이다.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란 어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능한 방

향들을 나무 가지가 뻗어가듯이 그림으로 그려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들을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행동의 결정뿐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계획수립에 사용한 예를 들자면 미국 우주항공국

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아폴로호가 달에서 채취해 온 광석들을 분

석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2) 프로세스(Process)
․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포인트를 결정하고 그 의사 결정점

에서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분기

하여 그린다.

․ 분기된 대안을 다시 의사 결정점으로 하여 그 점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시 도출하여 분기하여 그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

복하여 원하는 지점까지 그려 나간다.

․ 그려진 의사결정나무 다이어그램을 보고 각 결정점에서 일어

날 확률(probability)을 예측한다. 동일 수준의 단계의 확률의 합

은 1이나 100으로 하여 상대적 확률의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다.

․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결정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이어서

발전 예측 경로를 파악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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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Example)
다음의 예는 최근에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그가 어느 곳을

다녀오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 지를 그려본 의사결

정나무이다.

(4) 응용(Application)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주로 OR분야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망성을 분석(probability analysis)하여 도식화하는 방법이

다.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들을 시각

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의사결정을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결과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위의 예와 같이 결정 경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고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능한 상황을 도식화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5) 참고문헌(References)
Eppen, Gary D. & F. J. Gould, Quantitative Concepts for

Management: Decision Making Without Algorithms,

Prentice Hall, Englewood, 1979

Wehmeyer, Lillian Biermann, Futuristics, Franklin Watts,

New York, 1986

배규한, 미래사회학: 21세기의 이해와 설계, 사회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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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스트 분석 기법(PEST Analysis)

(1) 정의(Definition)
PEST는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기술

(Technology)를 나타내는 약어로서 페스트 분석은 어떤 시점의

거시적 환경을 이루고 있는 주요 요소인 이들 네가지의 상황이나

혹은 과거로부터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는 기

법을 말한다.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은 워낙 그 영향의 규모가 방

대하기 때문에 이들 하나, 하나 독자적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파

생한다. 예를 들어 라이프스타일 분석과 인구통계적 흐름 분석은

사회 환경에 속하고 로드맵 분석은 기술환경의 기법에 속한다.

이들 요소 정보의 세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에 관한 정보는 주로 정부나 관공서에서 제정하는 법규,

표준 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들은 금후의 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환경에 관한 법규 제정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이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불안정 등의 요인도 미래의 디

자인에 무형적이긴 하지만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거시적 경제 지표 또한 미래의 디자인에 매우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된다. 가령 경제 성장률, 환율, 주식 변동률, 각 산업의

성장이나 둔화세, 기업의 합병 등은 디자인에 매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과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자료는 각종 경제연구소에 많이 있

으며 주로 정량적인 추세 도표 등이 유용하다.

사회: 인구의 연령 구조의 변화, 학력, 수입, 남녀 성비, 주택 보급

률,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demographic)자료 또한 디자인의 최종

수용자인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이므로 디자인 가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시 되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사

회면을 장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추세, 문화적 동향 등도 중요

한 사회적 자료이다.

기술: 재료,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 또한 미래의 제품개발의 발

원지(seed)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이미 상품화된 기

술보다는 신기술을, 이미 성장기에 있는 제품보다는 신제품에 대

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2) 프로세스(Process)
프로세스는 크게 독특한 방법이 없으며 일상적인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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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진행과정을 겪게 된다.

․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와 각 요소별 관계를 파악하여

수집해야 할 자료의 성격을 규명한다.

․ 규명된 자료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요소별 자료원을 파악한

다. (주로 경제 연구소, 정부 간행물, 통계청 자료나 각종 신기술

관련 학술회의나 견본시)

․ 각 자료 원별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여 이들을 keyword

화 한다.

․ 각 요소별로 Keyword를 표로 만들어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

는 Meta-keyword를 만든다.

․ 작성된 표와 Keyword 등을 분석하여 미래의 흐름을 예측한

다.

(3) 사례(Example)

(4) 응용(Application)
PEST분석 기법은 어느 한 시점의 조사보다도 오랫동안 계속해

서 자료를 누적 시켜 이의 커다란 흐름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각 항목, 즉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별로 시각적 자료

가 있다면 수집하여 시각적 흐름을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아울러 일어난 사건, 일 뿐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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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도 미리 기입해 놓는 것도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5) 참고문헌(References)
Baxter, Mike, P roduct Design-P ractical Methods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New Products, Chapman &

Hall, London, 1995

신한 종합 연구소, 세대별 라이프스타일 연구, 신한 Review,

1993 여름, pp.2-23.

12) 제품 수명 주기 분석법(Product Life Cycle

Analysis)

(1) 정의(Definition)
제품 수명 주기란 제품이 신제품으로서 개발 출시되어 성장 상품

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사양 품목이 되어 시장에서 탈락하게 되기

까지의 시간적 경과와 관련 시켜 그것이 거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이른다. 곧 제품 수명 주기는 제품 판매의 시간 종속 모델

로서 제품 판매는 시종 일관한 단계를 따른다.

따라서 트렌드 분석과 관련지어 제품 수명 기법이란 분석 대상의

제품 수명 주기상의 현 위치를 밝혀 그 시점까지의 흐름을 밝혀

보고 미래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을 이른다. 제품 수명 주기

는 학자에 따라 그 이름, 단계수 등을 달리 하고 있으나 크게 다

르나 대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4단계로 나뉜다.

도입기: 일일반 소비자에게 매출이 시작되어서 특별한 촉진 능력

이 끝나기까지의 기간.

성장기: 도입기에서 부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의 매출성장

률이 계속되는 기간.

성숙기: 성장기에 이어 년 매출액이 최대 년간 매출액보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75%) 이상 떨어지지 않는 기간

쇠퇴기: 성숙기에 이어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기 까지의 기간

(2) 프로세스(Process)
․ 영업, 기획 등으로부터 출하시기, 매출액과 이익의 변화, 제품

판매량의 추이 동종 모델 수 등에 관련된 정량적 통계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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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다.

․ 수집된 관련 자료를 통해 Graph를 그리고 제품 수명주기 상

의 현 위치를 파악한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파악된 위치에서의 주소비자, 제품 전략 등을 파악하고 앞으

로의 추세 추이 등을 예측한다.

(3) 사례(Example)

(4) 응용(Application)
제품 수명 주기 분석 기법은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제품에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제품 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V군이나 승용차 군 등과 같이 광범위한

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분석의 경우

쇠퇴기에 앞서 신기술의 개발로 다시 도입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TV의 경우 예를 들어 흑백의 쇠퇴기에 앞서 컬러 TV

가 개발되어 다시 도입기가 나타나고 최근 들어 포화 상태에 이

른 컬러 TV는 다시 Wide TV나 고화질 TV 등이 개발되는 것

등이 이러한 예이다. 일단 통계적 자료에 의해 도표를 그린 후

시각적 사진을 붙이면 전체의 시각적 흐름을 볼 수 있어 효과적

이다.

(5) 참고문헌(References)
Catry, Bernard and Michel, Chevalier, Market Share Strategy

and the P roduct Life Cycle , Journal of Marketing, Oct. 1974,

Vol. 38. pp. 29-34.

13) 추세 외삽법(Trend Extrapolation)

(1) 정의(Definition)
추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시간이나 현상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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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추세 분석은 과거로부터 현시점까지

의 추세를 추적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추세외삽은 추

세분석을 통해 규명된 추세의 특성을 미래로 투사함으로써 미래

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세외삽은 과거 추세의 특성을 그

대로 미래로 투사하는 단순 선형 예측에 지나지 않는다.

추세외사법(Trend Extrapolation)의 기본과정은, 추세의 연속성,

선형성, 한 방향성을 기본 속성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어떤 장애나 위기 등 우발적 변인 없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

래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세외삽법은 어떤 현상에 대한

누가적이고 정확한 통계적 기록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사용이

가능하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미래의 발생형태 또는

추세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2) 프로세스(Process)
․ 추세 분석을 통해 추세의 특성, 즉 추세의 일반적 방향성, 추

세의 증가율과 감소율, 추세의 안정성, 추세의 주기와 존속기간

등을 정량적으로 밝힌다.

․ 과거로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시계열 회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추세를 미래로 외삽 또는 투사한다.

(추세외삽법의 기본 과정 아래 추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학공식

을 산출하는 과정을 시계열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시계열 회귀

분석은 같은 간격의 연속한 시간 내에 일어난 현상을 시간의 순

서로 늘어놓은 통계(시계열 통계)에서 추세의 특성과 형태, 즉 회

귀선을 산출하여 회귀선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3) 사례(Example)
시계열회귀분석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어떤 경영자의 사업이 매우 순조로워

점포수가 1년 후에 10개, 2년 후에 12개, 3년 후에 16개. 4년 후에

22개. 5년 후에 30개로 늘어났다고 하자.

8년 후 점포 수를 예측해보자. X축을 시간(연도), Y측을 점포수

로 하여 점포수의 성장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실적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선이 곧 회귀선이

며, 회귀선은 점포 수 성장추세의 특성을 나타낸다.

(4) 응용(Application)
실제로 대부분의 추세 외삽법은 과거의 양적, 자료, 특히 경제학,

인구학 분야의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단순 추세 외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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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은, 추세를 형성하는 힘은 변하지 않으며 어떤 외부 요

인도 추세의 방향이나 추세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제한적 추세 외삽법은 추세 구성요소의 변화 가능성을 신

중히 고려하기 때문에 휠씬 신뢰성이 높다. 미래 예측자는 추세

를 변화시키는 힘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

문에 제한적 추세 외삽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찰이 요구된다.

추세외삽은 추세의 전개과정을 나타내는 시나리오와 결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참고문헌(References)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고도, 1995

14) 교차영향 분석법(Cross-Impact Matrix Analysis)

(1) 정의(Definition)
고돈(T. J. Gordon)와 헬머(O. Helmer)에 의해 처음 개발된 교차

영향분석법(Cross-Impact Matrix Analysis)은 델파이 조사방법의

연장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 상호간의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미래의 사

건을 상호분리된 독립사건으로 가정하지만, 교차영향분석법은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억제한다라는 원

칙에 근거하고 있다.

(2) 프로세스(Process)
․ 연구자는 미래의 일정기간 중에 사건 1, 사건 2, 사건 3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각 사건에 대한 최초 발생 확률을 예측한

다.



136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 연구 대상 집단은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해 각 사건의 발생년

도와 각 사건의 최초 발생확률을 예측한다.

․ 연구 대상 집단은 각 사건과 다른 사건을 상호 교차시켜서 각

사건에 대한 교차 영향 추정치를 예측한다. 각 사건의 교차 영행

추정치는 -10에서 +10에 이르는 평성척도상에 각자가 생각하는

영향의 정도를 표시함으로써 얻어진다. -10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10은 가장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0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향의 정도는 -10에서 0을 거쳐 -10에 이

르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위치한다.

․ 각 사건에 대한 교차영향추정치의 합계를 반응자의 수로 나누

어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조건확률로 본다.

(3) 사례(Example)

미래에 발생할 각 사건에 대한 최초 발생확률을 예측하고 각 사

건과 다른 사건과 다른 사건을 상호 교차시켜서 조건확률을 예측

하여 추정한다. 즉, 사건2의 최초 확률은 .50이었지만, 사건 2에다

사건 1을 조건(만약)으로 교차시키면(만약 자동차 사용율이 2000

년까지 계속 증대된다면) 사건 2가 발생할 확률은 .80으로 증대됨

을 의미한다.

(4) 응용(Application)
교차영향분석법은 미래의 각 사건의 최초발생확률뿐 아니라, 각

사건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폭 넓은 사회적, 기

술공학적 맥락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측 사건의 수가 많으면 수치의 산출과 분석이 복

잡해지며, 또한 사건들의 배열 순서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에 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참고문헌(References)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고도, 1995



137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15) 체제 분석(System Analysis)

(1) 정의(Definition)
체제는 일반적으로 경계에 의해 둘러싸인 상호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요소들의 집합과 요소들간의 상호관

련성이 규명되면 체제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분석

이란 조직된 사회실체로서 체제의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규

명하고 그것을 다시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주로 공공정책 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한 준

거의 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모든 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속성을 갖고 있다.

① 목적지향형 행동 : 체제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 체제의 목

적은 여러 자원을 결합하고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② 전체성 : 전체는 부분의 총화보다 더 크다는 전제 아래, 체제

는 체제요소들의 시너지 효과, 즉 협동적 능력을 중시한다.

③ 개방성 : 체제는 체제의 외부환경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한다.

외부환경은 체제의 자원이며, 체제의 가치사용자이다.

④ 전화 : 체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산충

로 전화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⑤ 상호관련성 : 체제는 체제요소 및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관

계 속에서 목적을 달성한다.

⑥ 통제기제 : 체제는 체제유지 및 외부환경과의 역동적 균형유

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통합, 또는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

(2) 프로세스(Process)

․ 체제의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을 규명한다.

․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기능들을 규명한다.

․ 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 각 요소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도식화한다.



138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3) 사례(Example)
다음의 사례는 자동차의 주차 통제 시스템을 분석한 도표이다.

(4) 응용(Application)
체제분석은 어떤 연구 대상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체제의 기능

을 수행하는 요소들, 시스템 영역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미래 디자인 가치예측과 관련해서는 연

구 대상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가 시스템에 있

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또한 미래에는 어떤 추세로 나

갈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참고문헌(References)
Jones, J. Christopher, Design Methods-Seeds of Human

Future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0

16) 시스템 동학(System Dynamics)

(1) 정의(Definition)
시스템 동학은 여러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는 시스템의 종합적인 이해 및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다. 1959년 미국 MIT 연구진에 의해 DYNAMO라는 시뮬레이션

언어가 개발되어, 1961년 포리스터(Forrester)에 의해 산업동학

(Industrial Dynamics)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시스템에 적용된 이

후 사회, 군사, 정치, 환경, 자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현

재까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영역이 확장되면서 명칭도 산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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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시스템 동학으로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바뀌었다.

시스템 동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

다. 즉 시간에 따라 변화는 변수를 포함하며 이들 변수들간의

Feedback loop이 시스템 행태에 주요 역할을 한다.

(2) 프로세스(Process)
․ 시스템의 묘사: 모델링의 첫 단계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스

템에 대한 획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해 보고, 모델에 포함시킬 만

한 중요성이 있는지 평가해 본다.

․ 문제의 정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의 행태, 문제가 되는

증상, 시간범위 등을 결정한다.

․ 모델의 개념 정립: 모델의 목적과 범위, 변수의 선정 및 변수

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정한다.

․ 모델의 정립: 시스템 동학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변수

간의 작용관계를 나타낸다.

․ 모델의 분석: 모델의 행태, 민감도, 정책 등을 분석한다.

(3) 사례(Example)

다음에 보여지는 도표는 환경 경제 시스템의 모델의 전체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로서 경제, 환경, 삶의 질 세 부문으로 나뉘

어진 다양한 변수들이 인과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를 근거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행하게 된다.

(4) 응용(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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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학은 기업, 경제, 정부, 에너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및 공학부문에까지 활용범위를 넓

혀가고 있다. 시스템 동학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는 Professional

DYNAMO Plus, Stella 및 i-Think 등이 있다.

(5) 참고문헌(References)
정구현, 배규한, 이달곤, 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

나남출판, 1994

3.2.3.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가치 예측을 위한 제 기법을 살펴보면 크

게 미래학 연구에서 일반 미래 예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법

들과 디자인 가치 예측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들을 응용한 것,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래학 연구에서 도입한 미래예측 기법들은 대부분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들이 다 수집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 예측 단

계에서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일단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점진적인 합의사항을 도

출해내는 델파이 법에서도 이미 델파이 그룹에 포함되는 모든 자

료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도록 되어있다. 시나리오작

성법, 추세 외삽법, 교차영향 분석법 등과 같은 여타의 미래 예측

기법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디자인 가치 예측의 경우는 미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순

수예측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달리하고 있다. 우선, 디자인 행위는

어떤 경우에서든 “미래의 물(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디자인 행위 그 자체에 장기이던 단기이던 예측행위를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년에 출시할 냉장고를 디자인한다고

할 때 적어도 디자인의 시작점은 내년에 “디자인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예측적 탐구가 된다. 따라서 미래의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에는 미래의 디자인을 행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

집하는 행위,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행위, 분석된 결과를 바탕

으로 새로운 디자인 가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디자인 가치를 창

출해 내는 행위에 관련된 모든 기법들이 미래 디자인가치를 예측

하기 위한 방법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3

년 후의 냉장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 3년 후의 디자인 가치를 예

측한다고 할 때 무조건 가치예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거리관찰 기법을 통하여 현재의 소비자들의 생활 관심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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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조사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KJ 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시

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종합하고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디자인 가치 예측은 상당부분 디자인 행위자체와 공유하는 면

이 많아서 기법 자체도 일반 디자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 디자인 방법들을 예측 프로세스라는 틀에 맞

게 선정하고 적절한 단계에 배분하며 일반 예측기법과 병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다음으로 디자인 가치 예측 기법과 이의 활용상의 특성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문제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디자인 문제는 공학이나 과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잘 정의된 문제(Well-defined problem)"인데 비해 디자인 문제는

”정의되기 어려운 문제(Ill-defined problem)" 혹은 “악성적 문제

(Wicked problem)"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즉 과학이나

공학은 어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해결해야될 문

제가 미리 명확히 정의 내려질 수 가 있어서 결국 문제에 대한

답이 옳은지 그른지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디자인 문제는

초기에 명확히 정의 내려지기가 어려워서 디자인의 최종해결안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선의 답은 있을 지라도 명확한 답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문제의 정의는 디자

인 프로세스를 진행해나가면서 점점 명확해 지는 것이다. 미래의

디자인 가치 예측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자인 문제의 특성이 그대

로 드러나게 된다. 즉 디자인가치 예측 기법의 선정과 활용, 또는

이이 전개 프로세스는 확정적(deterministic)이고 선형적(linear)이

라기 보다는 매우 유연적(flexible)이고 순환적(iterative)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디자인 가치 예측의 성패는 앞절에서 나열된 기법

들을 그 디자인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에 적합한 기법을 여하히

잘 선정하고 프로세스를 잘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디자인가치 예측기법의 선정과 프로세스의 설정은 5

장의 예측 모델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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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외 미래디자인 예측사례

3.3.1. Philips Corporate Design-Vision of the

Future

필립스의 디자인은 로버트 블레이크와 함께 그의 뒤를 이은 스테

화노 마르자노가 디자인 연구소의 책임을 맡아온 최근 10년간 디

자인을 통하여 제품을 혁신시켜온 기업의 좋은 예이다. 특히 1996

년에 1차적으로 종료된 필립스 코퍼레이트 디자인의 'Vision of

the Future- 2005'프로젴트는 필립스가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개

인(personal touch), 가정생활(home life), 공공장소(street wise),

병원(hospital network), 어린이(kids play), 질적 생활(quality of

life), 미래에의 여행(en-route)등의 인간생활환경 영역의 가치변화

를 예측하고 디자인한 연구결과로서 그 결과는 현재 셰계 디자인

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필립스 디자인에서는 미래의 디자인은 책

임있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속에서 이 연구를 3년간 진행하였다. 필립스의 Vision

of Future 연구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1) 미래예측 연구준비
그들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는 관점과 방

향에서,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인간에게 관심을 끌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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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활을 충족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필립스는 과거에는 신제품이 단지 기술적 혁신에 주로 의존했

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간과 기술과의 복잡한 관계를 균형을

다시금 잡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2) 조사; 관찰 > 시나리오
필립스는 차기 디자인 단계의 가능한 양상들을 충분히 살피기 위

하여 다가오는 10년간에 걸쳐 가능한 (기술적)발전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유용하고,

바람직하고, 유익하다고 인지할지에 대해 개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로드맵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방향은 지금까지의 현실적 필요나 열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

법이 아닌,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어떤 품질을 가치있게 볼

것인가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사회속에서의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들-즉, 미래에는 어

떻게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며 교우하는가-을 관찰하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미래에는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

로 대상을 보여줌으로서 일반적인 측면은 물론 특별한 주제에 대

해 그들의 견해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기술을 먼저 채택한 북아메

리카, 유럽, 일본, 호주 등과 같은 몇몇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발전

을 심도깊게 살펴보았다.

특히, 근미래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은 '

사회변화 리서치 연구소(RISC)'와 같은 트렌드예측기관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정보에는 사회와 관련된 태도, 관심 등의 변화방향

과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기술관련 리서치는 필립스조직과 일

본, 독일 등에서 수행된 세계예측의 자료들이 참고되었다.

3) 창조과정
다음 창조단계에서는 문화인류학자, 인간공학자, 사회학자, 엔지니

어, 제품디자이너, 인터액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비

디오.필름가들을 구성하여 일련의 크리에티브 웤숍을 가졌고, 이들

팀에서는 사회.문화 및 기술의 발전조사자료를 토대로 300개 이상

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제품개념과 사용을 묘

사하는 짧은 글로 사람, 시간, 공간, 대상, 그리고 상황의 5가지 파

라미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인간에의 이익, 기업의 경쟁성, 기

술적 가능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응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

되어 약 60개의 정교하게 정의된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기



144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술측면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맟출 수 있도록 4개의 일상생활

의 측면을 대변하는 아래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 개인

- 가정

- 공공 및 작업

- 이동

4) 피드백
이 단계에서 디자인개념의 검증과 피이드백을 얻기위하여 유럽,

아시아, 북유럽 등지의 선도적 미래학자와 트렌드 분석가 22명에

게 설명되었고, 동시에 에콜로지에 대한 측면도 검토되었다. 개인

적인 인터뷰에서는 2005년의 각종 생활 시나리오를 토대로한 60개

의 가정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

다음단계로 기본 디자인개념이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되게하

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마다 가시적인 모델로 만들어졌고, 인터페

이스 실연이 디자인되고 짧은 소개필름이 제작되었다.

끝으로, 필립스 디자인은 이 연구결과의 최종적인 목적, 즉 피드백

을 대중들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 네델란드의 ‘아인트호벤의 필립

스 전시관인 혁신관(the Evolution in Einthoven)'에서의 영구전시,

4회의 세미나, 비디오제작보급, 책자 및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각

종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통하여 필립스는 이들 디자인 개념을

토대로 미래의 사람들의 필요들과 욕구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그림1 Philips CDC의 VDF Post Card 디자인

그림2 Philips CDC의 VDF Bedroom용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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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Future Concept Lab.

이탈리아 소재의 미래 디자인개념 연구소인 Future Concept Lab.

은 여러 디자인의 비즈니스 에서 미래의 비젼을 전략화시키는 업

무를 바탕으로 코카콜라, 알레시, 스워치, 필립스, 리바이스, 니싼,

월풀 등 소비, 가정, 통신, 운송수단, 패션, 식음료산업에 걸쳐 15

개국에 40 여개의 다양한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미래예

측 연구소이다. 그들의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활동은 크게 적용

(Imaginary), 시나리오(Scenarios), 징후(Signals), 비젼(Visions) 등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림3 Future Concept Lab의 예측연구영역

1) 적용(Imaginary)
이 연구소에서의 리서치 활동은 상상과 아이디어를 유발시키는

문화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에는 음악, 신기술,

영화,문학, 정치, TV, 디자인, 신제품, 광고 등의 지표를 매스미디

어의 분석이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의 가치,

스타일, 취향 등의 영향에 바탕을 둔다.

결과는 각 세부영역의 분석에 입각하여 정확한 트렌드지표와 미

래가치의 가설과 함께 국제적인 상상요소를 동반한 맾(원형)으로

리포트된다. 예를 들어 패션 시나리오의 경우, 형태와 스타일, 재

질, 세부, 기능 등 의상의 새로운 선이나 새로운 종류를 개발시키

기 위한 각종 지표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선정된 상상요소들은-특별한 인간적 측면과 관련된(예;

기능, 형태.....)10개의 원형맾에 의해 분석된- 1996년에 더욱 정교

화된다. 마지막으로 10개 원형맾의 각각은 4개의 명확하고 발전된

상상의 주제어들을 갖게되어, 이를 종합하면 한 대상당 40개의 새

로운 주제어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마지막으로 리포트에 구체적으

로 설명들이 곁들여 진다. 예를 들어 ‘육감(Six Sense)' 원형맾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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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적 전망(Perceptive Vision), 여성적 사고(Female

Thinking), 인위적 정신(Artistic Soul), 4차원(Fourth Dimension)

등으로 상상의 주제어들이 구분된다. 1996년에 Ornella Bignami

에 의한 패션 시나리오에는 섬유, 재질, 형태, 색상 등 10개 상상

요소들이 다가오는 계절들을 위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10개의 트렌드박스로 정리되었고 CD-Rom으로 제작되었다.

그림4 Future Concept Lab의 Imaginary Map

2) 시나리오(Scenarios)
이 단계에서는 조형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된다.

수평적 변수들은 예로 의상, 신체, 가정 등과 같이 특별한 제품영



147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역이나 소비와 관계된 정량적인 리서치에 바탕을 두고, 수직적 변

수들은 정성적인 연구에 의해 식별된다. 정성적인-예로 좀더 선진

사회에서 모니터 된-변수와 사용과 생활에 있어서의 시간들과 상

황을 크로스시킴으로서 일련의 새로운 감성요소들이 나타나거나

구축될 수 있다.

예로 새로운 미래 가정가구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가구 매

트릭스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4 영역(개인, 커플, 가족, 사회 등)과

집, 가구, 공간과 관련된 8개의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차례로 교

차시킨다. 중요한 것은 감각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새롭게 출현

하는 개념들은 상상요소들은 물론 가장 유행적인 사람들에 의한

영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트릭스의 각각의 개념들로

부터 기업들은 시장에서 그들의 독자적.시각적 포지션닝을 돕기

위한 전략설정의 기초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3) 징후들(Signals)
Future Concept Lab에서는 세계적인 소비, 패션과 유행등의 문화

도시들을 선정하여 소비패턴과 스타일, 취향 , 젊은이, 성인, 그리

고 특수그룹의 주시하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촬영한

다. 이 작업은 문화, 정보, 그리고 소비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

진 지역 파트너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 작업을 위하여 그들은 각

도시의 사전 선정된 핫스포트(hot spot)-만남장소, 점포, 개인가정,

그리고 거리 등-을 모니터링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향과

소비스타일 등의 트렌드와 관련된 특정이미지, 지표들을 포함한

리포트를 준비한다.

그림5 징후를 표현한 예 : 오스트레리안 웨이브

4) 비젼(Visions)
수집된 상상요소들, 시나리오, 모니터링 된 징후들의 분석과 함께

연구소에서는 국제적 명망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기업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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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디자이너들과 체계적인 브레인스토밍과 웍숍 등 델파이

(Delphi)와 같은 통합적이고 미래예측적인 기법의 진행을 통하여

미래 비젼을 위한 리서치를 수행한다. 기본 조사는 매년 계획되고

수행되며, 이 결과는 시장의 필요들을 예측하며, 제휴에 의하여 이

론적이고 실제적인 리서치 자료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3.3.3. 트렌드 유니온/스튜디오 에델 쿠르트(Trend

Uniopn/Studio Edelkroot)

네델란드태생의 리 에델쿠르트는(Li Edelkroot)는 파리에서 10년

이 넘도록 화장품, 텍스타일에서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미래의 트

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 에델쿠르트는 ‘사전 지식이 없이는

창조가 불가능하며, 또한 디자인없이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며 디

자인에 있어서 미래예측의 종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에서,

그녀는 트렌드 유니온과 스튜디오 에델쿠르트회사를 설립하여(25

명의 디자인 스탭) 사회의 진보와 소비자의 미래취향의 징후를 해

석하고 예측하여 시장에 연결시키는 전문영역을 개척하였다.

트렌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트렌드 북(Trend Books)은 다양한

사진과 천조각, 실, 신문기사, 인형, 장난감, 신기계장치,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의 스튜디오에서는 패션과 디자인의 미래 트렌드예측을 위한 시

청각 자료들을 2년전에 년 2회씩 제공한다-봄/여름, 가을/겨울. 그

리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문잡지 ‘View on Color', 'Interior

View'를 발행하여 색과 가정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의 미래적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그는 단명함과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 한다.

1) 미래예측의 두단계: 미래를 현재에서 보기
그는 시장과 산업은 대중과 소비자의 무드나 느낌, 취향과 같이

항상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두 단계로 미래예측 작업을 한다. 그 첫째는

사물을 고르고, 듣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 비평하지 않

는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심을 가지며, 거리의 움직임이나

내외 스웨터에 관심을 갖는다. 미래색상에 대한 참조는 유행하는

음악으로부터 얻는다. 그들은 세계의 4방향으로 여행하고 쇼핑하

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리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하게 관찰

하는 즉, 열정적인 관찰자이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여부는 판단을

유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결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애매함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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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나, 텍스타일, 디자인 등은 아직 대중에게 채용되고 대중들이

따를 새로운 디자인의 움직임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

들은 단지 시각적으로 조그만 단서들이나 무의식적으로 그들 자신

의 욕구들에 응답하고 있으나, 그의 사무실에서는 감흥과 본능으

로 천재성을 건드리며 정확한 용어로 미래 디자인을 예측하고 표

현한다.

그는 기능과 형태는 주어질 수 있으나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물질

의 감성적이고 의미적 가치이고, 이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본

다. 그는 트렌드 연구를 통하여 동향을 해석하고, 주제어를 개발하

며, 질문에 대한 새로운 믹스를 창조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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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Vogue 에 실린 리 에델 쿠르트의 패션동향 관련

특집기사

그림7. 리 에델쿠르트의 메이크업 트렌드의 개념

3.3.4. 색채 트렌드 연구

1) 개요
최근들어 많은 제조 메이커들은 기술력이나 성능 등에서 서로 비

슷한 수준에 도달하여 상품의 차별화를 유도하기 힘들게 되자 신

칼라 도입이나 칼라 다양화 전략을 통한 시도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칼라 다양화 전략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활기, 신선함, 영감 등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와도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칼라 혁명, 칼라 파괴라고

불리울 만큼 화려하고 과감한 칼라들이 패션, 제품, 자동차 등 전

부문등에서 등장하고 있다.

의류, 인테리어 소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도 제품에 있어 칼라가 중요 이슈로 부각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칼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칼라는 다양

하고 또 비슷비슷해진 기능의 상품들 속에서 자사의 디자인을 돋

보이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라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칼라

의 개발과 정보수집이 치열하며 최근 패션을 중심으로 디자인 트

랜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색채 트랜드 연구의 역사
1920년경 영국에서는 산업이나 일생생활에서 어떠한 색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모든 방법, 모든 계층의

지식을 모아 이를 기초로 검토 실험이 행해졌다. 수년 후인 1930

년 몇개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British Color Council을 설립하여

먼저 부인복, 아동동, 남성복과 같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계절마

다 색의 발표나 적절한 색채사용상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후

B.C.C는 열차의 색을 비롯하여 우표,입장권 등의

색에 이르기 까지 색표의 우효한 사용법이 지도나 건축물, 교통기

관의 외장, 내장에 대한 색채 조절을 지도하였으며 의류, 소품 등

의 유행, 선전, 진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1934년에는 처음으로 Dictionary of Color Standard"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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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으며 1935년에서 1940년에 걸쳐 소규모의 전람회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여 그 영향력을 급속히 넓힐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최초의 예측 기관인 "The

Textile Color Card Association of America(TCCA)"이 국가적 요

구에 의해 설립되었다. 1917년 TCCA의 최초의 실제적인 여성복

과 액세서리에 초점을 맞춘 칼라예측은 큰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

날에도 여성복의 패션예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이후 "The

Color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CAUS)"로 이름이 지속적

인 발전을 이루었고, 2차 세계대전이후 다양한 소비재의 발달로

종종 특별 칼라팔렛이 제안, 1960년대에서 남성복에 대한 칼라제

시, 1970년대에는 가구, 1980년대에는 인테리어 환경칼라 팔렛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켓의 확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그로벌

에 대응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문가 협의를 거친

일관성 있는 방향제시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생활용품의 발달이 자연적인

트랜드를 지닐 여유없었던 관계로 독자적으로 정리된 사례없으나

칼라 TV의 보급, 88올림픽등을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과

거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트랜드를 일본을 통해 수입되는 루트였으

나 최근의 국제여행의 증가, 정보의 국제화에 따라 각국의 정보가

매우 빨라 전달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의 트랜등에 많이 의존

하는 실정이다.

3) 유행과 유행색

유행은 심리적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형성되는 동조의 욕

구에서 비롯되며 그 변화는 구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유행은 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유행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지만 이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은 다양하

다. 개인의 유행지향 경향에 따라서 유행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데 그 유형은 크게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행색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유행 예측 색

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유행하는 색을 말한다. 유행 예측색은 트

랜드칼라(trend color) 또는 예측색(forecast color)라고 하며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통상 생산을 거쳐 판매되기 까지 적어도 6개월에

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년-2년전에 결정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의 유행색은 주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유행색 협회

를 통해 유행색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계절별 유행색이 탄생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예측된 유행색은 국내 업체의 상품 기획에 반영

되어 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다.

4) 유행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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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유행색협회(Intercolor)

국제 유행색 협회 유행색 결정과정은 24개월전에 이루어 진다. 국

제유행색협회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주축으로 1963년 9월에 설

립된 국제적인 유행색 협의, 결정기관으로 본부는 파리에 있다. 각

국의 공적인 유행색 연구기관만이 참가가 가능한데 한국도 회원국

이다. 현재 영국, 이태리, 스위스, 독일, 스페인, 중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등 2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은 비회원

국이다. 매년 1월과 7월말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가맹한 각국

의 의원들이 제안색과 해설을 갖고 모여 2년후의 유행색을 예측

결정한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대표자가 자기나라의 제안색을 소개

한 뒤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이미지사진을 공개한다. 그후 의장의

사회로 각국제안색의 전체적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검토한 뒤 해

당 시즌의 Intercolor라는 색이 결정된다.

따라서 Intercolor는 국제유행색위원회의 명칭인 동시에 결정색을

일컽기도 한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는 해설문이외에 판넬화된 이

미지맾, 테마컨셒사진, 꼴라쥬 등이 있다. 칼라결정에는 세계의 정

치, 경제, 협회축적 자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정보를 기초로 논의

하며, 각 분야별로 Direction Color, Application Color, Ascending

Color로 나누어 결정하고 있다.

고 있다.

① Direction Color: 색채기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인

터칼라나 해외정보지, 국내시장동향을 파악해 예측색 팔레트를 선

정하고 이를 28개월전에 발표하는 칼라

② Application Color: Direction Color를 발표한 후 시장동향을 살

핀후 색상이 보오나된 팔레트를 실제활용 할 수 있는 실이나, 천

에 염색하여 해당시즌 16개월전에 발표, 배부하는 칼라

③ Ascending Color: Direction Color를 발표한 6개월 후의 시장동

향을 추적해 제안되는 유행색

(2) 미국 CMG

Color Marketing Group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칼라트랜드를 예측

하는 35년 된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적인 협회이다. 1,500여명의

칼라전문가들이 멤버로 1962년 미국 Virginia주 Alexandria에서

설립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1-3년 혹은 그 이상의 칼라 방

향을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산업분야에 대하여 제시하는데 주된

포커스는 다양한 산업을 초월하여 칼라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다.

주된활동으로는 Color Palette제작보급, Conference 개최 디자인

트랜드 정보지발간이다.

CMG의 Conference는 일년에 2번 개최되며 칼라의 Trend &

각국가별 유행색 예측(24개월전)

:각국의 유행색 협회

유행색의 국제 협의(18개월전)

:국제유행색협회

원사전시회(15개월전)

:엑스포필, 피티필라티

소재전시회(12개월전)

:프리미에르비죵, 인터스토프

유통전시회(10개월전)

:인터컬렉션

기성복 전시회(6개월전)

:프레타뽀르떼, 디자이너컬렉션

대중매체(6개월전)

:패션잡지 및 보도자료

소비자(실제계절)

:거리에서유행색 착용

(패션의 유행색 전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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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Styling & Design, Merchandising & Sales,

Education & Research를 포함한 Color Marketing에 대한 정보교

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① Design Influence Workshop

- 개인별 design influence worksheet 작성

- 분야를 무시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모인 후 개인별 내용

.발표

- 발표내용을 buzzwords로 정리

- buzzwords를 주제별 분류

- 그룹별 대표적 design influence 선정

② Consumer Color + Design Workshop

- 참석자들을 디자인 분야별로 그룹핑(자동차, 패션, Home

Utility, 가정용품 등)

- 각자 팀에서 중요하다고 선정된 design influence 소개

- 그룹별 design influence에 대해 토의 후 한가지 선정

- 브래인 스토밍 통한 디자인 아이템, 컨셉 설정

- 디자인의 시각화, 구체화

③ Color Direction Workshop

-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는 칼라, 곧 소

.개될 칼라, 앞으로 유행할 칼라 등을 제시한 후 이를 취합

정리하여 Color Direction Pallete로 제시

< Color Pallete 종류>

- Vision : 1년반 이상 예측

- Influence : 1년-1년반 사이 예측

- Current : 1년내 현황

(3) 일본 NCD

일본칼라디자인연구소(NCD)는 30여녕에 걸친 칼라 정보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2회에 이미지정보지를 통해 1년후의

칼라를 제안하고 있다.

① NCD Direction

현재는 아직 이른감이 있으나 NCD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하

는 테마임. 칼라, 배색등의 비쥬얼부와 각종 응용을 위한 정보 등,

패션, 공간, 아웃도어, 인도어, 버라이어티, 커뮤니케이션의 6분야

에 대하여 실제활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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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테마 A, 테마 B

1년 후의 동향을 예측하여 Direction 이외의 2가지의 테마 이미지

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계절성을 의식한 시기적인 정보가 된다.

Direction과 같이 테마 이미지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구체화시켜 제안한다.

③ 시대동향 분석

출현한 현상, 유행현상, 지금 주목받는 것들, 이것들은 자칫 무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라는 용어로 정리, 그 배경을 찾는 것

을 통해 저변에 깔린 시대동향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시대동향 중에 특히 주목하고자하는 동향을 1가지 뽑아

Watching이라는 특집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취재를 하여 더욱

친근한 화제로 전환하여 NCD의 눈을 통해 시대동향을 보고 있다.

④ 관심도 조사

약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결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생활향상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 등을 이전과 비교하여 1년에 1번 분석하고 있다.

⑤ 시장색 조사

현재 시장에 내놓고 있는 패션, 인테리어, 제품의 상품색을 Hue

& Tone 분석과 색상분석, 이미지스케일분석의 수법으로 시계열적

으로 분석, 고찰하고 있다.

⑥ 이미지스케일 분석

패션, 인테리어, 제품의 각분야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상품, 신발매

된 상품에서 최근의 상품 경향을 찾기위한 이미지 스케일분석으로

「지금 선호되는 이미지」를 찾고있다.

⑦ 라이프스타일

상품에 반영된 사람의 기호 저변에 흐르는 이미지를 찾는 것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여 그 사람들의 생활의식, 인구통계학

적 특징을 명확히 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 수법의 장점은 기

호 이미지로부터 출발하므로 더욱 구체적으로 상품전략, 디자인정

보에의 변환이 가능해진다. 봄/여름 호에 실시하고 있다.

⑧ 마케팅 아이디어

그 시대에 따라 주목받는 마케팅상의 테마에 대해 관심도 조사와

Taste 라이프스타일과

동일한 수법으로 분석하여 기획을 위한 포인트를 제안하고 있다.

가을/겨울 호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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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NCD EYE

지금화제가 되고 있는 혹은 세간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색채 문화

를 테마로 삼아, NCD 독자의 시점에서 분석,소개하여 배색의 포

인트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가을/겨울호에 실시되고 있다.

(4) 국내 색채경향 분석

국내외 각종 색채 데이타들을 기초로 색채의 경향을 분석한다.

① 유행색의 시장조사

월별, 시즌별 달라지는 개발제품의 칼라별 볼륨 변화를 기록하여

지난 시즌과 유행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유행색의 소비자조사

유행색의 경향을 실제 소비자의 착용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패션 칼러의 수용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

로 계속 시행함으로써 패션칼라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칼라에 대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소비자통해 얻기

도 한다.

③ 전문기관 유행색 분석

각종 유행색 전문기관에서 입수한 칼라정보 자료를 토대로 색상

과 톤표를 작성하여 전체적인 유행색의 경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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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분석

필립스, Future Concept Lab. Trend Union 등 선진국 미래디자인

연구소에서의 미래연구의 공통된 방법은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거

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가치변화의 내용과 흐름들을 관찰하고

미래가치로 변용확산시키는 것’이다.

필립스디자인의 '미래의 비젼(VOF)'과제에서는 사회속에서 새롭

게 나타나는 트렌드를 관찰하고 사회생활변화에 대한 예측(사회변

화 리서치 연구소)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가치들을 시나리오

유행색

기호색

기본색.관용색

풍토,자연,환경,문화

(상품색과 유행색)

여성용 쉐타의 기본색

A B C D E F G

a A c b e D F G

a b c d e

트랜드 칼라

이미지의 변화

금년의 트 내년의 트

랜드이미 랜드 이미

지 칼라 기본색 지 칼라

트랜드 칼라 중심으로 칼라배합을

하면 선택한 칼라가 크게 변하여

위험성이 커짐

이미지의 변화

금년의 트 내년의 트

랜드이미 랜드 이미

지 칼라 지 칼라

기본색

트랜드 칼라 중심으로 칼라배합을

하면 선택한 칼라가 크게 변하여

위험성이 커짐

유행색과 칼라 as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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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찾고, 일반대중들의 피이드백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

다.

Future Concept Lab에서는 징후발견, 시나리오작성, 상상요소들의

발견(적용), 비젼 등의 과정을 통한 종합적인 미래예측기법을을 강

조한다. 먼저 징후발견의단게를 통하여 음악, 신기술, 영화, 문학,

광고, TV, 디자인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문화적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가치, 스타일, 취향등을 파악한다., 이러

한 트렌드 지표 및 징후를 바탕으로 미래가치의 가설, 시나리오와

함께 형태와 스타일, 재질과 색상, 기능 등의 상상요소를 포함하는

적용의 단계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징후들, 시나리오, 상상요소들

을 바탕으로 델파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젼을 제시한다.

Trend Union에서는 미래를 현재에서 바라보기를 강조한다. 즉 그

들은 사물의 변함을 예의

하며, 감흥을 거드리며 정확한 용어로 미래디자인을 예측하고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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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합분석

디자인이나 조형은 환경,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

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사회

의 체계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어 디자인을 결정시킨다. 한편,

인간은 환경과 사회, 문화를 진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혁신을 하

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문화는 발전한다.

사회는 기술, 제도, 관념으로 체계를 이루며, 문화는 용구, 행동.규

범, 가치 등으로 체계를 이루고, 디자인은 기능, 조형, 관념으로 가

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흔히 각 체계의 상부구조의 가치, 예를

들어 관념 등은 하부구조(기술, 기능)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디자인의 가치는 디자인자체는 물론 디자인의 외부환경-사회과의

상호밀접한 관계속에서 변화한다.

종합적으로 디자인은 가치변화는 디자인의 수준과 속도가 있고,

또한 디자인의 영역(단위)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달리하며, 디자인

은 변화에 있어서 일정한 유형과 방향을 보인다. 또한 디자인의

가치변화의 패턴은 역사적 규칙성, 연속성, 상이성의 특질을 보인

다.

따라서 디자인의 가치예측의 구조는 예측디자인대상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환경적 요인과의 연계속에서 디자인가치변화의 유형, 방

향, 속도를 규명하고, 현재 디자인 가치의 연속, 반복, 누적의 가치

를 예측시기를 기준으로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디자인분야의 미래디자인의 예측을 위한 방법은 대개가 마케

팅,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등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디자인방법들은 미래디자인의 예측조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즉 방법수준은 환경사회, 문화, 제품의 사용성, 조형 등

그 깊이가 다르고, 예측시기의 장단, 연구방법의 직접과 간접, 자

료유형의 정성 및 정량 등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디자

인의 방법변수들은 미래디자인의 예측조건에 따라 적용에의 선별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디자인은 국제화와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

환경의 변모와 더불어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요하며, 그 예

측방법으로 사회역사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외삽적 방법과 문화심

리적 측면의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의 가치변

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유추적 방법

또한 미래예측의 디자인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한편

디자인이 특성이 기술은 물론 사회문화, 심리적인 면을 포괄하고

있어 그 방법 적용에 있어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측면이 병행되

어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은 외삼이나 유추에

의해 확율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인간의 창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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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바탕을 두고 디자인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를 예측단계의 방법론에 삽입시킬 필요

가 있다.

미래예측의 국외사례를 통해본 방법은 대개가 타운워칭-즉 사회

문화의 변동의 실마리를 바라봄-에 의해 이의 연속선성에서 미래

디자인의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그리고 미래디자인요소의 특징을

규명한다. 이들의 디자인예측 특징은 현상을 중시하는 반면 장기

예측과 디자인의 발번적 측면에서 볼 때 역사의 규칙성과 미래 대

안의 규명과 관련된 디자이너의 창의와 관련된 방법적 측면이 부

족하여 이들 측면에 대한 보완

책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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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가치변화의 특질 사례연구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에 이어 본 장에서는 디자인가치변화

의 다양한 특질들을 디자인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 광범

위하게 살펴본다.

먼저 근대적 디자인이 시작된 1800년대 중반이후의 디자인

을 통하여 디자인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디자인가치변화의

요인들(변수)과 구조적 특징들을 내용(수준), 유형과 방향,

속도, 그리고 환경적 원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품별 사례를 통해본 디자인가치변화의 분석에서

는 내구재, 실용재, 패션적 제품 등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제품영역의 대표적인 제품들, 즉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을 통하여 디자인가치변화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환경요인과 디자인가치의 변화분석에서는 산업혁명이후 주

요시대별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의 외적 환경요

인을 사회이념, 제도 및 규범, 기술용구 등의 측면에서 구체

적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과 디자인의 가치에서 표출

되는 공통적 가치들의 핵심적 키워드들을 각종 이론과 사

례를 조사하고, 토의를 거쳐 내용의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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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자인가치변화의 특성

4.1.1. 디자인가치변화의 수준과 내용

디자인가치의 변화의 현상들은 특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이지

만, 항상 어떤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는 실체들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디자인의 변화는 인공물(man-made things)에 대한 가치의

변화과정으로서 사회의 관념과 이데올로기, 제도 및 규범, 이를

떠받치는 사회적 기술과 경제 수단의 위계 안에서 이해된다.

근대 디자인은 자본주의와 시민의식(부르조아 의식)과 산업주의

라는 사회 관념과 이데올로기와 이의 수단이 되는 각종 제도 규

범의 논리 아래서 태어난 하나의 기술용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디자인 가치변화의 외적 요인(환경 요인)이라고 해야하며

이에 대해 내적 요인은 인공물로서 특정 디자인이 생성 후 그 디

자인의 관념(개념:conceptual property), 기능성(functional

property)과 조형성(esthetic property)의 자체의 논리에 의하여 변

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회사 혹은 디자이너와 디

자인 단체의 정책과 습성이 이 내적 요인을 통제하게 된다.

1) 디자인가치변화의 수준과 디자인가치의 구조
디자인 가치변화의 수준은 가치유형을 개념(관념)적 가치, 양식적

가치(조형 이미지 등), 기술용구(기능, 사용, 관리, 경제성)적 가치

로 구성된다, 한편 이를 구조적 측면에서 규정하면, 디자인가치는

상부구조(내적, 개념, 관념적 가치), 중부구조(양식, 이미지, 형태

적 가치) 그리고 하부구조(기능, 기술, 경제적 가치)로 구분 할 수

있다.

디자인가치변화의 수준별 습성을 보면 사회 관념과 관련된 디자

인가치는 수렴과 분화의 순환적 유형을 취한다. 문화와 종교의

전파와 정복 전쟁을 통한 통일된 관념과 이념의 확산은 수렴현상

이고 같은 이념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표현되

는 모습은 분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식의 조형적 가치는 순

환적 습성을 띤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이미지와 양식을 추구하

는 듯하지만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에 친근감을 느끼는

심리가 있다. 직선적 양식과 곡선적 양식의 반복적 출현 유기적

스타일과 기계적 스타일의 반복현상, 표현적 조형과 고전적 절제

미의 순환은 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결코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

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어느 정도의 차별화와 미적 혁신을 동반

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의 농경과 해상운송,

기원전 16세기 무덤 벽화

기원전 6세기의 무덤, 슈트트가르

트 근방의 유적을 복원한 모습. 산

업혁명 이전까지 인류의 기본 생

활상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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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구적 가치와 관련된 디자인가치는 발전과 확산적인 유형을
취한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의 경제성장(호황)과 관련된 기술

진보의 개념과 혁신적 기술의 확산모델 개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수준에서 일어난 가치변화는 나머지 수준에 파급효과
를 주면서 수준별 가치변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있다. 시민

의식으로 무장한 근대 부르조아는 나름대로 적합한 생활 양식을

찾는 가운데 멋쟁이 스타일을 찾았고, 이는 오늘날 도시 소시민의
차림새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반복된다.

디자인가치변화를 ‘물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현상

들의 유의미한 변화’라고 정의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

인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우하우스가 설정한

인간중심의 인공물 창조라는 개념은 사회민주주의적 관념에서 출

발한 것으로 상부구조의 디자인가치를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나중에 이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위한 물질환경의 창출로 이

어지면서 검소하고 금욕주의적이며 정적인 기하학적 양식을 추구

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이념만큼이나 이해되기 어려운 양

식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초기 산업디자이너들은 형태 전반의

그럴듯한 이미지의 혁신에 주력했는데, 이들은 형태와 기능사이

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바우하우스류 기능주의자들 보다

산업사회에 대한 적응이 좀더 쉬웠고 또한 가시적 성과(매출액과

유행창조)에서도 앞섰다. 바꿔말해 초기의 미국의 산업디자이너는

신제품의 대량생산에 대한 양식적 절충을 시도한 집단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바우하우스의 경우에는 디자이너(조형예술가)가 좀

더 먼저 산업기술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제품 창조

에 뛰어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현대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신조로 여겨지지

만 오늘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사실상 이보다는 전통적 방식

인 양식의 절충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디자인가치의 상

부구조로는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민주주의적인 복지 후생보다

더 적합하게 인식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그러나 어떠한 한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디자인가치변화가 반드시

다른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예로 외형은 바뀌

지만 기술수준을 표현하는 내부 메커니즘은 그대로인 경우가 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형태결정 방식은 당시의 사회가치를

거의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으며 급격히 쏟아져 나온 다양한 제

품과 대량생산 체계에 적용하는데 부적절함이 밝혀진다. 기술용

구체계 수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장인은 전통적 양식을 부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표면장식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보다는 전체적 형태를 새롭게 하고 세부적인 일관성을

기계의 출현과 인간 ‘모던타임

즈’, 챨리 채플린, 1936년

바겐펠트가 디자인한 Jucker

Light(1924년), 전형적인 바우하

우스 스타일로 당시 생산되던

표준 규격의 공업 부품을 이용

하였다.

그림 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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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 것이 현대적인 산업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직업적 역할을

찾게된 영역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수준에서의 변동이 다른 수준에서의 변화보다 더 완만하거나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수준별 변동의 부조화 현상은

현대로 올 수록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변동이 빠른 수준 요소

나 변동이 지체되는 수준 요소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

하다.

2) 디자인가치변화의 불변성과 지속성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변화와 불변성, 그리고 지속성으로 구분한

다. 또한 시간 흐름의 측면에서 디자인가치의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와 지속적 가치의 식별한다. 디자인가치의 변화여부는 변화

나 지속 중 어느 것을 기본적인 현실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치의 목적’ 그 자체는 지속적이다. 하지만 그 ‘가치의

내용, 기술, 기능, 형태’ 그 자체는 역사과정에서 진화되어왔다. 디

자인가치변화는 불변성과 변화로 구분하고 변화는 관념, 제도, 기

술경제에 각각 대응하는 변동 결과에서 찾고 불변성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초적인 물질적 토대에 존재하며, 지속성은 변화와

불변성의 긴장관계에서 찾는데,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

거나 민족적 동질성의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 공동체는 구성원의

기본욕구와 가용 자원의 한계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여기서 사회 정체성의 강화와 사회제도의 정

교화와 함께 물질문화로서 디자인가치 변화의 지속성이 표현된다.

기능과 사용 목적등 디자인가치의 기본 수준에서는 불변성이 존

재하는 동안에도 현상과 이미지와 같은 상징적 수준에서는 변화

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도 있다.

수공예품의 경우 아주 기능적이거나(대장장이나 농부, 직인이 쓰

던 도구), 아니면 전적으로 장식적인(궁정이나 대저택에서에서 사

용되던 여러 사치품) 두경향만이 존재하였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은 왕권과 신민으로 양분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사회 계

층이 분리되어있었으며 이기간 동안의 디자인 대상이랄 수 있는

수공예품의 가치 변화는 정체되어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범위한 양식의 절충현상은 부르조아라는 중간계층의 광범

위한 확산에 따른 다양한 취향의 분포에 의한 것으로 전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자인가치변화의 연속성과 유사성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연속성과 유사성의 불변적 관계가 있다. 연

1939년 뉴욕박람회에서 웨스

팅하우스사가 기획한 프로그

램, 가장의 기계화를 통하여

주부의 일손이 어떻게 덜어

딜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

다.(Battle of The Centuries)

펜실베니아 철도의 가관차, 1936년

레이몬드 로위 로위가 디자인, 속도

감을 주기 위하여 앞에서 뒷부분까

지 연속적인 수평선을 여러개 적용

했다.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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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과거의 가치가 현재 계속 존재하는 것, 다시 미래에 계속

존재하리라 기대되는 현재 디자인 가치의 습성을 말한다. 역사학

서술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누적적 효과로 가치의 연속성을 설명

하기도 한다. 유사성은 장소와 시간의 환경이 비슷할 때 나타나

는 디자인 가치의 모습을 말한다. 사회 환경적 조건이 유사할 때

상이한 시간대와 지역지만 비슷한 디자인 가치가 발견된다. 따라

서 시대나 상황에 따른 디자인의 연속적 가치와 유사성의 가치구

조가 무엇인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과거에 전형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형태처리는 신고전주의적인

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식 기둥과 기단의 형태로

구성된 초기의 축음기, 라디오, 전화기 등은 초기 가전제품의 양

식적 특성을 이루는데, 서양문명이 기본이 기독교와 헬레니즘을

두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는 고전주의(classicism) 현상의

표현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디자인 가치의 연속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문화권에 속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시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디자인 가치의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양식은 원과 사각형, 삼각형을 수평, 수직으로 배열함

으로써 형태정리를 쉽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엄

격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초

기 제조업자들의 추구했던 생산 용이성과 고급품 이미지의 추구

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이 양식은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20세기 초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에도 익숙해진 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허락할 경우 복잡 정교

하고 값비싼 장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역

사주의 양식으로 재현된 바로크, 로코코 등 절대왕정 시대의 스타

일은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패턴과 뒤섞이면서 부가장식의 극단

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양식의 지나친 복잡화는 그 양식이 단명

하는 전형적 현상으로, 디자인가치 변화에 있어 연속성에 대비된

다.

자인가치변화의 장기적 연속성은 인간 기본욕구의 지속성에서 찾

아지며, 중기적 연속성은 욕구에 대응하는 기술의 발전에서 보이

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의 처음 모습이 이전에 비슷한 기능을 수

행해온 마차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다. 신제품의 형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과거의 형태를 따른다. 단기적 연속성 현상

은 후발 제품이 그보다 먼저 기술적 업적을 성취한 제품에서 형

태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동차 앞모양을

37-53

1937년 파리박람회장의 프랑스

관. 과시적인 신고전주의 석조

구조물이 지배적이다.

필립스의 여성용 면도기, 1980년

대, 남성용에 비하여 색상이 화려

하고 좀더 유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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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 비행기 배의 모양을 딴 유선형 제품들, 우주선 이미지

의 볼펜과 면도기 등으로 하나의 양식이 여러 분야에서 반복 표

현됨으로써 디자인가치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속도와 효

율성, 힘의 이미지는 193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제품의 형태에 관

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선형인데, 유선형이 내포한 디자인

가치는 비교적 장기적인 연속성을 가질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

다.

오늘날 디자인가치변화의 유사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크게

산업시스템의 세계적인 확산과 작게는 가공 및 재료처리에 대한

기술부문이다. 전반적인 전기전자제품의 형태가 육면체 모양에

가까와 진 것은 포장과 유통의 편의성과 대량 주택인 아파트 구

조라는 산업체계와 주거체계의 유사성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

표면의 곡율, 빗살무늬표면처리, 알루미늄의 헤어라인 표면처리와

같은 특정한 재질(재료)가 가져오는 특정한 형태나, 프레스 강판

의 곡율, 플라스틱 제품의 둥근 모서리를 보여주는 특정한 성형방

식이 가져오는 특정한 형태는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보편화한

재료와 기계기술 수준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4.1.2. 디자인가치변화의 유형과 방향

1) 디자인가치의 변화유형
디자인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적응과정을 거침으로써 범

문화적 규칙성이 생기며 동시에 영역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범문화적 규칙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이념(관념)과 제도(규범)과

기술용구의 수단이라는 사회구조의 일관성에서 찾아진다.

편리성, 속도, 효율, 위생의 관념은 제품의 출현을 낳는 근대적 이

념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제도와

생산 확대를 위한 자본주의적 산업제도와 상거래 신용 규범, 그리

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항해술과 외연, 내연 기관의 발명과 도시가

스, 수도, 전기 시설은 기술체계로서 도시화와 각종 운송수단의

발명, 전신전화 장치와 가정용품의 도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념, 제도, 기술용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발견되는

다양성은 다시 그 단계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물질문화에 폭넓은 다양성을 주며 오늘날 수많은 제품으로

구성된 인공환경은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가치 변화의 유형은 이처럼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각 단계

중에서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65-33

최초의 체인 자전거(1873년), 오

늘날의 자전거가 갖는 모든 요

소가 있지만 아직 합리적인 설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에디슨 축음기, 1890년

대, 기본적으로 가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양

식은 신고전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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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의 특징은 크게 진보, 퇴보, 순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의 가치를 서술하는 것이 디자인된 대상을 객

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 의미있는 방향을 취하게 된다는 사

실에 근거한 것이다.

2) 디자인가치변화의 방향
문화적 측면에서 디자인가치변화의 방향은 진화(혁신) , 전파(새

로운 상징요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통합된 후 파급효과로서),

그리고 성장의 단계를 따라 움직인다. 다시 디자인가치 진화는

단선적 진화(생산, 사용의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진보), 총체적 진

화(기술, 제도, 관념의 과정), 여러 유형을 복합한 다선적 진화(환

경 및 문화적 차별성에 따른 상대적 개념)로 구분된다. 문화 진화

의 일반 특성과 같이 디자인가치변화의 방향은 동질성을 향하는

무질서의 증대 과정으로 상호 관련성의 증대, 고도의 에너지 집

중, 개성 증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좀더 전문적으로 분류하면 물질문화 일반의 관점에서 ‘전진과 분

기(일반진화)’, ‘진보와 변이(특수진화, 다양성)’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러 방향이 동시에 추구되기도 한다. 특수 진화의 특

징은 ‘적응적 변형을 통해 다양성을 창출’하며, 새로운 형식들이

낡은 것들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 일반진화는 절대적, 객관적 관

점의 진보로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총체적 발전

을 향한다.

디자인가치변화에 있어 진화적 방향의 일반적 특성은, 먼저 ① 소

량(저단위)의 에너지로부터 다량(고단위)의 에너지 변환으로 이

행이 있다. 예를 들어 목재 연료에서 석탄에너지 다시 석유와 전

기, 원자력 에너지로 이행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는 ② 낮은 통합수준에서 고도의 통합수준으로 이행이다,

예를 들어 단순작업을 기계화하여 이를 한사람의 조작자가 통제

하게 됨으로써 작업을 일괄 통합하는 행위로 이는 작업과 생산의

효율을 높히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는다. 오늘날 자동화

빌딩의 중앙통제 장치나. 부엌을 중심으로 가사 일이 기계화하고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이 그 사례이다. 구체적인 예로 바우하우스

가 제시한 기하학적 조형의 여러 생활용품은 당시의 기술에 의해

일관 제조, 생산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생산과

정과 디자인의 통합화를 지향한 것이었다.

세번째는 ③ 낮은 총체적 적응성에서 높은 총체적 적응성으로 이

행이다. 사회구조를 이루는 관념, 제도, 기술용구에 대한 가치변화

그림 19 60-31

1880년대 독일 철도의 증기기관

차. 모든 구성 부품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이전의 혼란스럽

고 억센 증기기관차의 이미지를

탈피하려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게 되면

그 외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

울이게 된다.

캐딜락 광고, 1958년, 헐리우드

스타일과 풍요의 사회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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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변화가 선행

하고 기술용구가 도입되며 제도화를 이루는가 하면, 오히려 특정

한 기술용구문화가 한 사회의 관념체계의 변동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라는 관념(이념)체계가 표방하는 인권의

개념은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규범을 낳

았고, 이를 기초로 대단위 주거계획(아파트의 건설 같은)과 전기,

수도, 가스 공급체계와 대중교통망이라는 하위제도와 이에 대응

하는 다양한 기술용구 체계를 가져왔다.

특히 산업혁명 후 급속히 도입된 여러 기계들은 갖가지 사회제도

와 관념체계를 낳았다. 자동차의 대량생산에 따른 여가개념의 확

산, 도시구조와 교통체계, 관련법률의 제정이 한 예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200년간의 기계 기술과 기계 제품의 확산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은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이란 새로운 관

념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기술용구라는 하부구조가 관념과 이

념이라는 상부구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급진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3) 디자인가치변화의 특성과 전파
디자인가치 변화의 특수성은 여러 방향들을 따라 디자인가치가

계통발생적, 분기적, 역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하

나의 디자인가치는 경우에 따라 특수한 적응 변형의 모습을 취한

다. 한 예로 1929년의 파리세계박람회 때 나온 ‘아르데코(Art

Deco)’라는 용어는, 오늘날 1920년대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색채의

‘재즈’ 패턴에서부터 1930년대 유선형의 금속제 모더니즘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장식과 표현을 서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정

한 시기의 특정한 양식이 다양한 계통 발생적 습성을 띄는 현상

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시기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아르데코

에 대한 해석은 그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간 수많은 영향들과 유

행 경향들을 몇 가지 계통으로 묶어준다.

디자인가치변화의 방향에 있어 전파가 미치는 영향은 다른 영역

에서 발생한 변화가 상호작용하며 퍼지는 것, 충돌에 따라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 등이 있다. 가치변화의 전파에

있어 전파의 정도와 그 전파를 결정하는 요소들, 전파방해 및 촉

진을 시키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

인가치의 전파와 접촉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방향은 전

파와 접촉의 상황에 처한 두 디자인가치체계 사이에 유사성이 증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화가치의 변화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지위가 높은 가치구조체계

주지아로가 세이코사를 위하여

디자인한 각종시계(1982년), 70

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신기

능주의가 각광 받았다.

에디슨 축음기, 1890년대, 기본

적으로 가구의 모양을 하고 있

으며, 양식은 신고전주의이다.

뉴욕 채닌 빌딩의 중역전용 입

구, 19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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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약하고 후진적인 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위체계에 의

한 동질화를 낳는다. 디자인에 있어 좀더 고차원적이고 정교한

개념체계를 갖는 것이 이에 따르는 규범과 기술을 정교하게 조직

해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상위의 디자인가치체

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보다 약한 것들은 이에 동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의 디자인의 가치체계는 개념적, 지성적,

도덕적 요인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적인 방향을 둘

것이다.

4.1.3. 디자인가치변화의 원인

1) 디자인가치변화의 요인
디자인가치변화의 원인은 다수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디자인

가치변화의 요인을 들면, ①관념(지적인 진화와 새로운 사고방식),

②제도와 규범(관습, 의례, 법률, 특허법 등), ③물질(기술, 경제),

④인간의 내적인 상태(창조적 엘리트, 인간), ⑤각 요소간의 사회

상호작용(영역별 교류와 상승효과, 갈등 등이) 그것이다.

관념은 사회구조의 상부체계로서 제도와 기술경제에 광범한 영향

을 주는 디자인가치체계의 변화요인이다. 중세 기독교문화는 기

독교 규범과 제도, 고딕교회라는 기념비적 건축을 낳은 중심적 요

인으로, 19세기 중반 산업화에 저항하는 장인과 예술가들이 입장

을 재정향(reorientation)할 수 있는 관념적, 규범적 동기가 되었

다. 당시의 복고주의적인 예술가들은 고딕건축을 한없는 영감의

원천으로 이용하였다. 고딕적 양식은 모든 묘사에서의 순수성과

조화로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중세 장인의 생산적인 삶은 이상적

인 생활상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중세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지만, 상징적 역할로 충분했고 이후 고딕 구조는

중세 생활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근대적 가정의 실내와 가구까지

장식하게 되었다.

디자인가치변화에 있어 제도 및 규범적 요인을 들자면 20세기초

부터 각국에서 추진된 굿디자인운동(good design movement)을

들 수 있다. 1907년 기계미학과 표준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은 굿디자인 운동의 초보적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뉴욕 현대미술관의

전시회들은 미국 디자인계에 ‘굿 디자인’을 복구시켜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영국에서는 고든 러셀이 <디자인>지에 그 주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기고했고, 독일에서는 ‘좋은 형태’의 관념에 입각한 디

자인가치의 규범적 기준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대전후 본격화

그림 25 52-105

AEG사의 아크등(1907년), 페

터 베렌스가 디자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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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굿디자인 운동은 훌륭한 물질생활 양식과 취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는 곧바로 정당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

인가에 대한 규범체제로 정립되었다.

굿디자인 운동은 한편 각 나라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자기 나

름의 국가적 스타일을 발전시키려는 경향을 띄면서, 다원주의적

인 디자인 모델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기도 했다. 비슷한 경향

으로 각기업은 기업과 기업제품의 대 사회적인 이미지 확립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기업이미지통합체(cooperate

identity program)와 제품이미지통합시스템(product identity

system)의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

에 설정된 기업의 디자인가치체계에 있어 디자인의 규범적 가치

는 이후 기업의 이미지 정책과 생산품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

굿디자인운동과 기업이미지통합 정책은 디자인가치체계가 사회별

로 기업별로 재구성(reconstruction)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술용구적 요인과 디자인가치변화
기술용구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오늘날 같

은 기술지배 사회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술결정론적 접근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를 규명하는데 유

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가까운 예로 근대 이후 일본의 산업

화 정책과 디자인의 역사에서 기술용구적 요인이 현대 디자인의

가치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9세기 말 서구의 기술공학

적 우위를 명확히 인식한 일본은 중공업에 치중하면서 군수부문

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했다. 한편 소비부문

에 있어서는 도자기와 남비와 기모노 등의 전통적 품목만을 수출

하였다. 이 기간에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또 본 것을 열심히 흉내내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발전은 여러 면에서 이태리, 독일과 유사하였

지만 과거와는 달리 중공업보다 자동차나 전자 제품과 같은 기술

상품 쪽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소니(Sony)사는 50년대 트랜지

스터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간파하고 서방세계에서 그 특허를

사들여 라디오와 텔레비젼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당시 확장일로에

있던 매스미디어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70년대와 80

년대에는 미국 방송국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던 자기 비디오 재생(

VTR)기술 특허를 구입하여 전세계적인 비디오플레이어와 비디오

카세트 시장을 석권했고, 축적된 극소 전자기술을 십분 활용한 워

크맨(Walkman) 역시 전세계적인 인기와 기록적인 판매고를 이루

었다.

52-153

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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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성공에서 우리는 가능성 있는 특정

기술을 디자인가치체계의 핵심 요소로 적용함으로써 디자인가치

의 확산을 통하여 생활 양식과 제도 규범을 재조직해나가는 전형

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워크맨으로 불리는 미니 카셋트 스테레

오 플레이어(mini cassette stereo player)를 서구사회에서는 <음

악을 들을 때 예의를 지키게 해주는 기계>로 정의한 바 있다. 이

러한 대목은 특정 제품이 그 사회의 규범과 관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를 한다.

4.1.4. 디자인가치변화의 과정

1) 디자인가치변화의 단계
디자인의 외적 환경을 이루는 여러 요인의 끊임없는 변화와 함께,

디자인을 구성하는 가치체계 역시 생성, 변동, 소멸의 과정을 거

친다. 인공물로서 디자인은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소멸의 네

단계를 거치며 디자인을 구성한 가치체계도 각단계에 대응하여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과정(필요성의 창출)을

디자인가치의 생성단계로 보며, 특정 필요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일단 디자인이 성립된 이후에는 기능과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디자인가치가 형성되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가치(관념-제

도규범-기술용구)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가치구조(개념-상징조형,

이미지-기능) 중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인가가 먼저 파악

되어야하며 동시에 가치구조 상의 상부, 중부, 하부 구조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디자인가치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의 출현(발명, 생성)은 19세기 초 현미경에

의한 세균의 발견이 가장 큰 동기로 꼽힌다. 세균을 통한 질병의

발생과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위생

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고(관념적 가치), 전기 보급과

전동기의 실용화에 따라 진공식 흡입원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기술용구적 가치).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체계와 전

기, 가스 공급 체계는 공공복지와 공중위생의 제도(제도, 규범적

가치)로 가로등, 가스조리기구와 함께 진공청소기의 디자인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된다. 그외에 산업혁명에 의한 부르조

아적 평등의식과 하녀나 하인의 대규모 공장 직공 전업과 임금

집안일 연습, 1908년, 런던

모던테라스 학교(Modern

Te4rrace School)

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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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따라 주부 스스로 가사 일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청소기를 포함한 세탁기와 오븐 등의 발명과 보급은 이러한 사회

제도의 변화에 대한 기술용구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속적인 사회가치의 변화에 따라 기술용구로 정착한 제품

은 다시 외부 환경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스스로 가치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화한다. 그 발전과 진화의 단

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공 청소기)

①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관념의 일반화: 위생 관념

② 기본원리의 확립 : 진공식 흡입

③ 핵심 부품의 실용화: 전동기 실용화

④ 기본요소의 규정: 흡입구, 방출구, 호스, 먼지 주머니, 전동기

어셈블리

⑤ 기본 모델의 등장: 최초의 전기식 진공 청소기

⑥ 핵심 부품의 성능향상과 기본요소의 재배치, 보관함, 안전장치

의 부가에 수반된 다양한 혁신: 강력 모터의 도입, 조립식 보

관, 고장 및 유지 수선 보조 장치의 부가등

⑦ 주요 생산업체와 경쟁업체의 등장: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여

러 기업이 다양한 유통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경쟁에 돌입

(월부제, 순회판매원, 제품시범 행사 등)

⑧ 외형과 스타일의 1차 분화: 유선형 등 유행 양식의 창조, 첨단

기술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

⑨ 용도별 분화: 휴대용, 가정용, 산업용 등

⑩ 외형과 스타일의 2차 분화, 미적 혁신

⑪ 신기술의 도입과 부가 장치 부착: 충전지 사용, 전자식 제어

등

⑫ 신기술 도입, 스타일 혁신과 패러디의 무질서한 등장, 기술적

소구력의 약화: 오늘날 진공 청소기는 첨단 제품에 속한다고

아니며, 제조업자와 기업은 부분적으로 첨단 부품을 도입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⑬ 시장안정과 정체: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면서 더 이상 판매

가 증가하지 않는 정체기에 들고 투자회수가 끝나면서 비용이

드는 기술혁신 보다는 사소한 외형 개선에 매달리게 된다.

⑭ 제품의 소멸과 생성: 생활 양식의 재조직과 사회 시스템의 변

화로 특정 제품은 소멸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혁신적 개념

의 도입으로 전혀 다른 유형의 제품이 등장한다.(예: 건축적으

로 벽면흡착식 등 무균실의 개념이 도입되는 경우)

2) 디자인가치변화의 속도
디자인가치변화의 문제는 변화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기

Walking Coffee Pot 마테오

튠, 1986년, 기술적 난이도가

약한 품목을 통하여 제멋대로

자기 표현을 시도하는 것이

포스트모던류 디자이너들의

공통된 습성이다. 이는 80년

대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 극

단적인 개인주의와 신자유주

의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14-129

Ergonomi Design Group,

1980년,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식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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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변화의 속도에서 찾아진다.

왜 어떤 사회와 어떤 시대들에서의 디자인은 특히 빠르거나 느린

변동의 속도를 보이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디자인가치의 변화가

작용했으며 얼마만큼 작용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디자인가치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생리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다. 인간 특유의 권태, 인간수명, 인구학적 요인 등이 그것

이다. 근대 이후에는 기술발명과 폐기,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체제의 급속한 변동도 디자인

가치 변화를 가속화 시킨 요인이다. 변화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

은 크게 봐서 사회적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계층체계,

공동체 분열, 기득권, 국수주의적 문화적 운동 등이다.

디자인가치 변화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이해

될 수 없을 때, 강요될 때’ 저항 받는다. 워크맨이 다른 사람을 방

해하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 반

면, 교통사고 등의 청각능력의 제한에서 오는 안전사고와 오래 사

용시 청력저하와 같은 신체기능에 대한 악영향과 같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용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낮은 가치수준에서 변화가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나 높은 가치에

모순이 될 때 저항 받는다. 진공 청소기의 경우 성능이 높아지더

라도 소음이라든지 전력소비가 너무 커지는 것은 안락한 삶과 생

활 절약에 모순되므로 이런 방향의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심리

적이고 사회적인 제한이 변화의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기능주의를 추구한 근대 디자인 이론가들이 의식적

으로 추구한 장식의 배제와 순수 합리적이고 엄격한 형식의 조형

미와 50년대 이후 대중적 스타일간의 갈등에서 디자인가치변화의

저항과 가속적 변화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전후에 다시 출현

한 독일 기능주의는 초기의 것보다 더욱 의식적으로 금욕적인 양

식을 취한 것이었으며, 디트로이트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내놓은

현대적 기계의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적인 이미지에 반하여 ‘순수

파’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적인 소비자용 상품에 있어서 주

된 국제적 시각언어가 되고자 하였다. 적어도 기능주의적 관념가

치는 상부의 디자인가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 세계는 20년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생활

휠체어용 조작기구, 중증장애

자를 위한 디자인(1992년, 네

덜란드 Exat Dynamics BV)

60-192

R. Goddard의 4단로켓, 1936년.

미국은 그간 축적된 기술에다

전쟁후 독일의 V-2를 들여와

로켓 추진체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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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용품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했고 디자인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두드러진 양상이

되었다. 이는 동시대 문화의 일부이며 ‘즉석 생활양식’의 가치를

전달하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사용함을 뜻했다. 젊은들 조차 어느

정도의 지출 능력을 갖게 되었고 즉흥적 유행과 소비가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디자인가치체계의 상부구

조로 강요되던 기능주의적 엄격주의는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다.

조직적이고 논리적 통합성이 강한 상부가치 구조는 산발적이고

느슨한 하부가치를 한동안 통제하지만 궁극적으로 권태와 새로움

의 추구라는 인간 기본의 욕구에 기반한 저변의 강력한 변화 요

인이 경기활성화와 젊은 세대의 출현에 의해 급격하고 빠른 디자

인가치의 변화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가치변화의 방향은 좀더 차원 높은 가치 향해 통합되고 복

잡화하는 과정(예: 기능주의 이론의 성립과정)을 통하여 세련되고

체계적인 특성을 확립하고 그 하위 가치를 지배하고 통제하지만

성취된 통합성은 다음 단계의 변화를 방해하고 저항하게 되며 이

는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 기존가

치가 변화된 환경가치에 적응 못하고 세부 문제를 해석하고 해소

하는데 탄력성을 잃으면 그간 누적된 광범위한 변화 요인에 의해

한순간 가속적인 변화를 겪고 기존 상부가치체계의 많은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의 빠른 속도는 인간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

박감을 줄 수 있다. 텔레비젼의 경우 터릿식 채널조정이 디지털

화 한 후 일반화한 리모콘(remote controller: 원격조정기)의 도입

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르고 복잡한 조작 방식을 요구함으로써

나이 많은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 경우인데, 최근에 광범

위하게 확산되는 컴퓨터 역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 듯 너무 빠른 변화나 느린 변화 모두 디

자인가치체계에 긴장을 발생시킨다.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디자

인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이 필요하

며, 동시에 적정한 디자인변동속도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전제 조건으로서 디자인가치체계는 현대 사회의 기술

주도적인 사회 변화의 방향보다는 인간 생활 전반의 질적 조건

향상이라는 좀더 장기적이고 차원 높은 수준에서 구해져야 할 것

이며, 이와 같은 시각에서 물질문화에 대한 디자인가치체계의 변

화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합금을 이용한 안경테,

1995년, 제품차별화를 위하여

고가의 재료를 정밀하게 가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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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분석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의 경제성장(호황)과 관련된 기술진보의 개

념과 혁신적 기술의 확산모델 개념을 정착시켰다. 현대사회의 기술

결정론에 입각한 기술용구적 가치에 직접 관련된 디자인가치는 발

전과 확산적인 유형을 취한다. 한 수준에서 일어난 가치변화가 나

머지 수준에 파급효과를 주면서 수준별 가치변화의 균형을 추구하

는 경향에 의해 각 분야의 기술 개발은 다른 분야를 선도하면서 디

자인가치를 이끌게 된다.(예: 자동차 > 모빌 폰 > PCS)

그러나 어떠한 한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디자인가치변화가 반드시

다른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관념적이고

관습적인 가치의 변화는 기술용구나 제도규범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능과 메커니즘이 도입되더라도 조작방

식이나 그 외형은 어느 시기까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가 있다.

디자인가치변화의 장기적 연속성은 인간 기본욕구의 지속성

에서 찾아지며, 중기적 연속성은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규범

의 설정과 기술의 발전에서 나타난다. 자신이 처한 물질문명

에서 일정한 업적을 남기고자하는 욕구는 전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문명 유적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러

나 이를 성취하는데 동원한 제도와 규범은 정체에 따라 일

정기간 지속되었으며, 필요한 기술용구는 상황에 따라 자체

개발되기도하고 모방하기도 했다.

디자인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적응과정을 거침으로써 범문

화적 규칙성이 생기며 동시에 영역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범문

화적 규칙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이념(관념)과 제도(규범)과 기술용

구의 수단이라는 사회구조의 일관성에서 찾아진다.

디자인가치변화에 있어 진화적 방향의 일반적 특성은, 먼저 소량

(저단위)의 에너지로부터 다량(고단위)의 에너지 변환으로 이행이

있다. 두번째는 낮은 통합수준에서 고도의 통합수준으로 이행이다,

세번째는 낮은 총체적 적응성에서 높은 총체적 적응성으로 이행이

다. 사회구조를 이루는 관념, 제도, 기술용구에 대한 가치변화는 동

시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변화가 선행하고 기

술용구가 도입되며 제도화를 이루는가 하면, 오히려 특정한 기술용

구문화가 한 사회의 관념체계의 변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다. 민주주의라는 관념(이념)체계가 표방하는 인권의 개념은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규범을 낳았고,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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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주거계획(아파트의 건설 같은)과 전기, 수도, 가스 공급체계

와 대중교통망이라는 하위제도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용구

체계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과정(필요성의 창출)을 디

자인가치의 생성단계로 보며, 특정 필요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일단

디자인이 성립된 이후에는 기능과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

인가치가 형성되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가치(관념-제도규범-

기술용구)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가치구조(개념-상징조형, 이미지-

기능) 중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인가가 먼저 파악되어야하며

동시에 가치구조 상의 상부, 중부, 하부 구조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

명하는 것이 디자인가치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오늘날 디자인가치변화의 문제는 변화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라기 보다는 변화의 속도에서 찾아진다. 왜 어떤 사회와 어떤 시대

들에서의 디자인은 특히 빠르거나 느린 변동의 속도를 보이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디자인가치의 변화가 작용했으며 얼마만큼 작용했

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 이후에는 기술발명과 폐기,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체제의 급

속한 변동도 디자인가치 변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다. 변화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은 크게 봐서 사회적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엄

격한 계층체계, 공동체 분열, 기득권, 국수주의적 문화적 운동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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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태별 사례를 통한 디자인 가치변화 분석

4.2.1의자 (Chair)

1) 일반 의자 : Chair

20세기의 모든 가구디자인의 주요 주제는 의자의 모양새, 구조, 재

료를 통하여 비춰진다. 의자의 제작수단을 현대적이든 전통적인 것

어느 것을 따르든, 디자이너들은 의자를 통하여 개인의 디자인철학

이 표명한다. 1910년대 후반의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의

의자에서는 앉는 것에 있어서의 편안함보다 공간적인 조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찰스 임즈(Charles Eames)는 진보된 기술

을 사용하고 인체에 있어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의자를 제작하

는 인간공학적 이론을 적용헀다. 60년대 가구디자이너들은 결정론

적 접근을 덜 추구하였다. 사꼬(Sacco)의 경우 앉는 사람들마다의

체형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다.

2) 소파 : Sofa
어떤 거실에서 소파는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 가장 비중을 많이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미적인 것과 편안함 두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지

고 있다. 즉 가구를 통한 디자인 주장 - 디자이너들의 개인적 철

학을 표현-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의 통로로서 자주 사

용된다.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장네르(Jeanneret), 페리앙

(Perriand)에 의한 Canape LC2 (Petit Confort)는 여러 방면의 고

려점들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이룬 훌륭한 소파예이다. 이는 우아하

고 외형적으로 눈을 끌며 앉기에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를 의도하

듯이 완벽한 현대적인 형을 취하고 있다.

3) 식탁용 의자 : Dining Furniture
나무가 비싸고 쉽게 손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나무 식탁

과 의자의 인기는 매우 높다.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과 찰

스 레니이 매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와 같은 디자이너

들은 나무의 우수한 질을 유지하면서 대범하게 현대적 가구를 제

작했다. 카를로 몰리노(Carlo Mollino)는 기계제작기술을 주방가구

를 제작하기위해 많은 폴리우드를 사용한 여러 디자이너들중의 한

명이다. 다른 디자이너들중에서는 다른 선택의 해결방안으로 새로

운 재료, 특히 플라스틱을 사용하였다.

4) 사무용 의자 : Desk & Chairs
세기초 책상과 걸상은 중요한 가구였다. 최근까지 직접 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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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재료의 발달과

컴퓨터의 출현은 책상과 걸상에 대하여 개혁할 주분야가 되었다.

높은 등받이와 많은 서랍의 전통적인 딱딱한 책상은 점차적으로

간결한 모양새로 전환되었다. 걸상은 작업자의 편안함과 영향력 있

는 가장 중요한 사무용 가구의 하나이다. 이는 오늘날 뜻밖의 안락

한 하이테크 구조와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하나의 사

무공간에서의 책상과 걸상은 기업이미지와 기업계급조직의 사무실

표시(indicator)가 고려되어 계획자에 의해 선택된다.

5) 가구의 기원
인류 역사상 가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

나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가구가 최초로 제작된 것은 ‘스코트랜드

오크니 제도(Orkney Islands)'의 ‘스크라 브래(Skra Brae)’에서 발

굴된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에 있던 의자와 침대가 통합된 가구를

최초의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의 발생은 인간이 일정

지역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그 거주 공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구가 제작, 실용화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

지에르 렉마이어(Vizier Rekhmire)'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에 노예

들이 가구를 제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국

가의 형성 이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가

구의 발생과 유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보다 나은 신체적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 가구

를 제작하였다. 인간은 직립하며 상체를 두 다리로 떠 받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앉거나 드러눕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의자나 침대 또는 평상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농경생활로 인해 인간이 일정지역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점

진적인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와

기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장은 작업을, 음식을 담는

그릇은 식탁 또는 천장을, 일상용품이나 식량, 의복등은 수납기능

의 상자나 함, 장롱을, 문자의 발달은 문방구를 두는 책상과 탁자

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로, 특별한 범주의 가구로는 상징적이거나 의식적(儀式的)인

의미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왕권을 과시하거나 신성한 절대

자의 힘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의미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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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반면, 일상생활의 편리함이나 안락함과 관련된 가구의 기능적

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이집트 문명

에 있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의자와 중세의 제식용(祭式用) 가구 및

동양의 사찰(寺刹)이나 사당(祠堂)에서 사용하는 제기(祭器)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러한 제기에서 파생된 양식(樣

式)들이 일반 가구에도 적용되어 존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구

는 오늘날까지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계층적 권위를 상징하

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구의 상징성은 예술성과 결합하여 가구의 양식 또는

디자인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농경 생활과 같은 정착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구는 의식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생활용품으로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구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좁은 의미로는 계급

적 분화가 일어난 역사 이후의 시대부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조형물(造形物)로서 건축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넓은 의미

로는 각 인종과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내재하고 있는 사상

과 종교의 역사적 전통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구양식은 어느 한 민족의 문화적 요인으로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적 요인을 흡수, 융화시켜 그 민족 특유의

미의식을 내포한 조형미로 창조,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형성, 발전은 역사적․문화적 요인외에도 지리적인 영

향과 기후조건, 천연자원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

다. 따라서 가구는 시대별, 지역별, 계층별 특성에 따라 각 시대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예술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복잡하지만 신중하게 디자인된 가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집트 문명은 관료적이며 위계

질서가 엄격한 문명이었고 상류계급은 갖가지 복잡한 물건들을 만

들어 사용했으며 정성껏 안락함을 추구했다. 이집트 문명은 또한

그 장례습관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일상용품을 보존한 문명이며 그

래서 오늘날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집트문명의 의자,

침대,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품 상자까지도 정상적인 사용과 보관상

태로서는 수천년간 보존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재료로

만들어졌는데도 모두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가구는 종종 사실적인 디테일을 양

식화하거나 생략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꽃병에 그려 넣어

진 그림인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고

대 로마 가구와 비슷하게 실례보다는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용 가능한 정보 자료로 상당히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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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들 자신의 몸가짐이 진보한 문명인들이 취하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몸가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식

사할 때 우리는 의자에 똑바로 앉는 반면 로마인들은 비스듬히 드

러눕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명들(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문명들)이 복잡한 가구를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현대 유럽의 가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유래

된 것은 아니다.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가구는 최소한에 그치는 원

시 상태로 되돌아가며 중세가 복잡하고 풍부한 문명으로 변모하면

서 비로소 복합적이며 발전된 형태로 재출현하였다.

6)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의 가구
기능적이라 할 중세 가구는 단순한 등받이 없는 의자, 긴 의자, 수

납용 상자, 그리고 침대에 국한되었다. 침대는 북유럽 겨울의 혹독

한 추위로 인해 종종 방안의 움푹 들어간 곳(앨코브)속에 마련되었

다. 상자처럼 된 트렁크와 같은 장에는 아무 것이나 넣어 두었고

종종 앉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애초에는 주로 의식에서 높은 사

람이 앉았던 의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똑바로 앉도록 하기 위해

등받이와 팔걸이를 마련한 상자 또는 장의 특별한 형태로서 출현

했다. 현재까지 전하는 대부분의 중세 가구는 귀족적이거나 종교적

인 분위기를 이루어 주었던 것들의 일부이며 정교하게 판각된 장

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상 가구는 대체로 없어져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시대에 그려진 회화나 소묘로 미루어 보면 일상 가구

가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희귀했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의 간소한 이런 패턴에 덧붙여 몇 개의 독창

적인 가구 종류(즉 접는 스툴과 의자)를 발전시켰다. 특히 이탈리

아를 중심으로 가구의 눈부신 혁신이 이루어지고 수량과 정교함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아직 의자와 제단의 장식이 아무리 정교해졌더

라도 안락함과 편이의 기본 조건은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채 머물

렀다.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면서, 특히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점

이 개선되는데, 대체로 복잡한 가구에서 신체적인 안락함과 실용적

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발전이 있었다. 팔걸이가 있는 소파나 장의

자 같은 다양한 좌석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자 쿠션도 개선

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서랍장, 책상, 필기대의 출현과 함께 점점

기능적인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짐과 때를 같이하여 외면적인 장식은 오래된 과거의

유물과 멀리 떨어진 이국의 양식을 모방하는 어떤 것으로서 새로

운 “스타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전적 건축의 요소들이 가구에 도입되어 다양한 이국적 요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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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국풍”과 결합되었는데 이것은 여행의 증가와 교역 덕분으로

동양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명한 가구

의 “시대”는 골동품 수집가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

에 고풍적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당시 서구의 발전된 공예

기술과 창의력에 결합될 수 있었다. 이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방식

에서는 아무리 경탄할 만하더라도 유럽의 귀족계급을 위해 발달한

정교한 가구의 형태와 개념들은 현대 가구로 직접연결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중산계급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안락과 편이에

대한 고려와 덜 허식적인 시각적 표현이 결합된 보다 단순한 종류

의 가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 개척 초기의 미국
미국의 시작은 유럽에서 브루조아(중산층)가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

였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프랑스와 영국 귀족의 “고상한 스타일”보

다는 종종 시민적인 전통에 더욱 가까웠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

국에서 광범위하게 제작되었던 윈저풍의 의자, 뉴잉글랜드의 실용

적인 소나무 가구는 현대적 감각에서 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능적이다. 불행하게도 “식민지풍”의 모방에 대한 유행이

사회의 지식층 계급의 등장과 함께 일반화된 귀족적인 스타일을

흉내내려는 경향을 띄었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였다.

기원전 의자 높이는 매우 얕아 앉는 이가 불편해 보이나 이집트인

들은 원래 마루에 웅크리고 앉는 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상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의자나 침대 디자인에 있어서 두드러

진 특징은 사자나 개의 다리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서 동물의 뒷다

리는 의자 뒷다리에 앞다리는 앞부분에 이용하였으며 개의 발 모

양을 조각한 의자 발은 작은 나무토막 위에 얹어 놓아서 장식적

부분이 밀짚 매트의 깔개 위 부분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였다.

8) 1851년-1930년 : 산업혁명의 등장과

현대가구의 출현
장인에 의한 소규모 가구 제작소는 가구공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

다. 중세에서는 왕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정교한 가구를 많이 갖

고 싶어하는 평민의 욕망은 이제 얼마든지 충족될 수가 있었다. 안

락함과 정교함 , 쓸모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로 지나치게 꽉 들어찬

빅토리아 왕조 당시의 실내가 중산층의 생활 분위기가 되었으며

한편 부유층은 과거의 스타일을 점점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모방

한 것을 찾았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현된 고딕식 성채, 프랑스

식 성곽, 조지왕조 풍의 저택은 또한 적절히 모방된 스타일의 가구

가 들어차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당시의 가구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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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태도는 백화점 가격으로 다량으로 “시대”를 생산해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새로운 발명과 산업화의 힘은 새로운 종류의 가구의 출현

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동시 구시대 스타일의 모방에 대한 염증은

현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가구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그가 주도했던 ‘예술

과 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이 기계식 공장생산을 통

해 장식의 무차별적 복제와 모방에 열중하는 빅토리아조의 풍조를

포기할 것을 제창했다. 모리스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건

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본으로서, 스타일 상으로 반

드시 아주 단순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공예솜씨와 그 솔직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 중세의 공예로 되돌아 갈 것을 주

장했다.

유럽 대륙에서는 당시 생산품에 대한 유일한 접근방식이었던 과거

의 모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구적인 노력으로서 또다른 종류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른바 신미술운동, ‘아르누보’(art

nouveau)운동이다. ‘아르누보’(art nouveau) 라는 명칭은 건축, 그

리고 가구를 포함하는 다른 모든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접

근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미학 원리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전통 미

술쪽으로 보다는 자연으로 주의를 돌렸다.

벨기에인 앙리 방 드 벨드(Henry van de Velde)가 이 운동에서 가

장 활약한 이론가였고 역시 같은 벨기에인 빅토르 오르따(Victor

Horta), 프랑스인 엑토르 귀마르(Hector Guimard)도 비슷한 독창

성을 지닌 작품으로 그에 가담하였다. 아르누보는 나무줄기와 잎

같은 식물형태에 모티브를 둔 물 흐르는 듯한 곡선형태의 스타일

이었다. 주요작품이 건축적인 것이었지만 아르누보의 디자이너들은

가장 작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양식에 따라 일관성있게 디자인한

물건들로 가득찬 실내를 꾸며 그들의 건물을 완성시켰다.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Antoni Goudi)의 작품에는 다른 아르

누보 작품과 관련을 맺는 환상적인 곡선형태의 가구가 종종 보인

다. 그 반면에 세제션(Sezession, Secession)이라고 불리는 빈을 중

심으로 한 운동의 요셉 호프만 (Josef Hoffmann)과 다른 멤버들은

아주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또다른 양식의 아르누보를 완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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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트랜드의 챨스 레니 매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는

건축가였지만 또한 아주 독창적으로 자기가 세운 건물의 인테리어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여 인테리어의 변경이라 해야 할 프로젝트

들)를 다루면서 독특한 가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미국의 H.H.리챠

드슨(Richardson)도 간혹 자신의 건축프로젝트를 위한 가구를 디

자인했으며 가구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그의 제자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

트(Frank Lloyd Wright)에 의해 계승되었다. 당시 다른 건축가들

과 마찬가지로 라이트는 자기의 혁신적인 건물 자신의 의도에 맞

는 가구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공장제에 의하여 생산된 가구는 미카엘 토네트

(Michael Thonet)와 그의 형제들의 시도한 제품은 오늘날 잘알려

진 예술과 디자인 “운동들” 과는 그다지 관련을 맺지 않았다. 토네

트 형제는 나무를 곡선의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증기로 굽히는

기술, 그리고 의자를 비롯한 다른 가구제품을 나사못으로 조립하여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테

크닉은 재료를 절약했고 공장생산의 “생산방식”과 어울렸다. 생산

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것에 대한 모방을 배제했고 현

대의 산업기술과 관계를 갖는 진정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였다. 곡목(bent wood)으로 만든 가구는 당시의 “예술적” 취

향의 바깥세계에 있었지만 실용성을 성취했다.

바우하우스의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초기 작품은 나

무를 재료로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가늘고 긴 조각(strips)과 평판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데 스틸(De Stijl)’의 작품, 특

히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리트벨트의 디자인은 - 때때로 생각보다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안락함과 효용성 만큼 미적 효과를 의도한 조

각형태로서 발전되었고, 그리고 몇몇 디자인에서 밝은 원색을 사용

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도형적인 감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브로이어

의 가구는 금속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서 크게 변한다.

브로이어는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자전거에 사용되고 있는 관 모

양의 강한 크롬합금의 관을 의자 프레임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1925년 처음 제작한 관 모양(steel tubing)의 강

철 안락의자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많은 찬탄을 받는 디자

인으로 남아있다. 크롬관의 사용은 즉각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현대

가구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능률적인 공장생산 기술에 적

합하며 비용이 드는 도구사용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없고 외견상

으로든 실제로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가구에 사용된다. 크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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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현대의 소비자와 비평가들에게 “‘바우하우스’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10년 베렌스 사무실에 나타난 제3의 건축가 미스 반 데어로헤

(Mies van der Rohe)또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

냈다. 르 코르뷔지에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가 설계하고있던 건물

에 이용할 만한 적당한 가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구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이를 처리했다. 그가 관을 이용

한 캔틸레버 의자를 제작한 것은 1926년이지만 1929년 바르셀로나

박람회의 독일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해 그가 디자인한 강철막대

프레임의 의자와 테이블이 얻은 명성속에 가려져 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의자는 가죽쿠션을 받치고 있는 X형의 강철막대 프레임으

로 되어있으며 1920년대의 모든 가구디자인 가운데서 가장 찬탄을

받고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의자는 “공장생산된 듯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수공을 요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려우며 또한 그에 따라 비용도 많

이 들고 안락함이나 효용성에서도 별달리 두드러지는 점이 없다.

그렇지만 이 디자인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현대디자인의 이상들에

대한 상징으로 만든 어떤 특별한 미적 우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가구의 모든 조각들을 공간 안에 있는 면과 선의 이상적이고 추상

적인 구성으로 인식한 리트벨트가 1918년 제작한 적청의자

(Roodblauwe Stoel)는 현재적 가구 디자인의 대표적인 의자이다.

그가 도입한 추상적 형태와 색상은 같은 데 스틸(De Stijl)그룹의

화가 몬드리안(Piet Mondrian)과의 비교를 낳게 되는데, 몬드리안

은 자연 경치를 그의 주제로 삼은데 비해 리트벨트는 전통적인 팔

걸이 의자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가

는 데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

데 스틸(De Stijl)의 추종자들은 그 채색도 되지 않았던 첫 번째

의자를 그들의 이론을 대중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받아들

였다. 그러나 리트벨트는 그 의자가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

리라고는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 의

자를 제작하였는데 그 결과 그 의자는 이렇다 할 원형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조금씩 다른 몇 개의 형태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

지만 리트벨트는 그 의자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양산을 할 수

있다는 면과,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18년에 제작된 최초

의 의자는 채색이 되어있지 않고 나중 것 보다 좀 크며 팔걸이 밑

에 판을 댄 형태인데, 오늘날에 잘 알려져 있는 Red-blue라는 이

름의 의자는 1923년경에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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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na사는 1973년부터 이 의자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제작되고 있다.

1890년 병원용 가구에 처음 도입되고 자동차 의자에는 체코의

Tatra사에서 1919년에, 비행기 의자에는 1924년에 쓰이기 시작한

금속 파이프는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steel club armchair에

의해 처음 일반 가구에 소개되어 가구 제조 산업에 미학적 전기를

마련하며 중요한 지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바우하우스를

통해 직접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자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

는 그 그룹의 정신을 잘 내포하고 있는 완벽한 샘플로 여겨졌다.

바우하우스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공업 생산물들은 가장 현대적 의

미의 디자인이었고 그것은 경제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였다. 그 재료의 선택이나 구조에 있어서 B3는 그러한 범주에 잘

맞아 들어갔으며 “이런 금속 가구는 이제 현대의 삶에 필수적인

물건이 되었다.”라고 한 브로이어의 기대와 같이 생활은 기능성을

위주로 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의 디자인에서 가장 큰 혁신이라 할 것은 당시까지의 육중한

club armchair를 금속 파이프를 용접한 가벼운 구조를 갖게 한 것

이다. 좌판과 등받이의 위치는 적청의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그 나무구조를 금속 튜브의 사용으로 반투명하게 하고 평평하고

길쭉한 천을 사용하여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강조

하여 그 의미를 발전시켰다. 파이프간을 팽팽하게 잇는 부분은 사

용자가 차가운 금속 부분에 접촉되는 것을 막아 주는 한편, 금속과

의 적절한 대조를 형성한다.

반짝거리는 금속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그 재질을 선택하면서

브로이어는 처음에 짜여진 말총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비싸고 또

작업도 너무 어려웠으며, 게다가 금속 튜브를 둘러싸는 것은 쉽게

파손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Eisengarn'이라는

재질이 개발되었고 B35라는 첫 번째 모델부터 그 뒤의 많은 대체

된 디자인에 사용되었다. Breuer, Kàlmàn Lengyel, Anton Lorenz

등이 함께 1926년에 설립한 Standard Möbel사에 의해 출시된 최

초의 B3는 아홉 군데의 용접부가 있었다. 그 후 Standard Möbel사

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B3의 디자인은 처음엔 그 용접

부분들을 볼트, 너트와 커넥터들로 대체하였고 등판의 프레임은 그

전의 U형 대신 두 개의 L형으로 만들어 좌판과 결합시켰다. 그 결

과 분해된 상태로는 50개 이상의 의자가 1입방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것은 당시 전설적이었던 Thonet의 No.14보다 훨씬

높은 포장 효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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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Thonet사는 Standard Möbel사를 사들였으며 그들은 B3

를 2년간만 더 생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B3는 더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1962년에는 후에 Knoll사와 합쳐지는 이탈

리아의 Gavina사에 의해 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 Gabina사에 의해

그 의자는 그 혁명적인 미학에 경의를 가졌던 바우하우스의 거장

Wassily Kandinsky의 이름을 따서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Wassily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 처음부터 B3는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 그리고 Dessau의 바우하우스 방문객들의 존경스러운 주

목을 받았으며, 1926년의 개인 전시회에서 이미 걸작품으로서의 찬

사를 받았다. 그의 공간 절약형 조립 가구에 대한 열정은 접이식

B3를 개발케 하였고 이듬해 그 두 가지 의자에 대한 독일 특허를

획득하였다. 사람들은 그 경쾌함과 신선한 느낌, 그리고 닳거나 찢

기지 않는 품질에 금새 매료되었고 30년대에는 당시의 유행이 되

기까지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20세기 전반부 `Modern'이라는 의미

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1928 르꼬르뷔제(Le Corbusier), 피에르쟈넷 (Pierre Jeanneret), 샤

를롯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은 파리의 의사 파쇼(Pascaud)가

신문에 발표한 사람의 구조를 연구해 만든 목 받침과 조절되는 등

받이가 달린 안락의자를 본 후 새로운 각도에서 다기능적 구조를

고안한 모델. 활처럼 휘어진 두 개의 튜브가 의자 밑면에 부착되어

흔들의자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H자형 받침대 위에서는 부드럽게

앉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락의자가 되었다. 이는 기계미학에

심취되어있던 Le Corbusier에 의해 ‘Relaxing Chair'라고 불리웠다.

바우하우스의 사회적 정신과 그 디자인의 단순화 경향에 비해 아

르데코(Art Deco)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금속 튜브 가구는 호화

스럽다 할 수 있다. 과장된 형태와 복합적인 재료의 구성은 현대적

인 형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파리 사람들의 사회상과 잘 결합

되었다.

1927년 Paris의 가을 전람회 직후 Le Corbusier의 Studio에 가담한

Charlotte Perriand는 Pierre Jeanneret와 함께 Le Corbusier의 스

케치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안락의자 등을

1928년과 29년에 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두 유명해진 그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안락의자는 Carbusier의 첫 스케치에 의하면 두 번

접혀진 판 위에 쿠션이 놓이고 그 머리 쪽은 기둥으로 받쳐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그해 파리의 의사 Pascaud가 신문에 발표한 사

람의 구조를 연구해 만든 목 받침과 조절되는 등받이가 달린 인락

의자를 본 그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기능적인 구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활처럼 휘어진 두 개의 튜브가 의자 밑면에 부착되어 흔

들의자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H자형 받침대 위에서는 부드럽게 앉

아르데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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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락의자가 되었다.

기계 미학에 심취되어 있던 Le Corbusier는 이 의자를 ‘relaxing

machine’이라 불렀는데 그 첫 번째 의자는 1928년 교회의 도서관

에 놓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1929년 Thonet사와 계약하여 1930

년부터 생산이 되었는데 그 H자형 받침대의 원래 형태는 앞과 뒤

의 높이가 같았었다. 그후 Swiss의 Embru사에서 제작되기도 했던

이 안락의자는 1965년부터 Cassina사에서 현재까지 제작하고 있다.

9) 1931년 - 1960년 : 가구의 시대
이 시기는 유선형(streamline style)와 아르데코(Art Deco)의 시대

로 불린다. 좀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대 가구는 1939년 뉴욕 만

국박람회의 핀란드 관에 ‘아르텍’(Artek)이라고 불리는 회사에 의

해 판매된 약간의 합판 가구였다. 이 가구는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아

이디어들과 아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는 아이디어들을 탐구했으

나 기본 구조가 되는 재료로는 금속관 보다는 그의 고국의 산림에

서 나는 자작나무를 사용했다. 이 나무는 전통적인 생나무가 아니

라 몰딩에 의해 구부려진 나무 조각(strips)과 판(sheets)으로 이루

어진 합판이었기 때문에 전부 공장 생산을 거친 것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디자

인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라이트가 제시한 방향들

도 대체로 무시당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전통적인 재현”이 1930

년대까지 그랜드 래피즈(미국의 대부분의 가구 공장들이 이곳에

있었다)의 상업적 표어가 되었다.

상품의 대량생산과 ‘디자인을 의식하는’ 시장 부문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모가 이처럼 극적으로 변한 데에는 많은 이유

가 있었는데, 모두가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공학적인 변화들과

관련된다.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전에는 생활 필수품 이상을 구입

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지 못했던 사회집

단들의 부가 늘어난 것이었는데, 이는 다른 한편 제조업자들로 하

여금 그들의 생산고를 늘리게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공학적 수단들을 찾아내도록 했다. 그 수단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재료의 활용, 특히 새로운 금속(그리고 그 합금)과 플라스

틱의 활용이었다.

챨스 임즈(Charles Eames)의 디자인을 ‘허먼 밀러’회사에 소개한

것도 넬슨이 현대 가구에 끼친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임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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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940년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서 주최한 “가정용 가구의 유기적 디자인”이라는

현상모집에 이로 사리넨(Eero Saarinen)과 더불어 일등상을 수상했

을 때였다. 임즈와 사리넨이 출품한 것 가운데는 강철 다리로 지탱

되는 조각과 같은 조가비 모양을 사용하고 몰딩된 합판으로 만든

의자와 모듈화된 수납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

었다. 조가비 모양의 복잡한 곡선을 몰딩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제품화되지 못하였으나 임즈와 그의 부인 레이는 다른 관

계되는 의자 디자인들에서 연구를 계속 하였고 결국 1946년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를 개발해 냈다. (미국 해군의 의뢰를 받아 몰

딩된 합판에 대하여 일한 것이 - 부목 등은 보통 알루미늄으로 만

들어졌다 - 가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즈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로 나온 의자 디자인은 잠시 ‘에번스 프로덕츠 컴퍼

니’(Evans Products Co.)에서 제품화되었다가 ‘허먼 밀러’에 넘어갔

다) 이 의자들(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테이블과 수납장 유니트)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전시되었을 때 넬슨은 이들을 ‘허먼 밀

러’에서 제품화하도록 촉구하여 그에 따라 임즈 부부와 ‘밀러’사 사

이의 오랜 생산적인 제휴가 시작되었다. 원형의 몰딩된 의자와 유

사한 형태는 1949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플라스틱 기술에 의해

마침내 실 유리(spun glass)를 끼워 넣어 보강한 플라스틱-화이버

글라스(fiber glass)로 복잡한 커브의 조가비 모양을 몰딩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제품화가 이루어졌다.

세기 중엽 이태리가 누린 디자인 명성은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국

제적 엘리트를 위하여 정교한 물품들을 제공했던 소수자를 위한

미학의 발달에 기초를 두었다. 당시 이태리 제품들의 곡선은 이태

리가 전후 미국에서 수입한 유선형 양식 결과였던 동시에, 전전의

파시즘과 같은 불편한 정치적 연상을 일으키는 합리주의의 기하학

적 형상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사회일반의 심리가 빚어낸 결과이

기도 했다. 새로운 미학은 현대주의 건축의 사각형과 입방체보다는

한스 아르프, 호안 미로,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같은 작

가들의 유기적 조각을 취하기도 했다. 이태리 디자인이 1945년 이

후 돌연 세력을 얻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신세대 디자이너의 출현

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비코 마지스트레띠(Vico Magistretti), 에

토레 솟싸스(Ettore Sottsass), 아낄레와 삐에르 쟈코모 카스띨리오

니(Achille and Pier Giacomo Castiglioni),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등이 유명하다.

50년대 말에 이르면서 50년대 초 팝디자인과 같은 젊은 시절의 열

기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좀더 침착하고 보다 정치한 테크놀로지와

형식의 혼합이 이를 대체하였다. 이 시기는 칙(chic), 즉 조각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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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주조된 의자의 시기였으며, 그 당시의 중요

한 디자이너들-그들 가운데는 마지스트레티(카씨나社), 자누소(카

르텔社), 그리고 조 콜롬보(Jo Colombo)같은 디자이너들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 가담하여 진취적으로 현대적인, 밝게 채색되고 미묘

한 곡선을 지닌 각종 의자들을 생산했다. 그러나 60년대가 되자 가

구도 결국은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들이 나옴

으로써 가구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50년대

초의 트리엔날레들은 이태리 디자인의 진열장 구실을 하면서 여타

의 세계에 대해 대단히 자신 넘친 상을 보여주었다.

1948년에 찰스와 레이니 임즈( Charles & Ray Eames )에 의해

디자인되고 1950-89년까지 생산되었던 DAX(Dining Armchair

with X-Base)는 New York, MOMA의 “Low-Cost Furniture

Design" 공모에 출품한 여러 형태의 다리를 가진 팔걸이 의자와

shell형 의자들 중 하나이다. 당시 이들은 화이버글라스로 보강된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의자 등도 출품하였지만 본 의도는 깨끗이

처리되거나 네오플렌이 입혀진 철이나 알루미늄 판을 이용한 의자

를 만드는 것이었다.

1949-50년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는 조각가이지만 가구

디자인, 특히 테이블을 디자인하였다. 그는 독특한 받침형태와 간

단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허먼밀러 (Herman Miller)사 뿐아니라 여

러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테이블을 제작하여 시장에 널리 판매

되도록 하였다.

50년대 초 덴마크 가구 산업은 복잡한 구조에 대한 요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원목 대신 금속과 플라이우드를 가공하는 새로운 제

조 공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에임 야콥슨(Arne Jacobsen)의 의자

는 바로 그 새로운 단순함의 뛰어난 예이다. 그것은 단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으며 아주 가볍다. 좌

`프 다리는 의자를 쌓아올릴 수 있게 좌판의 밑 중앙에 부착되었

다.

찰스 이임즈(Charles Eames)와 이에로 사리엔( Eero Saarinen)은

그들의 `Organic Chair'에서 입체적인 shell형 의자의 프로토타입

을 1940-41년에 제작하였다. 이 당시 그들은 등받이와 좌판 사이

입체적인 굴절이 가장 심한 부분에 그 파손을 막기 위해 공간을

남겨 놓아야 했었다. 그러나 야콥슨(Jacobsen)은 그 문제를 외부로

부터 풀어내었다. 그는 우선 그 부분을 좁게 하고 휘는 방향이 다

른 등받이와 좌판의 연결 부분에 플라이우드를 몇 겹 더 두껍게

하여 등받이를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만들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잘록한 허리와

1957 Sor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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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다란 다리의 `ANT'란 별명을 갖게 되는 의자가 생산된다. 한

편 1955년에 외곽선이 좀 더 간결하고 네 개의 다리와 색상의 선

택이 가능한 ‘No.3107’ 의자가 출시되어 대단한 유행을 불러내었다.

야콥슨(Jacobsen)이 세상을 떠난 후엔 다리가 네 개인 `ANT'도

생산되었다.

1950년 칼 야콥스(Carl Jacobs)는 폴리우드재질로 되어있으며 구조

적으로 포개어 놓아서 보관할 수 있는 스태킹(staking) 의자를 처

음 제안한다.

1951-57년 지오 폰티(Gio Ponti)는 까시나(Cassina)사에서

SUPERLEGGERA NO.699 이라는 의자를 디자인하여 생산한다.

‘Normal’, ‘True’, ‘수식이 제거된 의자’라 묘사되는 이 의자는 건축

가 Gio Ponti의 의자에서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그 고유

의 형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19세기에 생산되던

‘Superleggera'(super-light weight)라는 의자에서 그 의미를 빌어

온, 안정감 있고,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가벼우며, 가격이 저렴

한 이 의자는 전후 시대의 검소한 생활 속에 대단한 각광을 받았

다. 그는 1949년 그 19세기 의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등받

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휘어지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게 한 의자

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는데 1951년에는 그 의자 중 꼭 필요한 부분

만이 남겨진 ‘Leggera'라는 의자가 디자인되었고 그것이 대중화에

성공하자 Ponti는 그 불필요한 요소를 더 제거한 'Superleggera'를

만들어 내었다. 그 무게가 1.7킬로그램인 이 의자는 테스트 과정에

서 Ponti에 의해 4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던져졌는데 그것은 부서

지지 않고 공처럼 튀어 올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경제가 거의 회복된 단계에 있던 당시의 이탈리아는 그때까지 추

구되어 오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미학적인

면에 대한 만족도 요구하고 있었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

는 기능주의 이념으로는 이제 충분치가 않게 된 것이다.

Castiglioni 형제는 트랙터의 좌석과 완충 스프링을 이용하여 탄성

을 가진 좌판과 그 받침을 만들고 사다리의 가로 받침 같은 나무

로 그 구조를 안정시켰다. 그 각각의 부분들이 모두 완벽하게 자신

의 임무들을 표현하는 형태는, 불필요란 요소들이 제거되고 구조적

으로나 개념적으로 그 필수적인 면만을 갖추고 있다.

10) 1961년 - 현재
1960년대는 대중문화의 폭발과 스타일의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지배한 시기였으며 한편 단순한 스타일의 재미 이상의 어

castigl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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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소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가구의 새얼굴들이 주로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

의 ‘주생활(Habitat)'상점을 중개소로 하여 일반 대중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 상점은 1964년에 풀햄가에 처음 위치하였다가 후에 값

싸고 밝은 가구와 젊은이 취향의 대중 시장을 겨냥한 가정 용품의

주요 판매구로 확장되었으며, 그 특징은 단순한 모양과 밝은 색상

에 있었다. 페인트칠을 한 가구에 에나멜 고리가 부착되었으며, 값

싼 세라믹과 대담한 직물은 원래 스칸디나비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조장된 해비텃 스타일은 직접 자기가 실내를 꾸미는 이들(home

maker)을 겨냥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유럽 스타일로 된 가구도

상자에 포장배달되어 집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되었다. 즉 하고자

하면 모든 룸 세팅을 우편으로 주문하여 꾸밀 수 있었다. 해비텃

상점은 가정을 위한 모든 것 - 깡통 따개서부터 베갯잇, 조명등,

비품용 직물에 이르기까지 - 을 한 곳에 모아놓은 최초의 상점이

다. 여기에는 여러 색상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노동자들이 단순

하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스타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있었다. 취급된 제품들의 특징은 밝고 단순하며 과장됨

이 없고 온화한 이미지를 갖았는데 프랑스의 농가 부엌을 콘란식

으로 해석한 원목으로 된 전통적인 형태의 의자. 항아리, 프라이

팬, 전시되는 부엌세간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피터 머독(Peter Murdoch)의 점박이 무늬 종이 의자(사실은 섬유

판자로 만들어짐)와 같은 개인의 실험적 작품들은 일회용의 원리

가 수명이 짧은 품목뿐만 아니라 가구같은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가구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의미있는

모양을 담은 다른 실험적 작품에 길을 열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

맥스 클렌더닝(Max Clendenning)의 ’단어 게임(jig-saw)’가구와 로

저 딘(Roger Dean)의 붉은 모피로 덮은 ‘부풀린’ 플라스틱 의자 등

이 있다. 이 시기에 너무나 강력한 대중과 일회용 문화라는 맥락에

서 기능주의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메세지가 분명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어떤 새로운 미학 이론을 모색

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그들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

다.

급진적 디자인과 반디자인(radical design and anti design)은 60년

대 말에 최고조에 도달하였는데, 68학생 운동과 시기가 일치하는

이때, 그들 주위에는 소비자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열렬한 대중들

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놋타사가 ‘사코(Sacco)’와 ‘풍선’ 의자를 이

시기에 생산하였는데, 처음엔 공을 넣어서, 다음엔 투명한 플라스

틱의 팽창의자를 만들었다. 곧 뒤이어 미국의 팝 조각가 클래스 올



192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덴버그(Claes Oldenburg)에 큰 영향을 받은 거대한 가죽 야구 장

갑 모양의 속 채운(stuff)의자가 나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주류

파와 혁신적 디자인이라는 두 영역간의 통로는 막힌 채로 있었고,

이태리의 급진주의는 가구 생산의 주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전후의 대량소비 주의는 어쩔 수 없이 새로움을 쫓아가느라고 어

설프게 디자인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생각을 거의 투여할 수가 없었다. 소비자

들은 산업 제품에서 비타협적인 기능주의와 단순성을 요구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맨해튼의 고층 건물 거주자들에 의해 처

음으로 표출되었는데, 이전의 상업 빌딩에서 살게 된 그들에게는

그 당시의 주거용 가구들이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에

서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산업 제품들이야말로 적합한 것으로 여

겨졌다. 그래서 산업(기계)미학이 하이테크(high tech)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이런 가운데 볼트로 죈 앵글 철제 구조물처럼 가정 환경 내에서는

산업미학이 너무 거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물건의 외관

은 종종 익살스런 색들을 사용하여 부드러워졌다. 그리하여 알루미

늄 쓰레기통이 노란 원색으로 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

타일이 모든 류의 디자인으로 확산되었고, 70년대 중엽 영국에서는

최초로 노출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brutalism의

출현).

그러한 한편, 많은 가구 제조자들은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이태

리의 카씨나사처럼 순수하게, 네오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었지만 과거 바우하우스의 스타일의 깨끗한 선보다

더 멋진 것이 나오진 못했다. 많은 디자인 회사나 제조업체들은 기

능주의, 완벽한 단순성, 디테일의 제거라는 바우하우스의 가르침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팝문화나 하이테크, 고대의 고전적 원천 등의 다양한 영향하

에서 몇몇 디자이너들은 ‘적을수록 더 좋다(Less is more)’라는 공

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만한 최초의 혁명가는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였는데, 그는 70년대 초반의

돌연히 ‘적을수록 따분하다(Less is a bore)'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새로운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서 종종 새로운 장식적 스타일이 발

전되었다. 그것은 간혹 터무니없는 장식주의의 의미도 갖고 있었으

며, 장식회화나 장식공예의 부활과 그 진일보도 가져왔지만, 그것

은 전원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사해동포주의적인 감각을 가진 것

이었다. 이것은 당시 건축, 가구, 직물, 소비재에 영향을 주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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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 운동의 한 줄기가 되어, 고도로 특화된 질로을 통하여

부유하고 견문이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이 새로운 스

타일이 내세우는 것은 생경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작업장에서 인간

들을 대신하고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갈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여

겨지는 색채와 유머를 첨가함으로써 환경을 인간화한다는 것이었

다.

뉴욕에서 ’뉴욕 5인방(New York Five)’이라 불리는 건축가들 - 리

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존 헤즈덕(John Hejduk), 피터 아이

젠맨(Peter Eisenman), 찰스 그와트메이(Charles Gwathmey), 로버

트 시젤(Robert Siegel)등과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도

포함 - 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양식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단색이나 백색으로 된 것이었다.

솟사쓰와 그의 밀라노학회 친구들은 조형의 새로운 도해법을 찾고

있었고 그의 동료인 알레싼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는 이

태리 지방 부르즈와의 취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는 얇은

판자를 덧붙여 만든 칵테일 바라든가 플라스틱으로 장식된 의자같

은 것들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장 많이 보급된 스타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멘디니는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ymia)에서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와 함께 일하고 있

었는데, 1978년 이곳에서 멘디니와 솟사쓰가 전시회를 열었다. 그

들은 여러 문화의 다른 요소들을 골라 그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종합시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물체의 장식을 위하여 그들은

‘악취미’로부터 차용해 와서 그 결과를 ‘현대의 인용’이라고 불렀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는 얇은 조각으로 된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그 딱딱한 마무리 표면 처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함으

로써 대신 감정은 장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태리의

라미네이트 회사인 아베트 라미나티(Abet Laminati)사가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충분히 소량으로 만들어 준비해 준 것이 그들의 계

획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1981년 1월에 시작되었는데, 그해 9월 멤피스

(Memphis)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여기서 내놓은 단일 품목 가구

컬렉션은 상업적인 성공은 솟사쓰 자신도 매우 놀랄 정도였다. 그

는 “멤피스가 둑을 부수는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 있던 물이 쏟아

져 나왔다”라고 했다. 이제 멤피스는 전세계의 디자이너들에게 영

감을 주어서 즐겁고 다채롭게 하고 또 많은 모방의 재미로서의 작

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솟사쓰의 ‘카사블랑카(Casablanca)’ 사이드보드(Side board)는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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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선반들로 되어 기능에 대한 모든 논리적 생각들을 무시한 것처

럼 보인다. 전시용 견본품들은 실제적으로 아무 기능도 갖고 있지

않은 거대한 손잡이나 제멋대로 붙여진 다리 등과 같은 터치를 특

징으로 하고 있었다.

멤피스그룹의 반 디자인적이고 반 기능주의적인 작업은 기존의 디

자인 개념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운동과 함께 세기

말 디자인의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76년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제품들이 일반에게 소개되기

전 에르곤(Ergon) 의자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친근감을 주

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1979년 특수 프라스틱 재질을 이용한 유리섬유로 보강된 폴리에스

테르수지(Polyester resin)를 사용하여 빌 스턴프와 던 샤드윅(Bill

Stumpf and Don Chadwick)은 사무용 의자인 에쿠아(Equa)의자를

제작한다. 이 모델의 쉘(shall)은 재료자체의 유연성에 H자형 공간

의 효율적 구조가 가미되어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모든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의 순환이 순조

롭게 되어 있으며 인체 공학적인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1979년 매일 접하는 좌식생활에 있어 의자에 인체공학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이는 노르웨이의 피터 옵스빅과 한스 크리스찬 매노솔

(peter Opsvik & Hans Christian Menghshoel)에 의해 사무작업함

에 있어 자세에서 오는 균형, 척추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1992년 필립 스탁(Philippe Starck)은 왕의 호칭이 번호순서로 진행

되던 프랑스 왕실의 전통을 따서 ‘Louis 20'이라 이름 붙여진 이

의자를 1992년 4월 Milan의 가구 쇼에서 처음 일반에게 소개한다.

광을 낸 알루미늄과 독특하게 조화된 플라스틱의 색상은 이 의자

를 개인용이나 공공장소, 그리고 실외에서도 널리 쓰일 수 있게 하

였는데 특히 팔걸이와 뒤쪽 다리의 연결 판에서 볼트 몇 개만 풀

어내면 재활용을 위해 간단하게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4.2.2. 진공청소기

19세기초 중류계층은 직접 집안청소를 하게 되었으며 1907년 세

균에 대한 발견과 집안 먼지에 의한 질병 발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이는 곧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수단

Ergon

e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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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게했는데, 먼저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나오게
되었다. 1890년대가 되면 필수적인 집안가재도구의 하나로 진공

청소기는 자리를 하고 있었다.

한편 1908년 전기를 이용한 진공청소기는 미국인 머레이 스팽글

러(Murray Spanguler)가 개발하고 윌리엄 후버(William Hoover)

가 자본을 대어 만들어 종전의 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여러 해 동안은 몇몇 소수의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하였지

만 기술의 일반화로 여러 생산업체가 난립하게 되면서 기술적, 기

능적, 형태적 차별화 이루어진다.

오늘날 대부분의 진공청소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분리형(canister type)

. 부착장치 보관함(tool on board): 내장되었거나 쉽게 끼울 수 있

는 여러 종류의 흡입기와 보조 도구 보관 하는 곳

. 연결 호스(Hoses): 흡입 노즐에서 본체에 이르는 두꺼우면서 유

연한 연결관.

. 전선보관부(Cord Storage) : 자동적으로 감겨 보관되거나 두 개

의 고리(hook) 사이에 감아 전선보관.

. 먼지주머니(Dirt Bag): 자주 갈아줄 수 있기에 편리한 것

. 흡입조절부(Suction Contro)

. 바닥면에 따른 흡입구 조절부(Rug-Height Adjustment)

. 과부하 방지 장치(Overload Protection)

. 자가유지수선 세트(Do-it-yourself Maintenance)

직립형(Upright)의 경우 :

. 흡입부와 몸체(Body)가 일체형으로 되어있고 (Fan / bag

configuration) 전체적인 부품의 배열과 형태는 수직적으로 이

루어진다.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합쳐놓은 원리로서 이미지도

그와 비슷하다. 주로 카펫 청소용으로 쓰인다. 종종 흡입구에

부착된 로울러가 회전하는 방식(Self-propulsion)이 채용되기도

한다.

1908년 Baby Daisy: 1900년대에 많이 소개된 것중의 하나로 손

으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이다. 한손으로 호스를 조작하는 동안

한손으로 기구를 펌프질하고 방식이다. 또한 사람의 보조자가 있

어 기구(The bellows)를 펌프질하여 준다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전동기의 실용화와 가정용 전기의 보급으로 손으로

조작하던 것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진공펌프에 의해 대체되게 되

1910

baby Daisy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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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11 Star

손으로 펌프질하는 것이고 솔의 회전은 없다. 이는 아주 실용

적으로 만든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ㄸ의 보여지는 점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 wing nuts나 rivets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1920 Hoover 700

1916년 hoover사에서 내놓은 진공청소기(Upright Vaccum

Cleaner)는 그후 20년간 기본형으로 고수하게 된다. 이는 먼지를

담는 분리할 수 있는 종이백을 지니고 있다. 회전하는 솔은 청소

기 흡입기로 먼지를 보낸다. 본체를 조종은 Swing hinges로 연

결하였다.

1920 Electrolux

실린더 타입 진공청소기로 1915년에 처음 만들어서 청소 솔이 붙

어있는 자유로이 움직이는 호스를 수평의 실린더에 연결하여

사용한다.이는 높이가 있는 것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다.

1948 Vacuum cleaner

시스틴 사슨(Sixten Sason)에 의해 제안된 당시의 미래형 진공청

소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로위(Raymond

Loewy)가 디자인한 일렉트러럭스(Electrolux)사의 모든 시리즈

물을 제작하였다.

1960s, 1970s Hoover Dustette

가볍고 들고다닐 수 있으며 선이 없고 작은 공간 및 사이즈 처음

에는 빵조각이나 애완동물털을 제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을 청소하기위한 도구로 1960년대 1970년대

에 인기를 누렸다. 이는 cigarette socket을 통한 자동차 배터리를

Star 1911 1 9 2 0

Hoover 700

1948 Vacuum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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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1983 James Dyson's Upright Vaccum Cleaner

직립형이지만 견고한 플라스틱 몸체를 써서 조형적으로 새로운

유형을 추구한 예로 나타났다.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

가 적어지면 과감한 스타일 상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데 다이슨 청소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아름

다워 보이나 과연 일반가정 환경에 어느 정도 어울릴지, 혹은 유

지 보수가 얼마나 용이할지는 의문이다.

1986 Dyson Dual Cyclone

후버사에서 내놓은 진공청소기(Upright Vaccum Cleaner) 이후

Cyclone과 같이 이렇다할 발명품(?)으로 내놓아 진 것이 없었다.

먼지 가방(Dust Bag)이 없어졌다. 그 대신 실린더 몸체로 중력

(G-Force)의 원리를 이용하여 먼지가 모인다. 청소기가 거의 찰

때까지 일정한 압력을 계속 유지하여 완벽하게 흡입시킨다. 추진

력은 원심 회전(centrifugal spin)으로 공기스팀 청소를 지속시킨

다.

1992 Handy Vacuum Cleaner

방에서 방으로 때로는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주방에서

설탕, 빵 조각, 쌀, 흙, 콘플레이크 등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

며 타입에 따라 젖은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충전방식, 실용성,

모여진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 흡입력, 기존의 진공청소기와 다양

한 부착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몸체

청소와 소음, 먼지봉투 비우는 방법, 지속하여 작동하는 시간, 기

본적으로 활용되는 부착도구들, 말리는 정도( Dry Capacity)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진공청소기의 사례들은 현미경의 출현에 의한 세균의 발

견, 이에 대한 위생관념으로 처음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작하게 되

었다. 기술의 발전과 기본적인 요소와 부가적인 요소와의 만남,

강력한 전력의 등장, 주요경쟁업체들의 등장과 기술적 기능적 비

교에 의한 외형적 스타일들이 분화 조정된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공간에 따라 휴대용, 가정용, 산

업용 등으로 나눠져서 제시되고 필요조건과 지속적인 신기술의

도입, 전자식 제어장치등을 통한 스타일의 분화를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 모델로 모든 사양을 해결한다기 보다 각각

의 모델마다에서 적용하고자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주요 기능

으로 갖고 있는 대상체로 나타낸다.

1986 Dyson Dual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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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 Decker 9338A : 쉽게 솔(Brush)와 연결한다.

Black & Decker 9511 : 자동차 Lighter Socket을 통한 전원공급

Bissell : 손잡이를 두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여 사용한다.

Upright Type과 Handy Vac으로

Black & Decker AC7050 : 플라스틱 Fan

Sanyo

대부분의 Plug-in 모델은 큰 흡입구를 가지고 있다. 먼지제거는

Dust Cup을 사용하는 모델과 Dust Bag을 사용하는 모델로 나뉘

어 진다. 전자는 적은 량을 담지만 편리하고 후자는 많은 량을

담지만 비우고 처리하기에 번거롭다.

Panasonic Jet Flo MC-1060 :

조용하게 작동하며 강력한 흡입력을 지님

Black & Decker DB 5400 :

무선으로 쉽게 조작하며 비우기에 쉬움이 입증된 모델

Black & Decker 9511 :

무선으로 가장 잘 작동하는 자동차 전용 모델

1995

표면과 카펫의 깊숙이 있는 먼지를 제거하며 다양한 높이를 요구.

카펫청소와 보통 먼지 흡입을 위한 청소 등 청소의 유형을 선택

하여 작동함에 편리. 7에서 9미터 전원 코드의 길이를 갖는다. 손

으로나 발로나 편리하게 전원스위치를 조작.

전원과 관련된 부분(Nozzle/Head)의 램프.

.Canister Electrolux : 가구의 밑을 청소하기에 편리하다.

.Kirdy : Canister Vac 경우 연결하여 사용하는 Tool

가벼운 Upright Vac 모델, 가벼운 청소

.Hoover Quik-Broom : 쉽게 보관. 쉬운 작동 , 1-2.5미터 길이

의 호스, 코드를 보관할 수 있는 두 개의 hook

.Sharp Twin Energy EC-12TXT6 : 전원 Nozzle처리와 전원 없

이도 바닥청소가 가능, 계단청소에 용이, Dust Bag의 교체용이,

1.5-2.7미터 길이의 호스, 흡입조절의 용이성, 자동처리의 코드보

관법

1996

Wet / Dry Vacs 차고나 작업장을 위하여 많이 사용한다.

너무나 시끄럽기에 조용한 모델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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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모델이 옮기거나 보관하기에 편리하나 소음이 많고 진동이

심하다.

Shop Vac QSP : 소음이 적게 남

Craftsman (Sears) 17701 : 작은 모델

Royal Dirt Devil 08900 : 작은 모델

이와 같이 현대에 와서 진공청소기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이나

조형적인 면으로 많은 시도와 차별화로 또한 적절한 사양으로 다

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계적인 면이나 진공청소기가

지니고 있는 처리해 상황, 사용하는 계층 등 가정에서만 사용하던

청소기의 다른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그 적용 예가 다양화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통신기기와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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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and

telecommunicat

ion machine)

1876년 알렉산더

그래함 벨

( A l e x a n d e r

Graham Bell)은

전화기를 발명하

였다. 1870년대 다

른 기계제품 - 타자기, 사진기, 축음기, 재봉틀, 전구등-의 발명,

상업화되었던 전화기는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정용품

이다.

초기 모델은 벽에 부착되는 형식이 많이 있었고 매우 성가시고

섬세한 제품으로 취급되었다. 그 후 촛대형(Candlestick) 전화기는

아담한 책상용 전화기로 성공하였고 1940년대의 에리코폰

(Ericonfon)은 모든 전화기의 요소들을 하나의 기기 안에 합하여

진 모양을 보여준다.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가격이 싸고 무게가

가벼운 전화기가 생산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주머니 크기의

무선전화기, 화려한 원색의 전화기가 생산되었다.

오늘날 보편적인 가정용품, 심지어 개인용품으로 취급되는 전화

기는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로 이동 통신의 일반화, 다기능

전화기의 등장 및 기능통합화가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활성화

로 새로운 통신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화(Telephone)의 기술적인 배경과 발달사를 보면 Telephone은

‘멀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ele와 ‘소리’라는 뜻의 Phone에서 유래

된 말로 음성통신을 전선이나 전선과 전파의 결합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 걸쳐 전기적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미 17세기

telefon 1877 초기 전화기라는 새로운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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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줄 전화’를 일컫는 데 사용되었다.

전화발명에 포함된 일반적인 개념, 즉 공기 중에서의 복잡한 진동

인 음성이 고체를 통하여 전달 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진동을 도

체 금속 안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는 개념은 수십 년

을 거치면서 이미 이해되었던 사실이다. 전류에 의하여 음성을 전

하는 현재의 전화방식은 1837년 미국의 페이지가 원리를 발견하

였고, 이 원리에 의거하여 프랑스의 C.브르쉘이 54년 음성에 의한

가요 진동판 (可撓 振動板) 의 진동을 이용하는 착상을 발표하였

다. 독일의 P.라이스는 이 착상에 의한 실험을 하여 전화의 발명

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

그러나 실용 전화기의 발명자는 미국의 벨(A.G. Bell)이다. 그는

1874년 이론상의 성공을 거두고, 76년 3월 10일 음파 진동에 따라

그대로 전류를 변화시켜 음성을 전하는 방식의 실험에 성공하였

다. 그가 제작한 최초의 전화기는 전자석 앞에 진동판을 놓고 그

것으로 진동판을 작동시킨 것인데, 수화, 송화에 같은 원리의 것

을 사용하였다. 77년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현재의 수화기에

가까운 것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식 전화기는 송화자의 음성에 의해서 발생한 공기압의 요동

을 전송기가 가변 저항기 앞에 설치된 진동판에 의해 전류 세기

의 강약으로 바꾸면, 변화하는 전류는 전선 또는 무선파 형태로

공중을 거쳐 수신기에 전달되어 이곳에서 전자석과 진동판의 상

호작용에 의해 다시 음파로 바뀌는데, 진동판은 전자석을 흐르는

전류의 변동에 대응하여 진동한다.

1887년 이미 미국에는 15만대의 전화가 있었으며, 영국은 2만

6,000대, 프랑스는 9,000대, 그리고 러시아는 7,000대가 있었다.

1893년 보스턴과 시카고 사이에 연결된 실행 가능한 전화 통화수

단은 한계를 보였으나 중계기(中繼器)라고 부르는 전화선을 따라

놓을 수 있는 증폭기(增幅器)의 개발로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걸

친 전화 체계가 가능해 졌다.

L.M Ericsson 1880

초기 전화기는 벽에

부착형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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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전

화기가 처

음 선을 보

인 후 벽걸이 형식의 전화기 가

1890년대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 기능을 제외한 장

식적 요소가 가미된다.

1920년대에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나타나며 1937년 헨리 드레이퍼

스(Henry Dreyfuss)가 디자인한 전화기는 한동안 전화기 모델에

있어 기본형으로 제공되었다.

Candlestick 1910

아담한 사이즈로 책상위에

올려놓는 전화기로 한동안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나온다.

L.M Ericsson의

Stav-lampor 1890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탁상위에 올려놓는 형식을

따른다.

Edison 1880년대

벽걸이 양식의 전화

기

Type 300 1940

헨리 드레이퍼스가 디자인한

이 전화기는 다이얼식으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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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퍼스의 전화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등장

한다.

전화의 사용은 보편화되고 점차 1926년 단파 중계에 의한 대양

횡단 통화시설이 도입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소재와 부품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스템

의 혁신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마이크로파 무선 연결 방식시의

개발로 많은 육상 전송에 사용되었다. 오늘날은 마이크로파 전송

내용을 증폭하여 중계하기 위해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 내부

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개발된 방식은 구리선보다 훨씬 가는 광섬유를 통해 레이

저광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전화기의 송화구안

에 놓인 전송기에서

진동판 가변 저항기간의 상호작용으로써 송화자의 음성진동은 이

와 유사한 전류의 요동으로 변환한다.

형태와 양식은 기술적 발전에 비하여 그 변동의 폭이 제한적인데

그 일차적 이유는 전화기가 인간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야하는 제

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화부분과 송화부분 사이의 거리와 각도,

손잡이의 지름, 다이얼의 규격과 경사도 등은 일정한 인간공학적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고 이에 따라 각부의 위치와 형태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게 된다. 한 예로 본격적인 인간공학적 조사

를 기초로 디자인된 드레퍼스의 <300형 전화기>(1940년)는 이후

거의 모든 전화기의 표준형(architype)으로 자리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소재의 급속한 발전은 제공되는 모델

의 제약 사항을 차례로 제거하여, 송수화기의 일체형, 누름버튼식

번호입력 등을 통하여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한편으로

전화기의 가격이 싸지면서 비록 수명이 다하지 않아도 있던 전화

기를 교체하게 되고 젊은이들의 수요가 가세하면서 다양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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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화기 형태들이 나타난다. 부품이 충분히 작아지고 플라스틱

성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유행이 전화기

의 형태와 기능에 충분히 반영되기 시작한다.

50년대 이후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스타일이 다

양하게 나온다. 특히 가정의 각방마다 설치되는 개인 생활용품으

로 자리하게되면서 그 형태의 다양성은 타제품 보다 더욱 큰 변

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50, 60년대의 전화기는 라디오와 더불어

각 계층의 다양한 취향을 다른 분야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1970

년 대 부 터

Fax기기가

등장, 현대

적인 사

무공간에

어울리는

형을 취

하고 있

다. 새롭

고 간결

한 형으

trimline 1968

간결하면서 송화기 수화

기의 일체성을 부여하며

부드러운 색상을 적용한

모델

bobophone

ericophone 600

1954

일체형이며 자체재질

을 살려오던 전화기

와 달리 색상을 적용

시킨다.

delta phone 1979aricopon 1976

viscount 1970s

mickey mouse phone

1978

대중적인 캐릭터가 전화

기 외양에 적용되어 하나

의 팬시적인 상품으로 판

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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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신의 기술이 회사들에 제공되면서 이 모델은 시장의 변혁을

가져온다. 이 기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송수신기와 전화기를

위한 Acoustic housing으로 디자인되었다. 패시밀리는 자료를 받

기 위한 특별한 종이(감열지)를 요한다. 그러나 사용함에 간단하

며 자료를 받거나 보냄에 있어 약 4분만 걸린다.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환경, 적용되는 재료, 모양, 기능 등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의 전화기 디자인이 가능해 졌다. 또한 오랫

동안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스타일들과 기술적, 기능적인 면

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능버튼 리다이얼, 플래쉬, 뮤트(Redial,

Flash, Mute)와 기억장치 기능은 전자제어 방식의 개발에 따른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고품질의 무선전화기로 주머니에 넣고 다

닐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통화의 신뢰성이 아직 유선전화에 비

하면 많이 떨어진다. 무선 중계망은 기기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 고려 요소로 이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와 관련되어 개발된 기술에 대응하는 디

자인의 적용은 아직 충분히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하우징에 밝

은 색상을 도입하거나 소비자가 개인 취향으로 안테나에 인형장

식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형 처리

의 수준이다. 송수신 신뢰성을 좀더 확고히 성취하지 못하는 단

계에서 단말기 기술과 디자인의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기존 기술을 전화기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와 생활 양식에

대입함으로써 기능과 용도의 복잡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 또

는 때에 따라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모두 쓸 수 있는 다기능의 모

델이 제공한다.

Asrtophone 1982

super bloc phone 1985

아동적인 요소가 가미

블럭게임과 같은 이미지

를 적용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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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라디오와 음향기기

(radio and stereo players)

초기 라디오들은 크리스탈(crystal set)으로 알려졌다. 내부의 작

동 내용들은 드러나 있었고 청취자들은 헤드폰(Headphone)을 사

용하여야 했다. 한 개체로 구성된 라디오는 1920년대 후반에 나온

다. 이들은 가구의 개념으로 취급되었으며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라디오의 시각적인 요소가 대두된다. 1955년 소니(Sony)는 최초

의 트랜지스터(transistor) 라디오를 내놓았고 이는 소형화를 이끌

어 냈다. 오늘날은 사탕보다 작은 라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925년 Gecophone

소리를 크게 증폭

시키는 나팔의 사용은 헤드폰을 사용하여야 했던 초기 cristal set

에 있어 큰 잇점이었다. 나팔과 떨어뜨린 부분들은 간략한 나무

상장 안에 놓여졌고 이는 방안의 환경에 적절하였다.

1928 - 33년 Volksempfanger

VW Beetle과 같이 히틀러에 의해 허가 받은 모델이다. ‘국민의

atch Twinphone 1994

패셔너블하고 유연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

다

플라스틱의 재료적인

면 다채로운 색상이

적용

relate 180 1992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전화

기가 등장

D 9033 1993

필립스사에서 디자

인 판매한 것으로

간결한 선과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4 Radio

가구의 형을 지니고 있다.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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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라는 의미를 지닌 Volkempfaenger는 다이얼로 조절되는

제 3 독일의 상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모델은 외국의 전파

는 수신되지 않았다.

1930년 Emerson Produced

미국에서 제작된 라디오로 밝은 붉은 Bakelite body로 제작.

1930년대초 Pye radio

스피커그릴은 디자이너에게 기업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발전시

킬 수 있게 하였다. Pye는 Art Deco 모티브인 강한 햇빛이 사용

되었다. 이 상징은 소비자의 주목을 끄는 장식이 되었다.

1930-33 Herold L. Van Doren, J.G.Radeout

플라스틱, 메탈, 유리 소재

1931 Radio by Rondo Gesellshaft, Stuttgart

1932 "Beaufort“ radiogram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를 따른다.

1932 - 34 E k c o

Model AD 65

초기 케비넷 라디오세트는 가구와 흡사하였다. 이 전통을 깬 모

델이 Wells Coastes가 디자인한 Ekco Model AD 65이다. 이는

베이크라이트( Bakelite : 플라스틱제품과 같은 합성수지)로 만들

어졌다. 깨끗하게 둥근 형, 편편한 크롬 그릴과 돌출한 다이얼은

아주 모던적이다.

베이크라이트의 사용은 1930년대 후반기 다양한 라디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932

1932 1933

아직 라디오의 개념은 한 가구와 연관

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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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사용은 여러 제품에 영향을 주었다.

색상의 다채로움과 재료의 가벼움, 생산의 효율성등은 이를 통한

제품을 사용, 취급하는 행동을 바뀌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1950년대 Ekco Type U 122

플라스틱은 색과 형태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진공관 기술진보에 의한 수신체의 소형화가 가능하게 하였

다.

1955년 Braun SK 25

1954년 프리츠 아이힐러(Fritz Eichler)는 보다 기능적인 접근을

접목시킨 기업 제품라인을 수정하기 위해 Braun에서 일하게 되었

다. SK 25의 기본적인 플라스틱모형과 단순한 조작은 Braun사의

합리성을 전형이 된다.

1961년 Super RT 20

1950년 60년대에 Braun사에서 디터 람스(Dieter Rams)가 디자인

한 모델이다. 이 스테레오 라디오류는 모두가 금욕적이고 기능중

심적인 형을 따른다. Super RT 20은 Dieter Rams가 초기에 디자

인한 Phonosuper record player와 같은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1964년 Brionvega Ls 502

1960년대에 리차드 사퍼(Richard Sapper)와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는 라디오와 TV시리즈 디자인을 위해 Brionvega로부터

의뢰 받았다. Ls 503모델은 트랜지스터 기술의 적용을 한 초기

예이며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기에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접을 수 있어 운반시 보다 작은 크기로 쉽게

1939 1938 1938 1939

1955

1959 BRAUN

1959 BRAUN

1955 BR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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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수 있다.

일본의 극소주의는 제공되는 공간에서 듣던 음악, 라디오 방송등

에 대한 사람들의 행위를 달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개인적인 공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1970년대 Hitachi KH - 434E

이 라디오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이 라디오는 많은 지역에서 소비된 전기제품이

다. 일본은 현재 경쟁적인 가격으로 라디오 시장을 장악하고 있

다. 이 모델은 배터리나 전기로 동력을 공급받는다.

1981년 Radio in the bag

Daniel Weil의 bag radio인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PVC bag안에

구성요소들을 설치하여 드러나게 디자인하였다. 이른바 급진적

디자인(Radical Design)의 한 부류로 불리웠다.

오늘날 라디오는 여러 미디어의 발달과 멀티미디어화 되어가면서

한가지 요소로만이 아닌 복합요소로 취급된다. 즉 하나의 제품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한 요소로서 라디오가 자리하며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식 및 행동패

턴, 요구사항들의 변화에 부응하여 AV System의 하나로 생활환

경에 자리하며 Car Audio system의 하나로 자동차 생활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생활에 있어 워크맨이나 디

스크맨을 같이 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서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5. 자동차

1958 일본

1970

1977

1984

19971995 1997 Car Audi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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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형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술적-기능적 문제에 중

점을 두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의

발달초기의 기술은 자동차를 바람이나 동물들의 힘으로부터 독립

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소위 교통

기관으로서의 기본목표를 충족해야 하였다. 그것은 자동차의 형

태를 결정짓기에 앞서 많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 종속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흐름과의 관계에서도 벗어나기 힘든 문제였다.

자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할 당시의 자동차 고유형태는 근본적으로

들것의 형태에서 유래되었지만 들것의 형태를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형상을 이용해 사용되던 마차나 보호막을 한 마차,

그리고 바퀴가 세 개인 자전거등의 형상을 빌려오게 되었다. 그

위에 연결 축을 개선시켜 엔진을 장착하고 마차와 같은 좌석배치,

기상조건에 따른 천막 등 4륜 마차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

다.

1> 좌석에 앉는 자세는 자동차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세기의

최초의 가마는 사각형의 박스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가마의 형태

는 나중에 말이 끄는 마차에 응용되었고,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을 위해 두개의 마차를 하나의 몸체로 만들게 되었다.

2> 마차의 제작형태는 자동차 최초의 모델이 되었는데 자동차의

앞부분에 말대신 엔진이 위치하게 되었고 지붕이 달린 전방의 유

리는 바람과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자동차 초기이용자들은

마차를 마부에게 몰게 하던 것처럼 자동차를 기사가 운전하는 개

념에서는 벗어나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생각하였다.

3> 이후에 승객석이 닫혀 있고 운전석이 열려 있는 자동차형이

생산되어 고금스러운 마차에 익숙해 있던 귀족이나 상류계층에게

알맞은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부리는 사람과 부려지는 사람과의

분리는 당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승객석에

서 좀더 좋은 공기의 순환을 위해 지붕을 열리는 형태도 보여졌

다.

4> 자가운전을 위한 자동차의 제작형태는 배의 형태를 응용하였

으며 이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열려진 배의 형태로서 뚜껑 같은

지붕을 갖고 있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형태는

당시에 각광을 받았다.

5> 미국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여 국도를 달리는 국도용으

레오나르도 다빈치, 태엽자

동차(복원), 1480년(1)

페르니난트 버비스터, 노출증

기터빈차, 1672년(1.2)

고즈워디 거니, 증기정기노선버스,

1825년(3)

1878년 볼레(Bollee)가 제작한 라

망쎌(La Mancell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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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사용되던 자동차에서 런어바우트(Run-about)라는 자동차들

이 만들어졌는데 그 형태의 근원은 위가 열린 올스모빌의 랜드웨

건(Curved Dash)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데 헨리포드의 자동차도

엔진을 이용해 구동력을 얻어낸 런어바우트의 형태라고 하겠다.

6> 칼벤츠의 자동차는 기계적인 장치의 개념으로써의 최초의 자

동차는 아니지만 ‘ 최초의 자동차’로 불리는 자동차의 근원이 바

퀴가 세개달린 자전거에서 유래되었다. 다임러의 4륜차 역시 채

찍과 말이 없이 엔진으로 구동되는 마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7> 1898년 프랑스의 르노형제가 자가승용을 위한 자동차의 형태

로 좌석이 둘인 쿠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캐빈이 닫혀진 형태

로 들것인 가마에서 유래된 형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단지 바

퀴와 엔진이 더 있었을 뿐이다.

8> 1905년 가장 저렴한 자동차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로

개발된 헨리포드의 자동차 ‘모델 T'는 4인 또는 그이상의 승객을

위한 캐빈공간의 확장을 갖는 좌석의 최초의 상용차 형태를 보였

는데, 대량생산을 위한 구조로서 르노 자동차의 형태를 모방한

캐빈형태의 외형적인 구조는 자동차의 형태발전에 새 장을 열었

다.

9> 화물차에서 배달용 자동차로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개발

되었는데, 형태상 앞부분은 리무지이고, 뒷부분은 화물차의 형상

으로 매우 실용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다.

10> 경주용 자동차의 개발은 20세기에 확실한 스타일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열려진 형태로 당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모습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차는 이태리에서 만들어져 파리 북경간을 달려

우승을 하였고, 기술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이유로 경주용 자동차

는 외형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스포츠 자동차형태에 영향을 보이

게 되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경주용 자동차의 혼합형

이 개발되는 계기를 보여 주었다.

11> 자동차는 발전되며 다른 형태들의 간섭이 많지 않았는데 그

것은 아르누보(Art Nouveau)와 입체파(Geometrismus:Cubism)의

예술적 방향이 자동차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훨씬 전인 자동차가

개발될 당시 10여년 동안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스타일에서 이미

그 응용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젊은 스타일의 흐르는 듯

한 외형의 모양은 자동차 운전의 다이나믹성을 지향하였으며 특

별히 발판과 흙받이, 휠아취의 흐르는 듯한 선과 르노 자동차의

조지 블레튼, 내연엔진, 1878년

(4.4)

다임러, 최초의 네바퀴 내연기관

차, 1886년(5.4)

벤츠, 세바퀴 내연기관차, 1886

년(5.3)

다라크-레옹블레, 전기차, 1896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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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형이 도입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2> 점차 커져가는 엔진의 구조 양식에 따라서 자동차의 형태는

더욱 길어진 본네트를 갖게되었다. 흙받이를 위한 휠아취도 길게

늘어 났으며 이러한 스타일의 특징이 되었다 젊은 사람을 위한

자동차 스타일의 유형은 30년대의 고전적인 자동차 스타일의 전

성기를 이루었다

인간의 꿈의 하나로서 ‘자동차’만들기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오랫

동안 계승되어 왔다. 자동차에 대한 것은 기원전 150년 알렉산더

시대부터 이미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고,

1480년경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코디체 아틀란티코

(Codice Atlantico)라는 책에 그려놓은 태엽자동차의 상상도를 보

고 예전부터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꿈은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

다. 17세기 후반에 증기를 수송기관의 동력으로 응용해보려는 실

험들이 이루어졌는데, 1643년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가 처음으로 지구의 대기압을 발견한 뒤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앙 하이겐스(Christian Huygens)는 1680년

이 원리를 이용해 실린더 속에서 화약을 폭발시킴으로써 진공을

만들어 그 힘을 동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내연기관의 최초 실험이

이루어졌다.

1825년 고즈워디 거니경은 이렇게 개발된 버스를 171km의 정기

적인 노선에 상업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월터헨콕은 2대의 증

기차를 고안했는데, 1827년에 앞바퀴가 하나인 3인승 3륜차와 2년

뒤 개발된 버스형태의 6인승 증기차였다. 또, 윌리엄처치는 고급

형의 6인승 코치를 개발했는데 1830년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옴

니버스로 이용되었다

.

1863년 프랑스인 에띠엥 르느와르(Etiene Lenoir)가 석탄개스를

이용하여 2기통의 1.5마력, 100rpm짜리 엔진으로 내연기관자동차

를 처음으로 만들엇으나 움직이지는 않았다. 1895년 벤츠 다임

러(Benz Daimler)에 이어 1867년, 독일 개스모터제조회사를 설립

한 니콜라우스 오또(Nicolaus Otto)와 오이겐 랑겐(Eugen

Langen)은 르느와르의 엔진보다 월등한 엔진을 만들었고 후에 기

술자 고트리프 다임러(Gottlieb Daimler)와 디자이너인 빌헤름 메

이바크(Wilhelm Maybach)를 영입하여 1875년 성능좋은 2천여개

의 엔진을 판매할 수 있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오또의

뿌조, DeDion, 1902년(7.5), 비로

소 마차의 모습을 탈피하고 있

다.

두리어(Duryea), 두리어 모델,

1893년

헨리 포드(Henry Ford), 포드A,

1903년(10.2), 1900년대 자동차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향 장치의 위치와 운전석 배

치, 바퀴의 배열이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다(기본형

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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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사용하여 오스트리아의 지그프리드 마르쿠스(Siegfrid

Marcus)는 최초의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개발하였는데

빈에서 크로스텔로이베르크까지 25km의 거리를 시속 6km로 왕

복하였다.

1878년 볼레(Bollee)가 제작한 라 망쎌(La Mancelle)이라는 이름

의 2.5톤급의 증기자동차는 시속 35km를 내게됨으로써 증기자동

차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제조기술, 설계감각에서 오늘날 자

동차의 급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기 시작한 자동차의 원형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셰시와 바디의 기본 형태는 마차를 따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62년부터 내연기관의 개발이 매우 빈번한 가운데 알퐁스 보 드

로샤스(Alphonse Beau de Rochas)는 4기통의 엔진을 개발했는데

오또는 그것을 다시 1876년에 상품화에 성공시켰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엔진을 장착해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이야 말로

너무나도 멋있는 것으로 환영받았고, 특히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

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유럽사람

들에게서 자동차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부분이거나 정성

어린 상품이어야 하며 예술품이어야 했다.

유럽이 자동차의 탄생에 공헌을 했다고 하면 대서양 건너편의 미

국은 자동차 생산을 공업화, 즉 양산(量産)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자동차개발과 자동차시장에 한 발 늦게 나

선 미국은 유럽과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

에서는 하나의 규격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양산

을 하려고 했다면 유럽에서는 자동차 하나하나가 균일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개성이 있어야 하고, 소유자의 기품과 취

향이 차의 성능보다도 외관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죠지 브레이튼(Grorge Brayton)은 차에 내연기관을 싣

고 처음으로 실험을 하게되었고, 1876년 필라델피아 100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독일에서 엔진개발로 유명해진 오또를 만나 브레이튼

의 엔진은 더욱 개량되었다.

1886년 독일의 칼 벤츠(Karl Benz)가 벤츠사를 설립하고 세바퀴

자동차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휘발유를 사용한 이 차의 엔진에

는 전기점화 장치가 개발되어졌고 완벽한 성능에 사상 최초의 현

대식 자동차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같은해 다임러 역시

보다 더 개량된 휘발유 엔진을 가진 네바퀴 자동차를 선보이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래의 자동차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전기자동

헨리포드, 모델 T, 1906년

롤스로이스 실버코스트, 1909년

(8.2), 기본형의 발전, 포드모델A를

거쳐 T에서 확립된 기본형이 그대

로 확장된 모습인데 이후 이 스타

일이 30여년 간 지속되게 된다.

시트로엥 5CV형, 1922년, 프랑스인

특유의 감각으로 포드모델 T이후

설정된 기본형을 아름답게 정리하

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양

식간에는 절대적인 감각으로 미적

우위가 있을 수 없으며 특유의 스

타일을 얼마나 정치하게 다듬을 수

있는가에서 조형적 우수성이 성취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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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이미 1886년 이전에 만들어 졌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샤를루

랑바가 만든 장땅(Jeantand)라는 전기 차로 최고 60km 속도를

냈고, 당시로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발전 개선된 증기차 조

차도 내기 힘든 속도였다. 이런 전기 차들은 오히려 휘발유차를

앞서는 성능과 편의성으로 큰 호응 속에 한동안 최고성능을 자랑

하기도 했다.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며 1895년 프랑스

에서는 350여대, 독일에서는 75대의 자동차들이 새시대의 상징처

럼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1894년 점차 유럽에서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후앙사이의 126km 에서 세계처음으로 자동차 경주대회와

파리오토살롱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그해 찰스 밀 프랭크

두리어(Duryea)형제가 처음으로 자동차다운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격적인 미국의 자동차 탄생에 공헌하게 되었다. 그들은 1895년

시카고와 이반스톤사이의 80km거리에서 열린 미국자동차 경주대

회에서 성는좋은 독일의 벤츠를 비롯한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들

을 이기고 우승하여 미국인의 자긍심을 높혀 판매에도 큰 효과를

보았다. 두리어는 1906년에 4기통 엔진에 공기냉각장치를 개발하

여 차세대 자동차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기술의 일반

화).

1899년 프랑스에서는 드 디옹, 푸조, 그리고 르노가 설립되고

1900년에는 25종류나 되는 자동차전문잡지들이 발간되고 있었다.

또 최초의 자동차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자동차클럽이

탄생하여 자동차생산과 개발경쟁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

었다. 이무렵 수작업의 자동차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체계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드라이에 사는 1895년 부터 1899

년까지 6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했다. 초기 디자인에서

는 다임러와 벤츠의 차들을 그대로 모방하였지만 후에는 개성을

찾게 되었다. 주로 자전거와 전기모터, 로터리 엔진을 연구하던

알렉상드르 다라크는 레옹볼레와 손을 잡고 1900년까지 1천200대

의 차를 생산해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나 후에는 소형차생산에 주

력해온 르노사에 합병되었다(대기업에 의한 군소기업의 합병 >

디자인가치가 일정한 유형으로 정착되는 단계).

1896년 이후 치열한 자동차 생산경쟁에서 모(Mors)라는 회사는

서로 마주 앉게 좌석을 배치한 4기통 6마력의 자동차에 수냉과

공냉식의 겸용 냉각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로 호응을 얻어 2기통부

터 6기통의 8500cc배기량을 가진 초호화판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이 회사 마크를 단 자동차는 제1차대전후에도 중소기업수준의 회

사로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후에 이회사도 시트로엥사에 합

병되었다.

시트오엥 11CV, 1931년(12), 이차

는 전륜구동을 최초로 실현했을

뿐아니라, 앞유리의 각도와 전체

형태에서 유선형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다.이에 비해 같은 시기에

디자인된 아들러 리무진은 그로피

우스가 디자인 했음에도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아트509, 1925년(11.5), 기본형의

지속

생산 중인 피아트500(1948

년), 1937년 원형이 이미 제

작되었으나 생산이 재개된

것은 그로 부터 10년 후였

다.

아들러리무진(Adler Limousine),

그로피우스(W. Gropius), 1931년

(13), 컴파트먼트의 배열방식이 건

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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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보수적인 나라답게 정부 및 많은 일반

대중들의 반감 때문에 다른 제조업에 비해 자동차공업은 취약한

상태였다. 1861년 영국의회는 영향력이 강한 철도노동자와 마차

생산업자들의 압력에 따라 이른바 적기조례(The Red Flag Act)

를 통과시켜 자동차산업은 질식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장애물이 없는 지방로에서는 시속 6km 이

하로 달려야 하며, 시내에서는 3km이내의 시속으로 사람이 걸어

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가야 했다. 지방에서 도시근교로 접근해

올 때는 자동차에 앞서, 사람하나가 붉은 기(旗)를 흔들며 자동차

의 접근을 알리면서 차를 뒤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법은

1896년 현실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폐지되었지만 자동차회사들이

설립되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1893년 영국에

설립된 독일의 다임러 자동차공장을 1898년 인수한 헨리 로슨

(Henry J. Lawson)이 영국에서 자동차 독점생산업체로서 행세하

려 했다. 로슨은 갖은 방법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새로운 발명특

허를 발급정지 시키고, 다른 제조업 설립을 막는 등 한때 영국 산

업계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유지하였으나 1901년 영국법원이 로슨

의 야망을 꺽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숨통이 트인 영국의 자

전거업자들은 앞을 다투어 자동차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주로 코벤트리(Coventry)지방 근처인 중서부일대

에 밀집하게되어 영국의 자동차 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1903년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첫 작품으로 ‘포드 A형’을 내놓

으면서 새로운 제작방식을 도입했다. 포드는 그때까지 다른 회사

가 쓰고 있던 주문생산방식 대신 양산화한 균일 제품을 고객이

사가는 형식만이 싼값의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행

에 옮겼다. 그 뒤 1908년 ‘포드 T형’을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가

격에 혁신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 4기통 2892cc 20마력의 T

형은 획기적인 장치들로 인해 운전하기가 매우 쉬워지고 속도도

빠른 명차가 되었다. 1909년, 포드 T형 1만2천292대가 한 대당

950달러에 판매 되 미국 역사상 4기통 차로서는 처음으로 1천달

러 이하로 내려갔다. 1911년엔 4만 402대가 팔렸고, 가격은 대 당

690달러, 다시 1913년엔 18만2천809대가 550달러씩에 팔렸다.

1910년대에 미국에서 올라가는 물가에서 유일하게 내려가는 것은

포드가 만든 자동차의 가격 뿐 이었다. 1914년 다른 자동차회사

에서는 12시간이나 걸려 만들던 차를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

입으로 자동차 한대의 조립에 걸리는 시간을 불과 90분으로 단축

해 대량생산의 기틀을 만들었다. 다음해인 1915년 포드는 대 당

440달러가격으로 35만 5천대를 생산해 냈다. 몇 해 뒤인 1923년

에는 ‘리지(Lizzie)라는 귀여운 별명까지 얻으며 290달러란 놀라운

가격의 자동차를 200만대나 생산하게 되었다. 획기적인 대량생산

다이맥션 카 3번, B. Fuller, 1933년

(19), 퓰러는 비록 건축가였지만 전

통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의 다른

건축디자인처럼 이차도 여러면에서

획기적이다. 단점은 후방시야가 나

쁜 것이었다.

모리스 미니, 1948년(27)

치스탈리아(Cistalia), 피아트, 1947년

(26)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처럼 감각적인 디자인을 실현시키

는 이태리인의 감수성은 놀랍다.

시트로엥2CV, 피에르 블랑제, 1939

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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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계속 자동차를 보다 싼값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포드사

의 자동차는 1913년엔 전 미국 자동차의 약 38%를 차지했는데,

군소 메이커가 60개를 넘었던 당시의 상황에선 대단한 업적이었

고, 1921년에 이르러서는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동차 경기의 전성시대와 스포츠카의 우수한 기록에 의해서 고

성능과 고속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30년대 초기에는 대형 프

레스 기술이 향상됨과 함께 자동차 형태에 있어서도 유선형 시대

로 접어든다. 미국에 처음 유선형이 소개되기 시작한 때는 1867

년 사무엘 L.칼드롭이 유선형 기차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부

터이고, 1917년 다르시 웬트워드 톰슨이 형태론에 대한 그의 저술

에서 처음 유선형이란 용어를 사용한 계기로 대중화되어, 30년대

유선형은 급기야 미국제조업계를 사로잡는 유형이 되었다. 즉,

각이 지지 않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곡면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구비한 유선형의 차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공학적으로

나 예술적으로나 진일보한 자동차의 발전이었다.

1934년 클라이슬러는 공황타개와 GM, FORD에 대항하기 위해

최고 기술진을 동원하여 자동차 제조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

이른바 떠있는 힘(FLOATING POWER) 방식으로 엔진을 고무로

만든 장치에 고정시켰고, 외관도 기존의 박스형 형태에서 탈피하

여 유선형의 형태로 “에어플로우(Air flow)”라는 모델을 개발하였

다. 하늘에서 나는 더글러스 DC-3 항공기를 땅위에서 재현해

보고자 시도한 이 유선형 자동차는 엔지니어링과 시각적 미를 한

개의 완전한 패키지로 묶어 유기적인 관계를 시도한 첫 시도였으

나 혁신적인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에는 그리 성공을 거두

지 못하여 1937년 생산을 중지하였다. 이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

드는 산업 디자인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 공

업계를 주도한 대표적이고도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해에 히틀러는 국민차(WOLKSWAGEN) 운동을 일으켜 포

르셰(F. PORSCHE)박사에게 1,000마르크 이하에 팔 수 있는 대

중적 차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후륜구동리어엔진 방식

의(RR: REAR E/G, RR DRIVE) 방식에다 유선형 양식의 “딱정

벌레(BEETLE)"로 불리는 시작차를 내놓는다. 세계 대전으로 생

산되지 못하다 전쟁 후부터 1978년까지 2천만대라는 놀라운 베스

트셀링카가 되었다.

미국에서 활동한 프랑스 태생의 디자이너인 레이몬드 로위는 뛰

폭스바겐 비틀, F. Porsche,

1936년(39), 국민차 계획을 통

하여 히틀러는 독일인에게 선

진 생활양식의 자부심을 주고

싶어 했다. 유선형 스타일은 혁

신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이차

가 부여하고자 한 꿈을 이상적

으로 표현한 것이엇다.

시보레 코르베어(Chevrolet

Corvair), 1960년형 (45), 이 차는

미국 최초의 컴팩트(Compact=소

형차)였다. 엔진은 뒤에 실었고,

공냉식 6기통 2372cc, 4400rpm서

81마력을 냈다. 1970년까지 생산

되었다. 당시 미국차로는 획기적

인 설계와 디자인이었다.

크라이슬러 에어로플로의 사진과

광고, 1934년(18), 시트로엥 트락

숀 아방트에서 처음 나타난 유선

형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실현

한 차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인

의 심미안에 비해 지나치게 앞선

형태였고, 몇가지 기계적 결함

때문에 실패한 차로 남게된다.

이 이미지는 유럽으로 건너가 승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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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감각과 현대미를 접목시킨 공력학적인 특성 그리고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디자인했는는데, 특히, 1953년 발표한 스튜드베

이커사를 위한 쿠페(coupe) 아반티는 용이하게 덮개를 처리할 수

있는 얇은 철판의 지붕을 적용, 고급승용차의 안락함에 개폐식

자동차의 외양미를 가미시켰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잘 조화된

새로운 시도의 차는 여러 나라의 진보적 디자이너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1950년대의 유럽은 폭스바켄 비틀, 피이트

1100, 모리스 1000과 같은 실용적인 소형차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추상적인 조각같은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의 시시타리아 쿠페(1947), 독일의 포르쉐

356(1952), 스웨덴의 사브92(1950) 프랑스의 DS19(1955) 등이 그

대표적이었다.

유럽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블로벌라(BLOBULAR FORM)형태

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금속제련 기술을 이용하고 공력한 시

험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스타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1940년대말 푸조의 심카 6와 모

리스 1000에서와 같이 둥근 “삶은 달걀(POACHED EEG)"형의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50년대 최고로 인기를 끈 차는 영국의 알

렉 이시고니스(ALEC ISSIGONIS)가 47년에 설계한 모리스 마이

너 (MORRIS MINOR)였다. 이 차는 전면 유리를 1장으로 개방

감을 주고 전체적인 창문 부위의 면적이 넓게 디자인 되어 현대

적인 감각의 이 차는 전쟁전의 어떤 영국차 보다 승차감이나 안

전성이 뛰어나 61년까지 무려 100만대 이상이나 팔렸다. 이것이

그 유명했던 오스틴 세븐(AUSTIN SEVEN)이라고 불리우는 현

재까지도 인기있는 미니(MINI)의 기본형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시대에 이른바 큰 세단형 차가 개발되고 인기가

있을 때 유럽에서는 컴팩트한 국민차 개념의 모델이 인기를 끌었

다. 1955년 기술혁신과 스타일링에서 특히 획기적인 이정표로 거

론됐던 모델은 시트로앵의 DS19였다. 이 차의 개발에 있어서

“안락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고 넓은 차체, 분리된 플라스

틱 지붕, 넓은 면적의 창문,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스타일 등이

었다.

63년경 미국 차종은 무려 429 개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

에 과도하게 치장되고 화려하게 장식화된 미국차의 경향은 점차

로 그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되면서 서서히 BODY의 간략한 형태

로 디자인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것과 생산 합리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유럽시장은 그 어느

뷰익로드매스터, 1951년(32)

재규어(Jaguar)E형, 1961년식 (46),

이 차는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

다. 6기통 3781cc DOHC 엔진은

269마력을 냈다. 최고시속은

240km,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

간은 7초였다. 유럽판 머슬카의 이

미지를 만들었다.

시트로엥 DS19, 1955년(34)

포르셰 356, 1952년(33)

캐딜락 엘도라도 브로엄, 1957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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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아우디(AUDI)가 폴

크스바겐(V.W)으로, 아우토비앙키(AUTOBIANCHI) 와란치아는

피아트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1966년에는 BMC가 BMH(BRITISH MOTOR HOLDINGS)로 재

규어(JAGUAR)를 인수한 뒤 개편되었고, 68년에는 상공용 차량

전문메이커인 레일란트(LEYLAND)를 합병시킴으로써

BLMC(BRITISH LEYLAND MOTOR COMPANY)라고 개명하

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생산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미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격경쟁도 치열

하여 값이 싼 차를 방매하는 유행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거칠

게 달리면서도 기능적으로 우수한 두가지 모델이 선보였는데,

그 하나는 61년형 르노(RENAULT) 4이고, 또 하나는 시트로앵

2CV였다. 심카(SIMCA)는 뒤에 엔진을 탑재한 100형을, 그리고

푸조는 60년에 404 살롱을 발표했고, 65년에는 약간 작은 엔진을

장착한 204 MODEL을 내놓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오스틴 미니(AUSTIN MINI)와 힐만 임프

(HILLMAN IMP)가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하였다. 60년대는 영국

의 작은 스포츠카(SPORTS CAR)의 전성시대였다. 특히, 인기있

었던 차종은 오스틴 힐라 스프라이트 (AUSTIN HEALEY

SPRITE) 및 MG 미지트(MIDGET)였는데, 젊은이에게 호감이가

는 가격과 기동성 그리고 COMPACT한 STYLE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다이믈러는 8기통 SP250을 발표하였는바, 처음으로 BODY 재료

를 철판이 아닌 합성 수지를 사용하였다. 재규어(JAGUAR)는

“E형”을 만들어 유체역학적인 유선형 STYLE의 형태로 디자인에

는 관심을 모았으나 기능면에서는 불안감을 주어 문제를 남겼다.

그러나 MK-II 살롱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60년대에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제조에 있어서 최고 출력이나 성

능 위주로 개발, 경합을 벌이면서,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경제성

이 없는 차는 더 이상 매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조치로 75년 에너지 절

약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따라서, 자동차 업체도 고성능의 차를

싸게, 휘발류 소모가 적은차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를 개발함에 있어 컴팩트한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하였

는데 GM은 1976년 1400cc 시보레 시베트(CHEVROLET CHE

아우디(Audi)100, 1976년형 (66)

포드 시에라(Ford Sierra) 1982년형

(78), 시에라 시리즈는 기체동력학

의 철저한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것

이다.

다양한 4기통 1300-2000cc 및 6기

통 2000-2800cc 휘발유 엔진과 푸

조의 2300cc, 디젤엔진도 실을 수

있었다. 월드카를 겨냥한 것이었다.

피아트(Fiat)127 1980년형 (72), 오

일쇼크에 즉각 대응한 차로 모리

스 미니 마이너에서 시작된 소형

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81년엔 1301cc 디젤 엔진도 등장

했다.

피아트 2300S, 피닌파리나, 1964년형

이것도 피닌의 걸작중의 하나이다. 6

기통 2279cc엔진은 150마력을 냈다.

이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앞 범퍼 밑에 안개

등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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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TE)를 개발하였지만 독일 오펜 카데트 시티(OPEL

KADDETT CITY)와 별반 차이점이 없었고, 크라이슬러

(CHRYSLER)도 77년 닷지 옴니(DODGE OMNI)를 개발했지만

이것 역시 VW 엔진을 탑재한 유럽차를 미국식으로 변형시킨 것

이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사정이 달라 미국보다 심각하지 않았는

데, 그것은 전부터 작은 엔진, 차체를 꾸준히 개발하였기 때문이

었다.

기술개발의 노력과 더불어 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취향도 갈수

록 까다로워짐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급기야

채산문제를 초월한 경지까지로도 이루어 졌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연비 향상을 위한 무게 감소, 구조 강도 증가,

접지성과 안락성 향상, 소음 제거와 서스펜션 개량등이 주요 문

제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결의 시작은 차

체(BODY) 설계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화를 통한 개선이었다. 컴

퓨터를 사용한 설계 방법은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서 긴밀한 연관

을 맺게 해주었다. 수학적으로 컴퓨터에 모형을 구현시켜 검토

해 보는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재래식 방법인 시작품

(PROTOYPE)을 만들어 실험한 것과 비교할 때, 차량개발에 있어

서 획기적 방법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과 비교해 볼 때 5년 이상 걸렸던 개발 기간이 3년으

로 축소되는 (DESIGN 단계에서부터 생산까지) 기술적 향상이 이

루어지게 된다.

1990년의 세계 20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는 약 3,288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1985년에 비해 1.08배로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런

데 연간 생산 비율이 1.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모두

가 신흥산업국들이다. 그 중 두 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그 대상 국가는 오직 미국

뿐이다. 두 번에 걸친 오일 위기를 맞은 GM은 그 대응에서 효

율적인 대책을 갖지 못했다. 기름이 적게 드는 차의 개발의 요

건은 엔진 개선, 차체 경량화, 차량의 소형화 등이었으나, GM의

방법은 오직 차량의 소형화 개념으로만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40여종의 차를 동일하게 작은 형태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부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전차종을 동일한 부품

을 적용하니 각기 특색이 있었던 다른 계열 자동차가 동형화하고

있다.

4.2.6. 분석

마쓰다 (Mazda)110S 코스모

(Cosmo) 1967년형 (55), 1964년 도

쿄에서 열린 모터쇼에 처음으로 선

보인 차이다. 그러나 생산은 67년

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최초로

로터리 엔진을 사용한 양산차로 유

명하다. 배기량 491cc X 2로

7000rpm서 130마력을 냈다. 최고

시속은 200km. 재규어에서 시작된

이 스타일은 광범한 영향을 미친

다.

페라니250 P5, 피닌파리나, 1968년

형 (57), 이 차는 1960년대에 페라

리 특유의 스타일로 내놓은 것의

하나인데 63년서부터 250P형이 나

왔다. 주행안전성을 위하여 미드엔

진으로 무게 배분을 했다.오늘날까

지 스포츠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AUDI “QUATTRO" - 1991년,

(92), 독일 아우디가 1991년에 개발

한 AVUS QUATTRO는 고성능 엔

진에 몸체를 알루미늄으로 처리해

경량화했다.

RENAULT "SCENIC" - 1991

년,(94), 프랑스 RENAULT사가 개

발한 SC- ENIC은 1991년 요즘 유

행하는 작고 오똑한 경차 디자인의

원조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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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의 가치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는 먼저 민주주의

와 산업기술, 대량 생산과 소비시대 이전의 물질문명과 그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구나 의자와

같이 역사적 기원이 기원전이나 역사시대 이전으로 소급되

는 것과 자동차나 라디오 같이 그 역사가 불과 백년 안팎인

대상에 대한 디자인가치변화의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

한 인간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대

상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간의 정신적 능

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

체적 적응성과 한계는 유한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 처리 기술은 인간

의 정신 능력의 확장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어떤 기술체계

보다도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가치변화 역시 제품의 생성, 성장발전, 쇠퇴, 소멸의

과정 속에서 시기별 장소별로 변화하는 제품가치의 변화와

일치한다. 그러나 제품 아이템은 소멸하지만 디자인의 가치

는 다른 제품이나 분야로 전이되어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욕구는 그 구현 수단을 달리할 뿐 지속되기 때

문이다. 미시적 측면에서 제품디장ㄴ가치의 변화 과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 관념의 일반화에 대응하는 제품(도구)개념의 성립

② 기기의 작동에 관한 기본원리의 탐색과 확립

(예: 가스식 냉장고와 전기식 냉장고의 경쟁)

③ 제품 핵심 부품의 실용화

(예: 스핀들, 증기기관, 내연기관,전동기, 반도체 등)

④ 제품을 이루는 기본요소의 규정 (핵심 부품작동 실질적

보조할 수 있는 여러 주변 장치의 규정)

⑤ 제품기본 모델의 등장 (프로토타입, 아키타입의 설정)

⑥ 핵심 부품의 성능향상과 기본요소의 재배치, 보관함, 안전

장치의 부가에 수반된 다양한 혁신, 유지수선 등 하부

구조의 성립

⑦ 주요 생산업체와 경쟁업체의 등장: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여러 기업이 다양한 유통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경쟁에

돌입(월부제, 순회판매원, 제품시범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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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형과 스타일의 1차 분화: 유선형 등 유행 양식의 창조,

첨단기술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

⑨ 용도별 분화: 휴대용, 가정용, 산업용 등

⑩ 외형과 스타일의 2차 분화, 미적 혁신

⑪ 신기술의 도입과 부가 장치 부착: 충전지 사용, 전자식

제어 등

⑫ 신기술 도입, 스타일 혁신과 패러디의 무질서한 등장, 기술적

소구력의 약화: 오늘날 진공 청소기는 첨단 제품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소비 대중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아니며, 제조업자와 기업은 부분적으로 첨단 부품을 도입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⑬ 기술혁신과 외형개선의 반복적 출현과 상호보완

⑭ 시장안정과 정체: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면서 더 이상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 정체기에 들고 투자회수가 끝나면서 비용이 드는

기술혁신 보다는 사소한 외형 개선에 매달리게 된다.

⑮ 제품의 소멸과 생성 : 생활 양식의 재조직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특정 제품은 소멸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혁신적

개념의 도입으로 전혀 다른 유형의 제품이 등장한다.

(예: 유선전화기에 대한 PCS의 등장, 텔레비젼에 의한 라디오

교체(가정에서), 다시 컴퓨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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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경요인과 디자인가치의 변화

4.3.1 역사 이후에서 1850년까지

1) 사회이념가치의 변화
사회, 문화적으로 서민 지배, 피지배층이 분리되고 16세기에 등

장한 부르조아 계급은 물질문화에 있어 이전의 귀족취향을 흉내

내었지만 17세기 이후가 되면서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여행이 자

유로워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취향을 보여 준다. 경제, 기

술은 농경작을 하였으며 건축은 성당이 주를 이루었다. 주동력원

은 물레방아를 이용하였으며 유럽은 대양 항해술을 통하여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든다. 초기 식민지에서 빼앗아온 귀금속류

는 국부의 증대에 큰 기여를 했고 18세기가 되면서 식민지는 원

료의 공급기지이자 그 가공품의 소비시장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부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이루었다.

2) 규범 및 제도가치와 기술용구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러한 경제여건의 빠른 변화는 광범위

한 사회변동을 이끌었는데, 그 핵심어 (개념)은 귀족, 관료, 장인,

노예, 식민주의, 중상계급, 사회주의, 증기기관, 제조, 특허제도, 민

족주의, 과학혁명을 들 수 있다. 예술, 디자인은 회화와 조각은 주

술적, 종교적, 교육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궁정

양식은 양식(style)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다시금 세속적 양

식으로 복제 재생산되었다.

유럽에서 공예품의 생산은 길드(Guild)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만 사회적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식민지에서 저가 제품의 수입과

매뉴팩처의 발달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도제식(apprenticeship) 방

식의 쇠퇴를 가져왔다. 새로 등장한 제도는 기계생산과 특허법(법

적 소유권)이다. 디자인은 응용미술로 이해되어 표면장식이 무차

별적으로 도입되면서 장식미술의 개념이 생기고 장식적인 것이

당대의 값비싸고 고급품이며 예술적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졌다.

3) 연표
1493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1506 마젤란 항해

1779 영국 Coalbrookale Bridge: 최초의 철교(주철사용) 설계는

목조다리와 동일하다.

1830 미하엘 토네트 : 기계생산공정을 사용한 걸상을 대량생산

1832 미국 볼드윈 기관차 제작

신석기 시대의 유물, 보습과 칼

로 돌과 나무를 적걸히 사용하

고 있다. 스위스에서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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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미국 기관차 처음 운행

1835 영국 에와르트 특별위원회

1836 에와르트 특별위원회 ‘미술과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

1836 사뮤엘 모르스 전보 발명, 아세틸렌 제조

1837 영국 디자인학교 (RCA전신) 설립

1839 영국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보호 법안 통과

1839 다게르와 니엡스 사진이론 발표

1841 번센, 카본징크 배터리 발명, 파리 아크등 등장

1842 주철재료로 가로(街路)건축양식 등장

1843 찰스 서버, 필기체 타이프라이터 발명

1844 프리드리히 고트로브 나무펄프로 제작되는 종이 발명

1845 영국 왕립예술협회, 디자인진흥을 위한 작품공모 : 헨리 콜

‘찻잔세트’가 수상

1846 미 엘리어스 하우, 재봉틀 특허 출원

1846 미 자동설걷이 기계, 세탁기 발명

1846 미 리차드 호, 로타리식 석판 인쇄용 프레스 기계 발명

1848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출판

1849 존 러스킨 ‘7개의 건축 등불’, 이후 이는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 영향을 미침

1849 조셉 모니어의 철근 콘크리트

4.3.2. 1851년에서 1930년까지

1) 사회이념가치의 변화
사회문화에 있어 특징은 독일과 러시아, 일본 등 후발 열강으로

산업화를 뒤늦게 추진한 나라들까지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포기하

고 국민국가의 체제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기간에 산업화를 추

진한 나라들은 식민지 쟁탈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종의 내전이

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은 이로 인해 그때까지 유럽에 잔존한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고 각국의 국력은 일시적으로 쇠퇴한 반면

주변부에 있던 미국이 서방세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세계체제는 다시 이념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의 일파인 공산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파시즘:facism)으로 나

뉜다. 뉴욕증시의 붕괴 이후 산업국 최초의 세계적인 불황을 겪으

면서 각 체제의 특징은 좀더 분명해졌고,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

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독특한 통치규범과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극우적 성격을 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물질 생활의

규범과 양식까지도 국가 이념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콜트리벌버, 1849년 샤뮤엘

콜트가 디자인. 부품호환을

통한 대량생산을 가능케 했

다. 리벌버형 권총은 아직도

기본원리에 있어 동일하다.

William Van Alen, Chrysler

빌딩, 1930년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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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 및 제도가치와 기술용구
산업화는 원료확보와 기술개발 - 생산성 향성 - 국부 증대의 순

환을 거쳤고, 당시 세계적 수준에서 추진된 각종 박람회에서 국가

사회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각국들은 국

부를 과시하는 경쟁을 벌였는데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와 속

도(‘Speed’)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룬다.

기술경제는 증기기관과 철도망의 보급으로 운송산업이 증대했으

며,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육상과 항공운송에 폭넓게 도입된 내연

기관은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을 통하여 기계의 일상 생활화,

도로망 확립을 통한 도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심, 시 외각, 상

가와 빌보드 등 도시중심의 인공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생산 체계

는 표준화, 규격화와 부품호환의 개념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기술, 군수 체계가 혁신적으로 정비되면서 곧바로 서구열강은

군비 경쟁에 돌입한다. 전화기, 타자기, 사진기, 축음기, 재봉틀,

전구 등의 발명과 실용화한다. 이로써 과학과 기술 협조관계는 명

확히 자리잡고 거대 기술과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발판이 마련

된다.

그러나 20세기 초 까지 예술, 디자인 부문은 기계 기술을 새로운

양식 창조에 이용하기보다는 빅토리아 양식 등 과거 수공예적 장

식의 복제에 먼저 응용함으로써 미적인 질서가 교란되는 양상을

보인다. 수작업에 적절한 기법을 기계로 대신하려는데 무리가 따

랐고, 한편 당시까지는 기계 가공기술이 저급했기 때문에 수준높

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수공예와 기계가공을 혼합하

는 방식이 고가품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통공예는 소멸과

정에 있었다. 고고학적 고증도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스와 소아시

아 지역의 고대문명 발굴이 활기를 띄면서 유럽에서는 신고전주

의(neoclassicism) 양식이 유행한다.

또다른 경향은 세기말 양식으로 불리우는 신미술(Art Nouveau )

운동이다. 새로운 세기의 새양식은 쥬데오-크리스찬(Judeo-

Christian)이나 헬레니즘(Hellenism) 보다는 좀더 원초적이며 자연

적이고 동시에 이국적(exotic)인 양식에서 찾을 것을 당시의 진보

적인 예술가들은 주장했는데 이런 경향을 ‘신미술운동’이라고 부

르게 된다. 양식적 특징에 따라 영국 북부와 오스트리아에서 유행

한 직선적 아르누보(rectiliniear Art Nouveau)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널리퍼진 곡선적 아르누보(curvilinear Art Nouveau)양식

으로 분류한다. 특히 시각디자인과 테이블웨어와 실내장식을 포함

한 가구 부문에서 활발한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예술가, 공예가,

건축가들로 구성된 조직적인 공방활동과 적극적인 출판 홍보활동

GM의 생산조립라인

(1933년), 19 34년 시카고

에서 있은 'Century of

Progress Exposition'에

출품되었다.

록펠러 센터 입구에 있는

지혜의 신 조각상, 1930년

대

칼튼 책꽂이, 1981년, 에토

레 솟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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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토네트 형제의 곡목의자는 이양식

을 대변하면서도 대량생산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례로 꼽힌다.

또하나의 경향은 오늘날 탈장식주의, 혹은 기능주의로 불리우는

전위적인 조형운동으로 디자인에 있어 모더니즘(modernism) 운동

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DWB)에

서 주장된 순수 합리적 형태라는 미적 표준의 개념설정을 시도한

기계미학의 이론, 이탈리아 미래파의 속도 집착적인 이미지, 데슈

틸의 요소주의와 러시아 전위파의 절대주의와 구성주의, 그리고

이들 제양식을 통합정리 함으로써 근대 디자인운동의 이념과 방

법을 종합한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가 운동의 실체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측면으로 유럽의 여러나라는 디자인 개

발을 자국 문화 선전의 한 수단으로써 수출 증진과 관련된 국부

증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디자인 진흥기관을 설립한다. 그

러나 양식의 혼재 현상이 두드러져서 독자적인 미적 기준에 의하

여 디자인된 제품은 거의 없었다. 이점에 있어 20세기 초 여러 아

방가르드 운동의 반역사주의적 구호는 새로운 양식 창조의 기본

적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3) 1860년대의 예술민주화와 품질회복운동
런던 세계국제박람회(1851)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을

접하는 기회를 주면서 여러나라와 도시에서 열리는 각종 엑스포

는 그 시대정신과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당시의 디자인은 장식문

법에 기초하여 장식을 통한 과거, 역사주의의 재현에 힘썼고 디자

인은 장식미술로 이해되었다.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 추진

된 미술공예운동이 대표적 조형운동이며 인공물의 질을 회복을

통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한 운동의 이념은 지속적인 영향력

을 행사한다. 그러나 기계생산을 반대하고 중세적 제조방법으로

회귀하고자한 행동방법은 실패할 운명이었다. 이는 형태에 있어서

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최초의 품질회복 운동으

로 19c 심미적 이상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예술의 민주화의

이념은 모든 대중을 위한 생활용품이 예술적으로 그리고 가치있

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상으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두

고 있다. 한편 기계산업이 바탕이 되었던 미국의 미술공예운동은

중산층 가정환경을 문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영국에

서 장식미술 박물관이 설립되고, 인공염료개발, 석판 색채 인쇄

가 실용화한다.

4) 1870년대의 기술혁신과 역사주의의 잔재
미국은 1870년대는 주철, 가공철재가구가 유행하였고 신재료와 가

공기술로 상업용 타자기와 같은 기계제품 - 전화기, 타자기, 사진

Wheeler and Wilson 재봉틀,

1854년, 고급품의 이미지를 위

해 식물장식을 덧붙였다.

토네트(Michael Thonet)의 곡

목의자(19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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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축음기, 재봉틀, 전구 등- 이 발명되고 상업화되었다. 한편, 건

축분야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천루와 같은 구조건축

이 출현하였다. 인쇄와 사진술이 발달하고 일본미술이 소개되어

평면성과 간결성이 도입되었다. 미술공예전시협회가 생겼다. 세

기말의 역사주의가 만연하였고 장식미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

고 주조기술과 마천루 건축이 철골구조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

다.

5) 1890년대의 새로운 양식탐색
신미술운동인 아르누보양식 - 1890년대 초에서 1914년 세계대전

전까지 고전적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를 탐색-이 나타났으

나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에서 모티

브를 찾은 신미술운동은 비대칭적이고 생동적이나 결국 사치, 환

상적, 여성적, 쾌락적, 곡선적, 과잉장식으로 남았다. 비엔나 분리

파는 과거의 양식과 분리되고자 하는 구호를 내새우며 직선적 양

식의 아르누보 운동을 추진한다.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활동한 챨

스 레니 매킨토쉬도 비슷한 양식으로 비엔나 공방과 교류한다. 기

하학적인 간결성을 목표를 예술적인 표현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장식적이었다. 기하학적 처리가 독자적인 조형표현으로 의

의를 획득하는 것은 데사우 바우하우스에 이르러서이다. 가사노

동의 의미가 변화하고 과거 하녀가 담당하던 가사노동이 주부에

게 넘어 가면서 가사 노동을 대치할 기계로서 가정용 기구와 가

전제품이 도입되고 동시에 이의 디자인이 발달하였다.

1851 영국 런던 국제산업 대박람회

1851 조셉 펙스톤 수정궁 (조립공법과 시스템 빌딩 건축의 효시)

: 철골구조와 유리 사용

1851 재봉틀 특허

1851 윌리엄 모리스, 존 러스킨 미술공예운동

1852 영국 장식미술 박물관 설립

1852 안전 엘리베이터 개발

1853 뉴욕 엑스포

1853 러시아, 파벨 오브치니코프 회사 설립

1854 석판색채 인쇄로 가구 카달로그 제작

1855 데이비드 휴즈 : 인쇄 전보

1855 프란츠 쾰러 : 텅스텐 강

1856 오웬 존스, <장식문법>

1856 인공염료 연보라색 : 영국의 화학자 위릴엄 페르킨

1857 엘리샤 그레이브 오티스 : 안전 엘리베이터 설치

1858 쉐레 최초의 원색 석판 인쇄 포스터

- 석판 색채 포스터 <지옥의 올페>인쇄 제작

1859 미하엘 토네트 곡목의자 생산

에디슨의 전구, 1875년

Willow 1, 챨스 레니 메

킨토쉬, 1904년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나치 청년 당원들, 1935

년, 단상에 놓인 것이

Volksem- faenger

VE301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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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알렉산더 파크스 - 파크신 젤라틴과 목화섬유로 된

혼합물을 발명 : 셀룰로이드

1861 제철 생산 공정 새롭게 개발 - 철제품 생산 급속히 증가

(베서미 평론법)

1861 윌리엄 모리스, <모리스 마샬 포크너>사 설립

: 미술공예운동 실천의 장

1861 미국 남북 전쟁

1865 최초 카펫 청소기와 접시 설거지 기계가 개발

1866 알프레드 노벨 : 다이너마이트 발명

1867 독일 베를린 장식미술박물관이 사립재단으로 설립

1867 파리 엑스포 개최 - 레밍톤 타자기 선보임

1869 전기 세탁기 개발

1869 최초 우편엽서 소개

1871 빌헬름 1세 독일 왕국 선포

1871 시카고 대화재, 마천루 건축

1872 토마스 에디슨 : 복식전보 완성

1872 미국, 몽고메리 와드 : 우편주문 판매 시스템 이용하는

기업 설립

1872 미국, 흔들의자

1873 비엔나 엑스포 개최.

1873 레밍톤 회사가 특허를 구입하여 타자기 생산

1873 윈체스트 73 카빈총 생산

1875 레밍톤 회사에 의해 상업용 타자기 출현

1875 미국, 토비 가구 회사 : 일반용 상업가구 제품 생산

1875 런던 리버티 컴퍼니 상점 개관

1876 필라델피아 엑스포: 산업기계, 차량, 농기구 등 새로 발명된

산업제품들은 주로 주물에 의해 만들어졌고 경우에 따라

조잡한 장식이 덧붙여짐.

1876 크리스토퍼 드레서 : ‘디자인연구’ 출판 (각지고 양식화된

식물장식과 기하학적 장식, 실내장식용 채색도판)

1876 미국, 소파겸용 침대

1877 미국, 벨 전화기 회사의 상업용 전화기 등장

1877 최초의 공중전화기

1877 토마스 에디슨 : 원통형 축음기 발명

1878 토마스 에디슨 : 실용 전등 발명

1878 영국 크리스토퍼 드레서 : 드레서 앤드 홀므라는

동양제품 판매점 개업

1878 미국 회전시킬 수 있는 탁자

1879 미국 제임스 리티 : 금전 등록기 특허

1879 조지 셀던 : 자동차 특허

1880 애니메이션의 효시 : 말달리기 연구라는 사진작품

‘전기의 놀라움‘ 60년대

신혼 가정의 꿈을 꿈같

이 표현한 광고

르꼬르뷰제의 메종쉬세,

1932년, 기하학적 모더니즘

을 표현하고 있다.

RT 버스의 내부, 1939년,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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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영국 크리스토퍼 드레서 : 실내설비 미술동맹 설립

- 여러 가지 문화 혼합된 양식의 가구생산

1880 독일 로젠탈 도자기 회사 설립 :

레이몬드로위, 빌헬름 바겐펠트, 그로피우스, 타피오

비르칼라 들의 도자기 생산

1880 뉴욕 전기 가로등 등장

1881 영국 전기판매

1881 애스틀리, 병제조 기계 만듦.

1882 쉐이크 교도의 생활용품 : 일상제품 제작에서 일체의

장식을 제거, 형태 그 자체로써 기능을 나타냄.

1882 오스카 와일드 18일간 미국 강연 여행, 미술의 미적 이상과

장식의 가치를 선전.

1882 센츄리 길드 : 영국의 아서 헤이 게이트 맥머도가 설립,

공예의 올바른 위치 회복하고 부흥하려는 미술공예운동의

연장으로 아르누보로 이어짐

1883 독일 만하임에 벤츠 자동차 공장이 설립

1883 전국금전등록기회사(NCR)가 금전등록기 처음 시판

1883 최초의 마천루건축 시카고에 등장 - 윌리엄 베론 제니

: 시카고 구조 철골 구조공법

1883 윌리엄 브래들리 : <레이디스 홈 저널> 창간

- 일반 가정용 가구와 설비를 다룬 잡지

1884 찰즈 파슨스, 처음으로 실용 증기 터빈 발전기 조립

1884 칼 벤츠, 단기통 엔진 자동차 제조 (4륜차)

1884 에벤 워터맨, 만년필 개발

1884 반 디폴, 전기 트롤리 카 개발

1884 조지 이스트만, 필름 제조회사 설립

1885 마천루 상업건축 : 철골구조 공법 - 철도역, 호텔, 공장,

공공 건물 등에 적용.

1885 티파니 : 유리공예회사 설립 - 후에 아르누보 양식의

상징이 됨

1885 영국 스탈리 로버모델의 자전거 생산

1885 다이믈러 : 연소 엔진 발명 - 칼 벤츠가 이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현대 자동차 시조 생산

1886 미국 웨스팅 하우스 회사가 전기 조명기구 산업에 진입.

1886 미국 리차드 시어스 : 시어스 뢰벅사 설립, 우편주문판매

시스템을 개발.

1887 AGE (독일 연합전기 회사)가 정식 등록, 기업 활동함.

: 당시 독일 산업의 축소판

1887 파리에 에펠탑이 착공 :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

1888 코닥 카메라 : 조지 이스트만 ‘코닥 박스 카메라’ 시판

1888 에밀 벨리너 : 디스크 축음기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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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프랑스 사무엘 빙 <예술적인 일본>이라는 잡지 발간

188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구 산업전시회 개최

만연하던 양식 모방 타파의 전환점. 편견 없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려는 시도 유럽에서는 아르누보, 유겐트 스틸

등의 신미술(양식)운동이 나타남

1889 조지 이스트만 : 셀룰로이드 필름 생산

1889 다이믈러 : 고속 가솔린 모터 발명

1889 오티스 : 증기동력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개발

1889 파리엑스포 : 기계의 승리, 기능주의적 사고가 받아들여지기

시작

1889 에펠탑 완성

1891 리차드 시어스 우편판매 카탈로그 발행

1891 미국 브로드웨이에 처음 전기 광고판 등장

1891 사진의 대중화 (코닥 카메라 90,000대 판매)

1892 프랑스와 헤네비크 철근 콘크리트 공법 특허 출원

: 유럽 고층건물 건축의 선두 주자

1892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미국에 설립

(톰슨․휴스톤과 에디슨회사 합병)

1893 미국 시카고에서 칼럼비아 엑스포 개최

부가적인 장식이 없이 최상의 미적 감각을 추구,

실용적인 간결성을 최고도로 나타냄

189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역사주의를 반대하고 유기적 건축

철학을 실천.

1894 젠킨의 활동사진기 등장

1895 아르누보 운동의 이름 명명 (사무엘 빙 ‘신예술의 집,

아르누보의 집’이라는 상점 개업 : 모던디자인발전 창구)

1895 질레트 안전면도날 생산

1895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발표

1896 형태는 기능으로부터 유래한다. (Form follows funtion)

: 루이스 설리반

1896 미국의 언더우드 타자기 1호 나옴

( 후에 휴대용 타자기로 발전 )

1896 독일 칼쾨핑은 아주 얇은 유리공예품을 만들기 시작.

1896 제 1회 올림픽대회가 아테네에서 열림

1897 비엔나 분리파 : 요제프 호프만, 오토 바그너, 요제프

올리브히, 콜로만 모저, 쿠스타프 클림트

아르누보와 글래스코파의 맥킨토쉬의 영향을 받음

1897 새로운 기술의 사진 제판법이 개발 (착색 석판인쇄

시대의 마감)

1898 파리 지하철 등장

1899 미국 자전거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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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독일 율리우스 마이어 그래페 : 파리에 ‘현대주택’이라는

상점 개업

6)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장, 20세기 초의 디자인
독일과 미국이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등장함. 특히 미국식 대량생

산 체계(Fordism)가 완성되고 인구증가와 사람들의 금전 지출능

력의 증가하여 소비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고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식 생산체제는 있어 생산방식이 수단만이 아닌 제

품형태까지 결정하였다. 표준화와 규격화는 필수 요소가 되어 먼

저 농업용 기기의 기계화에 적용되고 곧이어 무기(총)제품으로,

1900년대가 되면 좀더 복잡한 자동차의 대량생산체계에 적용된다.

새로운 생활양식들을 위한 신제품이 속속 출시되는데 아직 기술

혁신에 따라 제품이 태어나고 디자인은 여기에 미술을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새로운 제품(상품)들과 사회간의 갈등이 커진다. 가

스에 이은 가정용 전기전력의 보급은 전기기구의 생산과 수요를

높인다. 세탁기, 진공 청소기는 가사노동의 과학적 관리방식과 세

균발견에 따른 위생 관념의 확산에 따라 판매 증진을 했고, 이를

여성해방 과정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

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카메라, 라디오, 축음기,

자전거, 자동차 등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라디오, 타자기 등

은 가구의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반세기 후 나타난 텔레비젼 역시

가구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20세기의 디자인 이론의 기반이 이시기에 자리잡는다. 19C 중반

의 건축과 공학에서 영감을 얻고, 20C 초반의 분명해진 부르조아

개인주의는 이전의 취향과는 차별화한 미적 기준을 모색하기 시

작하는데 차츰 대상물 자체의 구조를 장식(미적인 대상)으로 파

악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용과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가

운데 얻어지는 제품의 형태에 대하여 미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하나의 양식으로 기하학적 순수조형을 추구하는

신조형주의는 순수주의, 에스쁘리 누보운동과 맥락을 같이하여 진

행된다. 기계미학은 이를 현상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기능주의는

이 태도를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한 것이다. 1930년대가 끝날 무렵

이러한 생각은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 디자이너들에게 확고한 신

념으로 자리잡는다. 이는 다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생산 제품에

서 기하학적 균형미를 찾는 굿폼 (Good Form)운동 같은 형식주

의로 이어지는데, 기계미학이 추구한 장식 제거와 절대주의적 법

칙에 매달린 기능주의의 미학은 전후의 소비제품 시장에서 대중

적 저항에 부딛친다(예: 50년대 팝디자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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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산물로서 디자인진흥단체가

활발히 설립된다(디자인 진흥의 사회 제도화 과정). 미술공예운동

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는 다음과 같다.

․독일공작연맹 - 독일 상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의체 성격

․디자인 및 산업협회 - 영국 DIA로 새로운 정신을 넣음

․“굿디자인운동” - 디자인 진흥책으로 대중 기호와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방법 : 공예의 현대화를 집중

장려하여 공예가와 디자이너가

동시에 산업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최초의 근대기업으로 독일의 AEG사

는 디자인에 관심을 높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CIS(cooperate

identity system)도입과 전문디자인 자문인으로서 페터 베렌스

(Peter Behrens)의 선임을 들 수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대량생

산체제를 갖추었다. AEG, FORD, GM 등의 근대적 체제를 갖춘

미국과 독일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전면부상하고 이들은 당

시의 기술개발과 디자인을 주도하는 세력된다.

다른 한편 비엔나 공방과 바우하우스가 일종의 근대적 공예(디자

인) 전문 생산 판매회사로 등장하였으나 부분적 성공에 그친다.

그러나 이들은 기능과 재료의 정직성, 진실성, 세련된 비례감각의

추구등 근대 디자인의 형식미학을 확립시킨다. 바우하우스는 이러

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근대적 교육을 실시한다. 이 기관은 모든

예술 분야가 협력하여 디자인을 일상 생활에 적용한 총체 예술로

발전시키고자 했는데, 방법은 조형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 분야

간의 일관성 있는 협동을 꾀하며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을 예술활

동과 디자인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7) 극단의 이념과 상업주의 디자인가치
민주체제와 독재체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공존하며 이념적 경

쟁을 벌이고 각국은 내부적으로 산업발전과 국민후생에 힘쓴다.

1930년대 경제불황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제적 국수주의, 국제무

역의 부진,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이어진다. 이런 배타적 분위기는

독일의 국가 이미지 통합(이과정에서 바우하우스를 비롯한 전위

운동이 체계적으로 억압됨)과 사회주의 리얼리즘(1931년 소련 공

산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을 국가 공식 예술로

정하면서 구성주의, 절대주의로 추진된 아방가르드 조형운동은 사

실상 종말을 고한다)과 같은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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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에서 스타일링 중심으로 전개된 상업

적 디자인의 성장과 정부주도로 국가 이미지 확립에 집착한 나치

독일의 디자인 정책이 30년대의 큰 특징을 이룬다. 한편 이런 극

단의 과정에서도 물리적 외관과 생활양식의 합리화에 대한 개념

은 산업사회의 일반 원리로 폭넓게 확산된다.(바우하우스의 인간

공학적 부엌설계, 미국에서 급진전한 가사노동의 기계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미국과 유럽의 정부 부문과 사회간접

자본 투자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폭넓게 도입됨.

.모더니즘: 개념적인 접근, 금욕적인 것, 자의적인 것, 멋진 양식등

다양한 해석을 시도.

.유토피아적 모더니즘 : 1차세계대전이후 근대화 운동으로 검소,

기하학, 기능적인 것을 추구.

.이탈리아 : 합리주의

.독일 : 합리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형식을 지니며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감. 전통 토속 양식의 부활(민간 부문)과 첨단 기계미

학(군비 부문)을 병행하여 추진.

.미국의 미술과 산업: 산업디자이너들은 생산보다 판매에 주력하

고 소비자 심리를 강조하는 철저한 상업성을 추구(GM, FORD는

스타일링 지지로 판매경쟁에서 차별화를 경쟁). 대중의 기호, 대

중의 스타일로, 취향조사, 소비 패턴에 따른 생활양식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 등을 기초로경제불황의 탈출 수단으로 디자인을 해

결방법으로 선택.

.영국의 컨설턴트디자이너와 디자인 파트너쉽 개념이 생김

스웨덴 : 중립, 전통과 기술혁신을 종합하고 디자인에 천연 소재

를 적용시킴.

.유선형 : 공기역학(공학적 측면)의 대두, 미래파(조형, 상징적 측

면)영향, 힘․속도․미래․기계화를 상징하면서 기하학적이고 정

적인 독일식 모더니즘 양식과 평행선을 이루는 또하나의 기계미

학으로 평가할 수 있슴.

.대중적인 상징주의, 이론에서 실천으로 아르데코와 모더니즘의

공존은 장식 배제의 운동 속에서도 새롭고 이해하기 쉬운 또다

른 장식에 대한 대중적 집착을 보여줌.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형태 ( 신소재와 대량생산에 있어 보다 값

싼 방식 ) : 철과 강철, 알루미늄(가공성과 색상의 불변, 그러나

세계대전으로 유리와 세라믹으로 민간 수요는 대체되고 이과정에

서 유기적 스타일의 미학이 적용됨). 플라스틱의 광범한 적용과

일반화, 성형기법의 발전.

.각 시대정신을 집약시키고 새로운 디자인의 창구역할을 하는 밀

라노 트리엔날레가 실시되었다.

.크랜브룩크 아카데미 : 디자인 창조에 있어 앵글로 색슨과 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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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비아의 정신을 따름.

1900 파리 엑스포 (1900) : 아르누보 양식

1900 비엔나 분리파 8회 전시회 : 직선적인 양식으로의 변화

(글래스코파 맥킨토쉬의 영향받음)

1900 루이스 티파니 : 티파니 스튜디오 설립하여 유리 외에

청동제품, 메달 등을 제작

1901 영국 빅토리아 시대가 끝남 - 빅토리아 양식이라는

역사주의 양식의 퇴조, 신미술양식 대두

1901 조지 이스트만 : 1달러 짜리 ‘브라우니 카메라’ 성공

- 국제 카메라 회사 설립

1901 미국 디트로이트 새 자동차 회사 설립 : 캐딜락

1901 파리 철도역에 처음으로 공중전화 설치

1901 영국 세실 부스가 발명한 진공청소기의 생활화

1901 영국 영국공학기술 표준위원회가 설립

1902 앙리 반 데 벨데 : 바이마르 공예학교 개교

1902 토마스 에디슨 : 이전 것보다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건전지 발명

1902 독일 베를린 지하철 개통

1902 러시아 산업미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결합한 교육강조 :

디플로머 도입

1903 포드 자동차 설립 대량생산 ( 최초모델 2기통 모델 A )

- 자동차 생산의 표준화 선언

1903 영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복스홀 자동차 회사 설립

1903 런던 자동차 택시가 처음으로 운행

1903 요제프 호프만과 콜로먼 모저등이 비엔나 공예제작소 설립 :

직선적 양식 강조 (장기판 양식)

1903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폴 쁘와레 ‘ 재봉틀의 집’ 개설

1904 영국 처음 대서양 일기예보를 무선 전신으로 수신

1904 우편엽서가 유행

1904 영국 국내시장용 진공청소기 생산

1904 런던 지하철 개통

1904 덴마크 게오르그 옌센 : 코펜하겐에 공방 개설하여 은제품

제작 판매

1905 네온사인이 처음 등장

1905 아인쉬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

1905 라이트 형제가 38분 3초의 비행기록을 수립

1906 독일 아서 콘 교수 : 전송사진 실험

1906 독일 최초의 잠수함 U-1호 취항 : 미국 남북전쟁전후

개발된 잠수함 조사

1907 독일 베르크분트 뮌헨에서 결성

공예가, 기업가, 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 공업, 상업 예술

매킨토시의 음악 애호가를 위

한 실내디자인, 1901년, 벽장

식은 그의 부인인 마르가렛이

담당했는데 이는 이른바 토탈

디자인 접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 형재의 시험 비행, 1903

년 키티호크 언덕

리드미컬한 기하학적 배열은

독일식의 정적 모더니즘과 대

비를 이룬다. 1906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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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결집으로 제품품질 개선

1907 제 1회 입체파 전시회가 파리에서 개최

1907 로맨틱한 형태와 독창성 면에서 인기있던 에디슨의

축음기가 에밀 베를리너의 디스크형 축음기로 대체

1907 파리의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의 사진이 처음으로 런던의

데일리 미러 신문에 전송

1908 이태리 올리베티사 창립

1908 포드 T모델 자동차 ‘틴리지’ - 대량소비 시장에 적합한

차로 개발

1908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자동차 회사 설립하여 포드와 경쟁

1908 미국의 뮤레이 스팽글러가 발명한 후버 흡인 전기 청소기가

처음으로 신문광고를 게재

1908 런던 국제 자동차 전시회 개최

1908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비행기 쇼 개최

1909 미래파운동이 시작

1910 르 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 로에가 피터

베렌스 연구실에 입문

1910 아르누보운동의 쇠퇴. 아르 데코양식의 등장

1910 전기가 선진국의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사용

1910 진공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의

보편화 : 검소한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짐

1911 미국 싱어 재봉틀 회사가 모터 달린 가구형 재봉틀을 생산

1912 독일 베르크분트 미국전시회 : 미란 희소성, 시대 그리고

가격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 미국 제조업자들이 디자인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줌

1912 크리스틴 프레데릭의 과학적인 관리방법론을 가사노동

연구에 응용 : 1920년대 독일 합리화운동에 영향

1913 오스카 바르나크가 라이카 카메라의 원형(최초의 35mm

카메라 프로토타입)을 디자인

1913 포드사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조립식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1913 미국 코닝 유리회사 파이렉스라는 오븐용 유리그릇을 개발

1914 1차 세계대전이 발발, 전쟁 중 미국이 세계 제1의 공업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1914 영국에 독일의 베르크분트와 동일한 기관 설립건의

1914 독일 쾰른에서 베르크분트 전시회개최 : 이전 장식미술과

달리 검소하고 기능적인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제품 등장

1914 에른스트 노이만과 발터 그로피우스가 리무진 자동차와

기차의 침대 칸을 디자인

1915 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 디자인과 산업협회(DIA)가 설립

1915 미국 코닝 유리회사가 파이렉스라는 상품명의 유리제품을

Alexander Samuelson이 디

자인한 코카콜라병(1915년)

공산혁명 이후 광범위한

전력화 사업을 홍보하는

포스터, 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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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생산

1915 러시아 말레비치 : 최초의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된

작품을 발표 (여덟 개의 빨간 사각형)

1915 곡선적인 윤곽선이 특징인 코카콜라 병디자인 개발

: 이후 미국 문화상징하며 상업적인 우상화

1916 취리히 다다이즘 운동이 시작

1916 독일의 공업표준 규격 (DIN)

1917 네덜란드 게리트 리트벨트가 ‘드 스타일’ 운동 시작

: 모더니즘 디자인의 형성에 중요한 바탕

1917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 프롤레타리아 계급 등장, 공산주의

인간상에 적합한 조형과 물질문화 모색, 조형개념의 획일화

1918 오장팡과 르 꼬르뷔지에 의한 순수주의 운동이 시작

1919 독일에서 국립디자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바우하우스

(Staatliches Bauhaus im Weimar) 설립

1919 최초의 헬리콥터 비행이 성공

1919 모터 스쿠터가 처음 등장

1920 장식없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1920 공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사용 : 미국의 조셉 사이넬

1920 독일 합리화 운동 전개: 공업제품의 과학성 성취를

목적으로 생활의 합리화, 효율화 추진

1921 네덜란드 테오 반 되스부르크가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드 스타일(De Stijl) 운동의 이론을 교육함

1921 독일 정부에 국립효용위원회가 설립 : 빛, 작업의 위치,

공정 등에 있어 능률성과 생산과 공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cf. 종이규격의 표준화)

1922 미국의 폴 재레이, 최초의 유체역학 자동차 특허

1922 영국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

1922 월터 도윈 티그 : 소득세 환불 소송으로 공업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맨이라기 보다 전문가임을 주장

1923 바우하우스 예비과정에 구성(構成)적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한 기초디자인 교육을 함

1924 다다이즘운동에 뿌리를 둔 프랑스 작가, 시인들에 의한

초현실주의 운동이 나타남 : 프로이트의 사상 영향줌.

1925 아르데코 양식이 파급 : 명확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디자인 모티브 찾음

1925 르 꼬르뷔지에 : 오늘날의 장식미술은 더 이상 장식을 갖지

않는다고 역설.<오늘의 장식미술>

1926 마르셀 브로이어 : 강철봉과 가죽으로 만든 걸상이 베를린

가구회사에서 생산

1926 라디오의 대중화

1927 공업디자이너의 츨현 : 노먼 벨 게데스가 공업디자인

제3차 세계공산당 대회를

위한 기념탑, 1919년, 브라

디미르 타틀린이 설계한 전

형적인 구성주의 건축.

AEG의 전기 주전자, 1919년,

페터 베렌스가 디자인, 표준부

품을 공유하면서 여러 다양한

스타일이 개발된경우, 제품제

원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논리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데슈틸의 양식을 바우하우스

에서 적용한 경우, 게리트 리

트벨트,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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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개업. : 새로운 전문직업은 그 자체가 미적으로

실제적인 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유선형으로 된

간결한 형태로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정의

1927 최초의 유성영화 상영

1928 GM자동차가 처음으로 사내 디자인실을 설치하고, 자동차

형태 변화를 추구, 스타일 차별화를 통한 소비 촉진의

원리를 적용함.

1928 미국 레이몬드 로위가 최초로 디자인 게스트너 복사기가

생산됨

1928 월터 디즈니 미키마우스 등장

1929 미국 공업 디자이너 헨리 드레이퍼스 디자인 사무실 개설

1929 16mm 코닥 천연색 필름이 개발

1929 영국 BBC방송이 실험방송에 들어감

1929 뉴욕 중권시장이 붕괴

1929 미국 앨트만 백화점에서 < 20세기의 취향> 전시개최

: 모더니즘 디자인이 일반대중이 받아들이고 있었음

1930 독일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디자인 사무실을 개설

1930 스톡홀름 엑스포 :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우아하고 개성이

있는 디자인 보여줌

1930 영국과 독일 사이에 사진 전송업무가 개통, 사진 촬영용

후레시 벨브가 발명

1930 아크릴 플라스틱이 발명

1930 가구형으로 디자인되어 오던 라디오에 영국에서

베이클라이트라는 신소재 사용

1932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와 웨스팅하우스회사가 요리연구소를

개설 : 부엌디자인 시스템을 연구 - 주방의 레이아웃과

주방용구의 디자인 개선

1933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에 보내짐 :

대량생산은 나중에 들어감

1933 미국 더글러스 항공회사가 유선형 DC-1 비행기 개발

1933 덴마크 카레 클린트의 사파리 걸상이 라스무센

가구회사에서 생산

1933 시카고 엑스포 : 미래의 주택에서 미국인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 반영

1934 미국 신문기자 해롤드 와드가 공기역학의 진보라는 기사를

통하여 스피드 시대임을 시사

1934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의 산업미술전 : 공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전문직업의 창구 역할

기선의 프로펠러, 가솔린 펌프, 금전등록기, 화학용기,

의료기기, 망원경, 현미경 등등

1935 핀란드 건축가 알바알토가 ‘아르테크’라는 연구실을

악렉산더 로드쳉코의 다용도

탁상, 1924년 구성주의 작품

Norman Bel Geddes의 유선형

버스, 1939년 뉴욕세계 박람회

에 출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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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고 조명기구 및 직물, 곡목기술실험등 하여 가구

디자인에 응용

1935 35mm 코닥크롬 필름이 나옴

1936 독일 폴크스바겐 비틀이 완성. 그러나 생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였다.

1936 올리베티사 마르첼로 니졸리를 채용하여 타자기 디자인

개발 시작

1937 모흘리나기가 시카고에 새로운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여

바우하우스 디자인 교육의 이념을 미국에서 실천.

1937 이태리 국민차 ‘피아트 500’ 개발

1938 볼펜 발명

1939 2차세계대전 터짐

1939 뉴욕 엑스포에서 스웨덴의 현대디자인 제품이 출품되어

국제적인 디자인 개념의 표본으로 각광받음

1939 키치 : < 키치와 아방가르드 >라는 책 출판. 키치는

세련되고 성숙한 오늘날의 문화에 식상한 미술과 디자인의

한 경향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피상적인 트릭

효과라고 정의

8) 핵심어(개념)
대량생산. 박람회, 사진술. 공산주의. 아방가르드. 민족주의. 국제

주과학. 기술. 작업분석. 기계. 기능. 자동차. 석유. 속도. 아시아.

이국. 이국적 양식, 전체주의, 파시즘, 우수혈통, 소박한 삶(전원주

의), 유선형, 국민차, 산업디자이너, 전면전, 생산을 위한 디자인,

4.3.3 대전 이후에서 1960년까지

1) 사회이념가치의 변화
사회, 문화는 독일, 일본 등 파시스트 정권의 패망으로 반파시즘

투쟁을 끝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시 서로 경쟁함으로써 냉

전체제(the Cold War)를 정착시킨다. 핵무기 경쟁은 승자 없는 상
호 절멸이라는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개념을 세웠고, 이는 전

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낙관주의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진다. 핵전쟁의 잠재적 위협과 천박한 소비주의의 확산에 저항
하여 실존주의와 신좌파운동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이는 68

운동으로 연결된다.

산업화에 대한 불신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시기는 풍요의 사회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 통한 유행창조, 변화, 폐기, 출산

율 감소(경구 피임약의 개발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마약문화

셀룰로즈, 사이로니트류의 초

기 합성수지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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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Culture)의 확산은 이시기의 특징이다. 기술, 경제에서 전

쟁후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주도적 경제개

발계획을 통하여 단시간에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 전쟁 동

안 축적된 알루미늄, 합금강, 플라스틱, 복합재료, 적층 플라스틱

등 신소재의 발명과 활용 기술은 민간부문에 곧바로 적용된다. 전

기, 전자, 항공, 주택부문의 발전 성장은 라디오, 관광여행, 조립식

주택개발, 가정의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

장고, 오븐, 커피머신 등 오늘날과 다름없는 다양한 제품을 등장

시켰다. 한편 트랜지스터의 발명과 음향기기에 응용은 당시의 젊

은 층을 유혹하고 전자제품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2) 규범 및 제도가치와 기술용구
50년대 말에 시작된 우주개발 경쟁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

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대규모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Big Science)을 낳고, 이는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y system)의 핵심적 요소로 운영된다. 국방우주과학 분야

의 발전은 다시금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컴퓨터, 항공 부문의 급속

한 발전을 가져온다.

소비산업 부문에서는 가속적인 생산, 공급, 소비의 사이클을 목적

으로 하는 인위적 폐기 현상과 할부구입의 일반화와 신용카드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인간공학적 데이

터와 접근방법의 활용, 게임이론, OR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체계

적 디자인 조사방법(systematic design method)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산업사회에 합당한 과학적 디자인 방법을 연구 교육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울름조형대학(HfG Ulm, 1953-1968)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신기능주의,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디자인의 문법이

확립되었다. 이후 20년동안 울름대를 통하여 확립된 디자인 철학

과 방법은 현대 디자인의 중심과제가 된다.

대전이후 양식의 근원은 유선형으로 칼더, 미로, 무어의 작품에서

보여진 유기적인 조각적 양식과 팝아트 ( Pop Art )와 우주시대

의 이미지(Space Look), 대중양식, 청년양식으로 표현된 팝디자인

(Pop Design)과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 과잉디자인 현상

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에 선호되었던 제품디자인의 주로 유기적

인 형태였다. 르 코르뷔지에가 ‘종교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을 제

작하도록 위촉받았을 때, 그는 롱샹에 보트 모양의 노트르담 두오

순례성당을 디자인했다(1950～54). 20세기 후반들어 산업디자인의

기술적 우위가 분명해지면서 예술 양식의 파악을 통하여 왜 특정

1950년대 서구의 젊은

이를 유혹하는 혼다

오토바이의 광고. 가

볍고 경쾌한 이미지와

저렴한 가격과 적절한

성능은 당시 일본 제

품의 인기를 높혔다.

50년대 젊은이들과 팝

문화

유선형 선풍기, 1956년,

Limited Engineering

Group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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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특정한 모양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전후에 단순한 유기적 형태가 받아들여진 것은

심리적 영향이 컸다. 즉 디자이너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극적인 것보다는 ‘친근한’ 물건을 만들고 싶어했던 것이며 한편

속도와 우주시대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자했던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동인과 기술적 과학적 진보에 따른 시각문화의 급

속한 확장 현상이 생기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전후세대 젊은이들

은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한다. 모더니즘과 팝아트, 반문화적 운동

가 있는 반면 신모더니즘이 병존하였다. 인위적 폐기처분 현상.

판매와 소비를 위한 디자인 시대를 맞아 국가 역시 앞장선 것이

특징인데, 공공단체의 후원으로 일본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굿디

자인 운동은 정부기구와 디자인 전문단체가 산업과의 연계를 통

한 디자인 진흥을 꾀하는 공조 체계를 통하여 유용한 제품이 곧

굿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가느다란 선, 추상적인 덩어리,

균형, 간결, 순수, 비대칭, 자유로운 조형성을 지닌 형태가 나타나

고 이러한 양식(유기적 모더니즘)을 따르는 것이 굿디자인으로

인식되었다.

전후 재건을 위하여 각 국가들이 추진한 국제무역 증진은 양적으

로 상품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물질 대중문화를 형성하면서 다시

물질문화의 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의 국적화를 추진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적 상품개발과 애드매스 사회 (society

of mass advertising communication)를 지향하고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굿디자인 운동을 통하여 국적 제품의 이미지(national

style)를 높히는데 주력한다. 이시기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나라의

전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경우 소규모의 회사들

로 구성되어 여러 정세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하였다. 제조업자

들은 당시의 재능있는 디자이너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스타 개인

주의적 관심을 기업(올리베티, 카시나) 이미지에 적극 활용하여

디자이너의 명망과 기업의 지명도가 함께 하는 방향을 추구하였

다.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정통유산에 접목시킨 디자인 이념으로 국

제성과 고유성을 나타내어 우아한 기능주의 디자인을 내놓기 시

작했다. 반면 핀란드는 현대 디자인을 뒤떨어진 자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보고 북구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

는 고도의 표현주의 양식을 취했으며 알버 알토(Alvar Alto)나 비

르칼라(Tapio Wirrkala)와 같은 슈퍼스타 디자이너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옛 서독은 바우하우스와 울름조형대의 성과를 바탕으

로 초합리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기

롱샹성당, 1950년대의 유기

적 양식을 표현한 르꼬르

뷰제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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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브라운(Braun)사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디자인과 제조업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용한 품질 높은 디자인 창출을 목적으

로 하는 디자인 파트너쉽의 형성은 전문 디자이너의 출현 이후

디자인 경영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일본에서는 기업에 속한 디자인실을 중심으로 기업고유의 경영정

책과 집단 창의성(collective creativeness)에 기초한 안정된 디자

인 개발환경의 조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의 기업은 전략적으

로 소수집단의 특수문화를 일반 대중문화에 적용하여 라이프 스

타일(life style)의 개념을 창조하고 이에 수반된 디자인 유행의

붐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일본의 산업과 디자이너의 관계를 통

하여 볼 때 디자인의 개념발달은 제조회사의 규모, 구조, 정책 등

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60년대에 들어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과 그간 누적된 상업주

의 디자인에 대한 염증, 그리고 가수요를 위한 디자인의 추구에

대한 양심의 위기는 반디자인 운동(Counter Culture Design

Movement)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

들은 급진적인 디자인(radical design), 반디자인(anti design

movement)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이 아니라도 경제적 결정 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디자인 모델들을 제시한다.

3) 연표
1940 유선형이 제품양식으로서 성공, 유선형은 유체역학이 응용

되는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하나 기능적으로 정적인

물건들의 형태에도 적용

1942 미국에서 전기두뇌, 자동컴퓨터라 불리는 기계가 개발

1942 미국 다우 케미컬과 코닝 유리회사가 파트너쉽으로 실리콘

개발에 착수

1943 IBM 사가 디자인 부서를 설치

1944 영국 산업디자인 협의회가 설립되어 영국의 디자인 진흥

기관으로서 오늘날까지 존속

1944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 창립

1944 과학으로서 디자인 : 미국의 공업디자이너 해롤드 반

도렌은 미술보다는 과학으로서 산업디자인 정의

1945 2차 세계대전이 종식

1945 레이더 개발 및 많은 기술이 발명

1945 이태리 디자인이 국제시장에 등장

1946 에토레 소트사스가 밀라노에서 디자인 사무실을 개설

1946 베스파 스쿠터가 생산 : 유선형 공기 역학을 받아들인

디자인

1946 레이몬드 로위 : 그레이 하운드 버스 디자인

Kitchen Machine KM 32, 1957

년 독일 브라운사, 전후 제품디

자인에 있어 성공적으로 모더

니즘을 성취하면서 이를 통하

여 회사의 이미지를 높인 경우

다. 굿디자인의 전형적인 사례

로 꼽힌다.

뉴욕 파크에비뉴의 팬암빌딩

과 그 주변, 1958년 그로피우

스의 설계로 완성됨. 주위 경

관이 과연 인간적으로 디자

인되었는가는 의문이다.



241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1946 한스 앤드 프로렌스 놀의 가구회사는 미스 반 데어 로에,

마르셀 브로이어, 르 꼬르뷔지에, 이에로 싸린, 헨리

베르토이아등이 디자인한 가구를 생산

1947 크리스찬 디오르가 파리에 패션 살롱을 개업

: 로맨틱한 패션을 유행

1947 미국의 조지넬슨이 디자인 사무실 개설

1948 벨 전화기 회사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

1948 뉴욕 근대미술관 ‘저렴한 가격의 가구’라는 주제의 국제가구

디자인 공모전 개최

1948 <도무스> 잡지 통하여 도전적인 절충양식의 디자인을

탐색하는 대변지

1949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디자인됨

1950 베르토이아의 철선으로 만든 걸상

(크랜부르크 삼총사중의 한 사람)

1950 미국에서 최초의 칼러 TV가 등장

1950 울름디자인대학이 독일 울름시에 설립

1951 핀란드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전 출품되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

1951 제 9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 이태리의 미와 실용성의 효과적

인 결합, 디자인의 문화적 의미, 전통의 중요성, 환상적인

형태의 강조, 양식적인 면은 30년대 후기 간결하고 기능적

인 디자인부터 장식적이고 표현적인 수공예품을 포함함.

1951 미국에서 ‘디자인 : 기능과 매니지먼트’라는 주제의 회의를

개최하여 디자인의 실제와 이론에 대한 토론을 함

1951 헤일리 얼 : 꿈의 자동차 원형이 점토모형으로 만들어짐 :

우주공간이미지

1951 마쯔시다 : 일본 산업계에서 처음으로 공업디자인과를 설치

1951 독일 프리츠 아이흘러 박사 : 브라운사의 제품디자인에

기하학적인 요소를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적용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적용)

1952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올리베티 디자인전 개최

1953 아르네 야콥센 ‘ 개미’ 걸상 디자인

1953 일본 캐논 카메라회사가 공업디자인실 개설

1955 헨리 드레이퍼스 < 대중을 위한 디자인 > 출판

: 인체 측정에 대한 서술 - 인간공학원리 도입

1955 월터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개장

1955 찰스 이임즈의 가죽 안락의자에서 영감얻은 걸상 디자인

1955 스웨덴 H55디자인전 : 기능주의와 휴머니즘이 공존하는

스웨디쉬 모던 나타냄

1955 영국에서 상업 텔레비전 방송 시작

1955 을름디자인 학교 개교

그레이하운드버스, 1946년 레

이몬드 로위의 디자인. 측면

의 줄무늬 알루미늄판은 민주

주의적 운송수단의 이미지로

통한다. 이 처리 방식은 아직

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

‘JOE'(1955년), 헨리 드레

퍼스는 산업디자인에 있

어 인간공학적 지식을 철

저치 이용하고자 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유리 가가린, 1961년 4월 인

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

고 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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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영국 콘란 디자인 그룹이 설립

1955 프랑스 상공부 굿디자인상 제도 제정

1956 영국 디자인 센터 굿 디자인 표본으로 선정된 제품에

굿디자인 상을 수여

1957 일본 GK연구소 설립

1957 소련 스푸트닉 인공위성 발사

1959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유기적 모더니즘 특성의 구갠하임

미술관 완공

1959 미국 엘리어트 노이스가 IBM 타자기 ‘이그제큐티브’ 디자인

1959 이태리 올리베티에서는 에토레 소트사스의 ‘테크너 3’이

디자인

1960 인위적 폐기처분 현상 : 헤일리 얼, 밴스 패카드, 라이너

밴햄.

1960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용어가 보잉 항공회사에서 항공기

이착륙시에 사용되기 시작

1960 미국 레이저 광선 개발

1960 영국 왕립미술대학안에 사업디자인 연구소가 설립되어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

1960 이브 생 로랑의 비트 컬렉션

4) 핵심어 (개념)
마샬플랜, NATO, 한국전쟁, 냉전, 스위디쉬 모던, Moma, 록엔

롤, 울름조형대학, 사이버네틱스 사회, 철의 장막, 핵, 자동차, 인

간공학, 가정과 주방의 기계화, 우주개발, 팝아트, 국제주의 양식,

브루탈리즘, 유행, 인스탄트, 대중스타, 기업이미지 전략, 미니, 휴

대용, 여행, 레져, 조각적 형태, 소비자주의, 여권운동, 합성섬유,

플라스틱, 매스미디어, 광고이미지, 대중적, 번영, 라인강의 기적,

소비는 미덕, 전자, 대량소비, 인위적 폐기현상, 증기압착(새로운

목공기술)

4.3.4. 1961년에서 1970년대까지

1) 사회이념가치의 변화
사회, 문화적으로 전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세계경제는 60년대

말에 대두된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불신, 반체제운동, 반전운동,

반핵운동, 환경보호운동, 68운동으로 기성세대 대항하는 기운이

팽배해진다. 중국, 일본 정치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아프리

카, 남미의 산업화의 실패는 자명해지고, 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

크는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House&Garden에 나온 1958

년의 미국 주택. 거실에 들

여놓을 아름다운 차까지 제

안하고 있다.

Jens Quistgaard의 얼음그릇,

1958년, 소박하면서 전통공예

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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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 및 제도가치와 기술용구
기술, 경제에 있어 큰 사건은 역시 70년대 1, 2차 오일 파동과 반

도체와 컴퓨터의 등장이다. 이는 이후 80년대의 디지털 혁명을 예

고한다. 전기전자 부문의 극소화는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전제품

의 소형화가 붐을 이루었는데 워크맨과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k, 1979년)의 개발이 그 한 예이다. 1971년에 미국의 인텔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 하나의

실리콘칲을 지닌 전자계산기였다. 이러한 발전으로 소형, 그 다음

에는 극소형 포켓용 계산기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디지탈 시계가

등장했다.

컴퓨터 기술은 여러부문으로 확산되어 ‘인공지능’ 세탁기, 자동차,

재봉틀, 토스터, 그리고 전자오븐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응용

되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억능력과 조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 수십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

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코너를 돌거나 민첩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나 차체 현가 장치를 빨리

조절해낸다. 이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련의 기계류들을 불

필요하게 만들었다.

마이크로 전자공학은 세가지 방식으로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주었

다. 우선 작동부분의 소형화는 하나의 물건이 더 작아지거나 혹은

진기한 물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외부의 형태가

더 이상 내부 작동의 지시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소형화는 특정 품목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래

서 값싼 소형 라디오들과 더 작은 값싼 포켓용 계산기들이 사용

과 휴대에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볼펜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디자이너는 그래서 더 이상 값비싼 물건을 만

드는데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세번째 영향은 디자이너 개인에 대

한 것인데 새로운 컴퓨터들의 전산능력은 디자이너의 능력에 도

전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디자인,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생

산(CAD-CAM)의 영향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1970년

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디지탈 수정시계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다. 디지탈 수정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의 존재를 위협했

다. 소형 전기부품들 덕분에 디자이너들은 복잡한 물건들을 손에

쥘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이

장난감같이 되었다.

카메라, 계산기, 전기 면도기, 라디오, 텔레비젼, 그리고 휴대용 전

화기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한 점을 말해준다. 어른들

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모양새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진

오토 프라이의 뮨헨 올림픽 스

테디엄, 1972년, 공학적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텐실스트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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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편리하며 사용하기 쉬운 물건들을 다룰 때 본능적인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다. 만일 기능적인 면들이 잘 디자인된다면, 예를

들어 손가락에 닿는 버튼의 촉감이 좋으면 그 물건은 좋은 것이

다. 브라운 사는 제품을 소형화하고 보석과 같은 재질로 정교하게

만들어 이 본능적인 즐거움을 잘 활용했다. 그러나 금속은 이제

세력이 확장된 폴리머(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들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반디자인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이탈리아의

전위파의 실험 디자인과 멤피스 그룹의 활동, 그리고 하이테크

(high tech), 하이터치(high touch) 디자인의 유행, 디자인에 있어

포스트모던이란 용어의 등장(1975년)과 신기능주의, 제품의미론

(Product Semantics)에 관한 연구는 모던디자인에 하나의 대안으

로 나타난다, 디자인의 사회적응과 다양성 - 새롭고 혁신적이며

대중적인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

나의 미디어로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성능. 기술적인 것을 미적 가

시화하는 하이테크 디자인이 나타난다. 멤피스 디자인그룹에서는

장식적 잠재력을 표현함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이를 신

국제주의 양식, 네오 모던디자인으로 나타낸다. 여러 양식의 절

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형성되고 자연보호, 생태계, 필요성에

의한 디자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대두하면서 환경디자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다.

대체 디자인 운동가 빅터 파파넥이 주장한 소외계층, 제 3세계를

위한 디자인과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주도한 에르고

노미 디자인 그룹 (스웨덴, 1970년)의 활동은 디자인의 사회공익

적 기능을 찾는 계기가 된다. 그런 가운데 디자인 실무는 좀더 전

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세계 유수 기업의 기업디자인

전략설정과 사내 디자인 팀의 활성화 그리고 이탈디자인(Ital

Design, 주지아로, 1969년)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전문회사의 출

현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디자인의 연구체계는 에르고노믹, 사이버네틱스등 첨단과학을 원

용한 ‘디자인테크노크라시’가 개발과 전문 영역 간의 팀워크의 개

념이 도입되면서 디자인 행위의 과학화는 가속적으로 성취되지만,

공학 분야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 무명성이 디자인

에 있어서도 일반화한다.

시각디자인 부문에 있어 1960년대의 자유주의와 분방함은 절충주

의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는

1968년 5월 파리에서 벌어진 60년대 후반의 학생 ‘혁명’은 잡지,

기둥을 응용한 수납장, O. M.

Unger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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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포스터, 그리고 배지의 홍수를 낳았고 두가지 형태의 새

로운 그래픽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아르누보의

부활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에로틱한 일러스트레이션 덕분에

18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오브리 비어즐리의 드로잉 스타일을

되살려낸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이 스타일에는 ‘사이키델릭’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은 더 복잡하고 은유적인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그래픽 디자인은 모든 분야의 시각

및 텍스트 상의 의사소통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은 또한 미술

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의 개념미술 운동들(90년대에 네

오컨셉추얼리즘으로 다시 등장하는)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제공

한 교훈에 힘입은 것이었다. 수공예적 질과 다양성 구현을 위한

새로운 형태를 탐색은 대중적, 자연적, 전통적인 면을 찾는 반모

더니즘 디자인 경향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표
1961 영국 아키르램이 설립 : 팝아트적인 그래픽과 콜라주 기법

사용

1961 일본 SONY사에 디자인과 창설 : 디자이너 채용은 54년부터

하여 왔다.

1962 이태리 안젤로 만지아로티가 ‘섹션’이라는 이름의 시계를

디자인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조각적인 형태를 나타냈던 일면을 보여줌

1962 코닥은 직육면체에서 슬라이드 상자를 원형으로 디자인한

‘캐루젤 - S 프로젝터’를 내놓음

1962 브라운 녹음기 ‘포노 수퍼 SK 4' 디자인

1962 최초의 시스템 디자인 방법에 대한 회의가 개최

1964 영국 콘란이 런던에 가구 체인상점을 개점

1965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기회주기 위한 아일랜드 디자인 센터

킬케니 디자인 공방이 개관

1966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아키줌이라는 디자인 그룹이 생김

1966 로버트 벤츄리 < 건축의 복잡다단함과 모순 > 출판

- 포스트 모더니즘건축 대변

1967 덴마크 아르네 야콥센이 원통형 스테인레스 커피 주전자

‘실린더’ 디자인

1968 레이몬드 로위 NASA 디자인 컨설턴트 담당

1968 일본 동경 컴퓨터 테크닉 그룹 창립

1969 14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 키치 및 대중문화의 디자인에

대한 탐색이 지배적

1969 독일 울름대학 폐쇄

1969 이태리 주지아로 ‘이탈디자인’ 설립

64/65년 세계박람회장 근방

의 주차장 모습. 완벽하게

자리잡은 자동차 문명의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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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스웨덴 A&E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1969 미국 아폴로 우주선 11호가 최초로 인간을 달에 착륙

1970 미국, 지구의 날(환경운동)

1970 롤랑 바르트 <신화>출간.

1970 스웨덴 <에르고노미 디자인>설립 : 의료기구,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디자인함.

1970 이태리 데 파스 두르비노 그룹의 로마치 야구장갑 모양의

걸상 ‘조’ 디자인 : 팝아트적인 반디자인운동

1971 루이지 꼴라니가 로젠탈 도자기 회사를 위해 ‘물방울’이라는

도자기세트를 디자인 : 유기적인 형태

1972 노르웨이 디자이너 피터 옵스틱 : 허리(요통)에 인간공학적

으로 적합한걸상 개발

1973 빅터 파파넥 ‘실제 세계를 위한 디자인’ 출판 : 필요로서의

디자인사상

1973 이태리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 : 올리베티사의 전자계산기

‘디비주마’ 디자인 : 실제성의 가치를 창조

1975 영국 1960년대 공예부흥운동으로부터 비롯된 크래프트

카운실 발족

1976 이태리 ‘스튜디오 알카미아’가 설립

: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보다 실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센타

1976 혼타 아코드 자동차 시판 : SED 시스템으로 개발 ( Sales/

판매, Engineering/공학, Development/개발 )

1977 미국 찰스 젠크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어>발표

: 모더니즘의 죽음을 예고

1977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생산

1977 1960년대 사이키델릭, 히피 숭배이후 펑크족인 나타나

패션과 그래픽에 많은 영향을 미침

1978 브라운사 전기 칫솔 개발

1978 덴마크 디자이너 헤닝 안드레아센 ‘F 28'이라는 전화기

디자인

1978 일본 소니 워크맨 생산 : 극소주의 전자제품의 효시

1979 이태리 로버트 벤츄리, 마이클 그레이브스, 리차드

마이어 등 11명의 건축가는 금속제품회사 ‘알레시’를 위한

제품을 디자인함 : 포스트 모더니즘과 클래식 디자인

경향보여줌

4.3.5. 1980년대 이후

1) 사회이념가치의 변화

디비쥬마 계산기, 1973년 마리

오 벨리니가 디자인. 기계적 이

미지를 탈피하려고 인간 신체

의 이미지와 촉감을 적극 도입

했다. 그러나 이후 전자기기의

디자인 방향은 좀더 얇고 하이

테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이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한

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1958년에 소개된 신용카드, 풍

요사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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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1980년대는 체제의 위기 시대로 특징

지울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무역전쟁은 디자인에 좀더

강도 높은 경쟁력을 요구하면서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좀더 부각되면서 디자인 비즈니스가 생산과 소비의 균형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동시에 디자인 진흥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런던 디자인 박물관 (1984년)의 설립등 공

공정책 차원에서 각국은 디자인 진흥에 힘쓴다. 비즈니스 매니지

먼트 측면으로 국가 산업, 경제발전의 대세로서 디자인을 인식하

게 된 것이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계는 그린 디자인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녹색강령(green imperative)'은 재활용과

공해와 환경문제를 적극 고려하는데 굿디자인이 추구되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디자인 민주화, 테크놀로지의 표현, 디자인 전

쟁, 본격적인 디자인 시대 도래, 디자인 다원주의, 디자인 국제협

력, 디자인 박물관, 역사주의와 모더니즘 혼재는 80년대 이후의

특징을 대변하는 용어들이다.

2) 규범 및 제도가치와 기술용구
1990년대의 가장 큰사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종식으로

이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쟁상대 없이 외로이 미래를 찾아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채운 것은 전자 혁

명, 디지털 혁명으로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의 한

형태인 정보결정론(information determinism)의 이념을 세운 것이

다. 인터넷(Internet)으로 세계 인류의 일상생활은 전자적으로 통

합하면서 국제경제 사회와의 융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에 이

바지하고 기술혁신, 정보화 등 국제경제 제요인의 변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이 기술의 배타적 독점

이 초래할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치관의 다양화, 장수

사회(실버층의 대두)등이 초래하는 새로운 문화적 라이프스타일

창조, 장수사회,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국민의식과 가치관의 다양

화, 개성화, 자기실현욕구 및 창조성의 증대, 커뮤니티지향, 재화

의 생산분배에서 상품이면에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 즉 기호의 생

산 분배, 그리고 양보다 질에 충실하고 부가 서비스에 중심을 두

는 탈물질적 생활관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서 3R은 생활적 측면에서의

풍요 (Riches), 의식․정신 측면에서의 성숙(Ripeness), 시간측면

에서의 여유(Rest)를 뜻한다. 구매태도는 '고질화지향', 자아․사

회․지구환경 등의 사회성 배려하는 '성숙한' 생활 인상구현, 자

유시간확대로 자신의 새로운 생활창조와 물질사회에서 코드사회

로 변환 환경생활관점의 고양, 오리지날지향성, 레저생활관점의

변화. 소유라는 측면에서부터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게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골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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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거관과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고 가족간의 접촉을 늘리는

관점에서 주생활을 영위도 한 특징이 될 것이다. 예로 복수주거-

전원주택, 대형빌라, 농장 등을 구입하여 도시내 주거시설과 병행

한 상시적 주거지로 이용-와 거주대상별 특화주택-동거형 3세대

주택, 인거형 3세대 주택, 근거형 3세대주택 -, 그리고 수직도시

시대-지하공간, 스카이 공간활용 및 개발-도 미래 생활 양식의

한 모습이 될 것이다. 여가 생활에 있어서는 가족단위레져, 모험

과 체험을 추구하는 레져, 자연지향 레져, 자기발견․자기표현형

레져의 양상을 Elf 것이다. 여피에서 덤피(가족본위)․트위너(금

전본위보다 마음의 평안 중히 여김), 심플라이프, 밸루마케팅

(Value Marketing) 등도 미래의 가치를 대변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3) 연표
1981 이태리 에토레 소트사스의 주도로 ‘멤피스’ 창립 : 상업주의

모더니즘 거부하고 장식성과 표현성을 회복

1981 이태리 제 2세대 디자이너 비코 마지스트레티 : ‘신드바드’

걸상이 까시나 회사에 의해 생산

1982 영국 대처 수상이 다우닝 10번지에서 디자인 세미나 개최 :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역설

1982 이태리 디자이너 리차드 새퍼 : 새로운 디자인의 주전자

: 간결한 형태 깨끗한 마감등 하이테크 디자인과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이 결합한 국제적인 디자인함, 1980년대

이후 IBM회사 제품디자인 주임 자문 디자이너로 일함

1983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1945년 이후의 <디자인> 개최.

이때의 카달로그에서 에토레 소트사스는 산업 기계화로부터

디자인은 벗어나야 하며 폭넓은 영역에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반디자인은

디자인 이벤트를 확대하고 깊게 하는 것이라 주장.

1986 포드 자동차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경영철학을 내놓음 : 기동적인 차량이념, 디자인에서 성능,

품질, 내구성, 외관, 경비 등의 중요 요소를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디자인 믹스’ 개념

1987 영국 런던에서 독일 디자인전 : 독일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제품의 미는 경제적 완벽함의 구체화이며 그 미적 특성은

순수하고 기능적인 목적을 이식하는 것임을 보여줌

1988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에 따라 디자인 사절단을

영국에 보냄

1989 디자인 기호론 :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제품의미론’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디자인은 사물의 의미를 형성하고

B&O, 1988년 모델, 하이테크

이미지

골판지를 이용한 의자, 1988년,

이동식 생활과 재활용을 동시

에 고려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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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의미는 디자인의 의미를 형성. 제품의미론은 물건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원리를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을 둠

4) 핵심어 (개념)
히피, 청년문화, 마약, 실존주의, 문화혁명, 68운동, 반핵반전운동,

밀리터리 룩, 옵아트, 극사실주의, 펑크, 대안문화, 반문화, 생체역

학, 제3세계, 종속이론, 네오막시즘, 오일쇼크, 경박단소, Ware

Design (전자제품에 의복 스타일 개념의 도입), 가제트화, 프로덕

트 아이덴티티, 하이테크, 하이터치, 아키그램, 제품의미론, 의인

화, 놀이, 유희, 래디컬 디자인, 스튜디오 알키미아(1981), 멤피스

그룹, 이탈리안 디자인, 건축적 형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다원

주의, 양식혼합, 컴퓨터 혁명, 정보화, 신세대, 사회주의 블록 붕

괴,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세계화, 컴맹, 신자유주의, 전세계

적 첨단취향 : 다국적 디자인 기업, 전자오락게임, 인터넷, 가상공

간, 인터페이스 디자인, 비자금, 구제금융, 통화위기, 준비된 대통

령

4.3.6. 분석

기계화를 통하여 먼저 나타난 디자인가치의 모습은 궁정양식은 양

식에 대한 집착과 이를 가급적 경제적이고 그럴듯하게 복제 재생산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이 기계생산과 특허법(법적 소유권)이다. 공

예품의 생산은 길드(Guild)체제에 의해서 이루짐으로써 생산기술에

관한 비밀보호가 제도의 폐쇄적 체계에 의하여 지속될 수 있었지만

기계 생산으로 기술의 일반화가 급진전하면서 특정 원리와 기술에

대한 인위적 배타권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까지 예술,

디자인 부문은 기계 기술을 새로운 양식 창조에 이용하기 보다는

빅토리아 양식 등 과거 수공예적 장식의 복제에 먼저 응용함으로써

미적인 질서가 교란되는 양상을 보인다. 수작업에 적절한 기법을

기계로 대신하려는데 무리가 따랐고, 한편 당시까지는 기계 가공기

술이 저급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수공예와 기계가공을 혼합하는 방식이 고가품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통공예는 소멸과정에 있었다.

19C 중반의 뿌리에(Fourier)의 정상인(평균인, 표준인:도시

부르조아) 개념에서 시작하여, 20C 초반의 분명해진 부르조

아 개인주의는 이전의 취향과는 차별화한 미적 기준을 모색

하기 시작하는데 차츰 대상물 자체의 구조를 장식(미적인

넥스트 컴퓨터의 화면,

1989년

어린이용 세트, 1993년 Mono

Metalwarenfabri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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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용과 생산과정을 합리

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제품의 형태에 대하여 미

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하나의 양식으로 기

하학적 순수조형을 추구하는 신조형주의는 순수주의, 에스쁘

리 누보운동과 맥락을 같이하여 진행된다. 기계미학은 이를

현상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기능주의는 이 태도를 하나의 이

념으로 생각한 것이다.

기술경제는 증기기관과 철도망의 보급으로 운송산업이 증대했으며,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육상과 항공운송에 폭넓게 도입된 내연기관은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을 통하여 기계의 일상 생활화, 도로망

확립을 통한 도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심, 시 외각, 상가와 빌보

드 등 도시중심의 인공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생산 체계는 표준화,

규격화와 부품호환의 개념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기술, 군

수 체계가 혁신적으로 정비되면서 곧바로 서구열강은 군비 경쟁에

돌입한다. 전화기, 타자기, 사진기, 축음기, 재봉틀, 전구 등의 발명

과 실용화한다.

오늘날 탈장식주의, 혹은 기능주의로 불리우는 전위적인 조

형운동으로 디자인에 있어 모더니즘(modernism)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DWB)에

서 주장된 순수 합리적 형태라는 미적 표준의 개념설정을

시도한 기계미학의 이론, 이탈리아 미래파의 속도 집착적인

이미지, 데슈틸의 요소주의와 러시아 전위파의 절대주의와

구성주의, 그리고 이들 제양식을 통합정리 함으로써 근대 디

자인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종합한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가 운동의 실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동안 축적된 알루미늄, 합금강, 플라스틱, 복합재료, FRP 등등

신소재의 발명과 활용 기술은 민간부문에 바로 적용된다. 전기, 전

자, 항공, 주택부문의 발전 성장은 라디오, 관광여행, 조립식 주택개

발, 가정의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오

븐, 커피머신 등 오늘날과 다름없는 다양한 제품을 등장시켰다. 한

편 트랜지스터의 발명과 음향기기에 응용은 당시의 젊은 층을 유혹

하고 전자제품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50년대 말에 시작된 우

주개발 경쟁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

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대규모 과학기술연구 시스템(Big Science)을

낳고, 이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system)의 핵심적 요소로

운영된다. 국방우주과학 분야의 발전은 다시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와 컴퓨터, 항공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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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산업 부문에서는 가속적인 생산, 공급, 소비의 사이클을 목적으

로하는 인위적 폐기 현상과 할부구입의 일반화와 신용카드 등장을

들 수 있다.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인간공학적 데이터와 접근

방법의 활용, 게임이론, OR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체계적 디자인

조사방법(systematic design method)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산업사

회에 합당한 과학적 디자인 방법을 연구 교육한 대표적인 교육기관

으로 울름조형대학(HfG Ulm, 1953-1968)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신기능주의,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디자인의 문법이 확립되었

다. 이후 20년동안 울름대를 통하여 확립된 디자인 철학과 방법은

현대 디자인의 중심과제가 된다.

반디자인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이탈리아의 전위파의 실험

디자인과 멤피스 그룹의 활동, 그리고 하이테크(high tech),

하이터치(high touch) 디자인의 유행, 디자인에 있어 포스트

모던이란 용어의 등장(1975년)과 신기능주의, 제품의미론에

관한 연구는 모던디자인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디자

인의 사회적응과 다양성 - 새롭고 혁신적이며 대중적인 디

자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나의 미

디어로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성능. 기술적인 것을 미적 가시

화하는 하이테크 디자인이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 양식의

혼재 현상은 최고조를 이루는데, 신국제주의 양식, 네오모던

디자인등이 그 예이다. 여러 양식의 절충하는 포스트모더니

즘이 형성되고 자연보호, 생태계, 필요성에 의한 디자인, 도

덕적인 문제들이 대두하면서 환경디자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다.

1990년대의 가장 큰 사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종식으로

이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쟁상대 없이 외로이 미래를 찾아나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채운 것은 전자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의 한 형태인

정보결정론(information determinism)의 이념을 세운 것이다. 인터

넷(Internet)으로 세계 인류의 일상생활은 전자적으로 통합하면서

국제경제 사회의 융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공학등의 기술혁신,

정보화 등 국제경제 제요인의 변화는 낙관적 전망 만큼이나

또한편 기술의 배타적 독점이 초래할 위험성대한 대비를 요

구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가치체계 역시 두가지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하여 설정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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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분석

4.4.1. 사회․문화요인과 디자인의 가치변화관계

디자인이란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체로 반영시키는 바,

그 시대와 지역의 사회문화의 총체적 표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

래의 디자인가치 예측에서 그의 관심분야와 연구대상을 디자이너

의 주관이나 단편적인 디자인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디

자인의 내적 가치와 아울러 이에 연관되는 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환경적 가치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시켜서 연구할 수

있으며, 또한 예측방법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각 요소들간의 가치의 의미의 상관관계를 갖고서 이론

적인 유추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미래가치예측은 가

치변화의 본성 즉, 가치변화의 구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

서 다음은 사회환경요인과 디자인가치와의 관계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1) 디자인가치변화의 개념
.디자인의 가치는 영속성보다는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실체이다.

.디자인과 물의 변화는 내외부에 존재하는 구조들이 시간의

흐름속에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 가치의 내용 : 디자인은 깨념, 기능, 조형이미지 등 다양한

수준(내용)이 변화한다.

: 변화의 속도 : 디자인의 변화에는 빠르고 느린 속도가 있다.

: 변화의 유형과 방향 : 디자인의 변화는 다양한 유형과

방향을 갖는다.

2) 디자인가치변화의 과정
.디자인의 변화과정은 변화와 불변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변화

의 과정에는 연속성-지속성, 유사성-규칙성, 누적성-상이성이 함께
존재한다.

① 연속성/지속성 : 디자인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사
회적 요인으로 개인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세계로 지속적으로 연

결된다. 즉 현재의 가치징후는 연속성(가치의 순환적 사이클을

포함하여)의 개념에서 미래가치가 산출된다.

② 규칙성/반복성 :디자인 가치는 유사한 환경속에서는 유사한 규칙

성이 나타나는, 즉 유사한 외적인 환경가치(변수,원인)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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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내적)간에는 상호연계성과 반복성이 있다.

③ 누적성/상이성 : :디자인의 가치는 또한 시간과 디자인의 외적 환

경가치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며, 따라서 시간에
따른 디자인의 외적 환경가치의 변화내용 및 폭 등과 관련하

여 미래디자인 가치의 상이성이 탄생된다.

.디자인의 가치변화는 단계가 있으며, 그단계는 흐름에 따라

크게 과정 > 갈등(상호작용) > 발전의 단계로 이루어 진

다.
.가치변화의 상호의존성 : 사회와 개인은 물론, 디자인은 상호의

존적인 체계이며 디자인의 내외적 요인과 다양한 수준들의 상호연

결성의 개념이다. 즉 디자인가치의 변화내용과변화유형과 방
향, 그리고 변화의속도 등은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기술,

사회, 문화, 관념, 인성들의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예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능적 혁신을, 그리고 이

결과는 제품의 개념적 가치는 물론 형태적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 또한 지역적 문화와 관념의 차이는같은 기술의 응용에

있어서 차별화된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① 내부변수: 디자인의 수준(개념, 기능-기술, 조형이미지), 유형과

방향, 속도 등이 있다.

② 외부환경변수: 디자인 가치변화의 외부환경변수(원인)는 사회 및

문화환경과 관련, 인간의 다양한 신념들(이데올로기)을 포함하여,

사회.제도(문화), 기술.경제(용구) 등 다양한 가치들로 구성된다.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과 운동의 존재와 이들의

상호의존관계이다.
즉 항상 새로운 디자인변화는 어떤 측면의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한해결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디자인은 과정 > 문제(갈등) > 발전의 상호의존속에서 진
행되는것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디자인문제(갈등)을 인식하고 발전의 방

향타를 쥐고 있는 인간의, 미래에대한 창조의지와 방향 또
한 중요한 상호의존의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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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는 변화하는 디자인의 내적 가치와

함께, 이들 변화를 유발시키는 사회문화 환경의 제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변화의 원인

: 변화의 내용
: 변화의 속도

: 변화의 유형과 방향

4) 디자인가치변화 변수의 특성들

(1) 변화의 원인
.사회적 환경과 같은 광의의 원인과 문화적 환경과 같이

협의의 원인이 존재한다.
: 사회적 환경원인 - 광의의 원인 : 기술, 사회제도, 관념,

상호작용(갈등)-인성등

: 문화적 환경원인- 협의의 원인 : 이데올로기, 규범.생활과
인간행동, 도구와 용구 등

.디자인가치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을 수도 관념이

발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흔히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기술과 경제의 원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디자인은 기술, 사회, 문화, 인간 등의 상호의존적
체계로서 이들 요인들의 제 관계속에서 해석되어아 한다.

.또한 최근들어 인간의 창조에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창조성 등은 혁신은 물론 디자인의변화에도 중추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디자인가치의 내용
.디자인가치의 변화내용은 크게 가치의 근원과 관련된'개념
적 차원', 이를 시각과 현상적으로 표촐하는 '조형이미지적

차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기술기능적

차원' 등으로 구분된다.
.디자인가치의 내용적 변화는 디자인의 깊고 낮은 수준에서

발생한다.

.가치변화의 단계는 하부구조(개념적 차원)에서 중간구조
(기술, 기능), 그리고상부구조(조형이미지)의 순으로 가치

들이 바뀐다.

.따라서 한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다른 수준에서유의미
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로 흔히 디자인의 외형적 가치는 변화하나 기술과 기능



255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은 그대로 있을수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수준과 영역을 하나이상 연구하여야 한다.

(3) 변화속도
.디자인의 변화는 변화의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사회문화적 풍토에 따라 속도가 변화속도가 차이가 난다.

.디자인의변화속도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속도증진요인들

: 변화가치의 상대적유월성,
: 적절한 기술적 해결,

: 유형모델의 존재,

: 이해하기 쉬운 적정형태의커뮤니케이션 등
.속도억제요인들

: 근본적 가치와 모순되거나

: 이해하기 어렵거나
: 보다 높은 이전의 디자인가치에 저촉되거나

: 급격한 변화, 전통적 태도 등 다양하다.

.또한 너무 빠르거나 느린 변화의 속도는 인간에게 긴장을
발생시켜 디자인의 변화를 방해한다.

(4) 변화유형과 방향

.일반적으로 가치는 균형과 갈등,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거

친다.

.문화와 디자인은 기술적혁신이 새로운 요소를 계속적으로
부가시키고 통합시킴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성장시

켜 나간다.

.디자인의 변화는기본적으로 순환적 진보의 형태를 취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 진보의 유형 : 디자인의 기술과 기능 등 편리성 관련

가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진보유형을
취한다.

: 진보의 관점에서는 혁신 > 전파 >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
: 진보(혁신)는 통합과 동일성을 향한다.

: 순환의 유형 : 조형의 이미지관련 변화는 인간의 관념적

변화와 같은 순환의 유형을 취한다.
: 순환의 입장에서 생성 > 성장> 성숙 > 쇠퇴의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디자인의 발전은 생성 > 성장 > 성숙 > 쇠퇴의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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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진보는 흔히 전파와 변용을 거치면서 질적인 측면
에서는 동질성을, 그리고 지역과 개인의 측면에서는 차별적

분화적 가치로 전개된다.

.즉 디자인가치 변화는 절대, 객관, 도덕 등을 축으로한 통합
적 총체적 진화와 함께, 문화의 충돌에 의해나오는 특수한

이질적 디자인가치를 함께 표출시키며, 궁극적으로. 통합과

이질의 반복을 통하여발전한다.

다음의 나열된 형용사들은 사회․문화 분야와 디자인 분야에서

빈도높게 사용되는 단어들을 각 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조사

된 것을 토의를 거쳐 추출한 것이다.

4.4.2. 사회․문화요인과 디자인의 가치의 주요 어의

디자인의 내적 가치와 아울러 이에 연관되는 사회문화의 총체적

인 환경적 가치와 밀접하며, 예측방법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각 요소들간의 가치의 의미의 상관관계

를 갖고서 이론적인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즉,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징후와 현상을 표현하는 의

미의 형용사들과 가시적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디자인가치의

형용사들을 연관시켜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

간축위에서 연속되어 나타나리라는 연속성에 의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예측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회문화 부문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주요어휘들에 바탕한 환경변수와 디자인가치특징들의

관계성파악은 추세외삽과 유추적 방법의 기본이 될 수 있다. 다은

은 지금까지의 이론고찰, 디자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토의과

정을 걸쳐 사회문화와 디자인가치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

변화의 세부적인 가치의미를 형용사의 키워드로 종합한 것이다.

1) 사회․문화가치

(1) 가치 (사고, 이데올로기)

낙관적인 - 비관적인 긍정적인 - 부정적인

분석적인 - 전일적인(종합적인) 자연정복 - 자연조화

기계적(무기적) - 유기적(역동적)

이 원 적 - 일 원 적

객관주의 - 주관주의 보 편 성 - 특 수 성

이성적인 - 감성적인 물질적 -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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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추구 - 의미추구 기능성 추구 - 상징성 추구

발산적 사고 - 수렴적 사고 실용위주 - 형식위주

합리적인 - 비합리적인 물리적 - 생리적

일관성(통일성) - 임의성(유희성) 양 - 질

현실적인 - 이상적인 실증적인 - 이론적인

격동기의 - 안정기의 보수적인 - 진보적인

폐쇄적인 - 개방적인 미래적인 - 복고적인

새로운 사상 - 정체된 사상

(2) 사회제도 , 규범

관념적 문화 - 감각적 문화 유목적 - 정주적

통합적 - 해체적 강력한 - 유약한

생산자 위주 - 소비자 위주 개인적 이익 - 사회적 공익

구조적 - 과정적 국제적 - 지역적

동적 - 정적 경직된 - 유연한

혼돈한 - 평온한 변화의 - 안정된

불안한 - 안정된 변화의 - 정체의

급격한 도입 - 점진적인 도입 소비적인 - 검약한

대중문화의 성수-대중문화의 퇴조 충동적인 - 이지적인

감성적 표현 - 이성적 표현

폭력의 - 평화의 혁신적 - 전통적

생동하는 - 노후한 대립의 - 균형의

독재의 - 민주의

권위적(엘리트중심) - 평등적(민중중심)

독점의(통합의) - 분산의(해체의)

단일성 - 다양성 단순 - 복잡

계급사회 - 네트웤사회 기계적 연대 - 유기적 연대

양자택일 - 선다형선택 전문화 - 복합화

절대성 - 상대성 물질사회 - 코드사회

(3) 기술, 경제

자본주의 - 사회(공산)주의 국민경제 - 세계경제

하이테크 - 하이터치 선형경제 - 비선형경제

무절제한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 경제위주의 - 생태위주의

기술적인 - 인간적인 기교적인 - 무기교의

물리학 - 생물학 상승의 - 하강의

요소과학 - 통합과학(요소환원주의 -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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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 퇴행하는 진보의 - 퇴보의

(신)기술, 재료의 출현 - (기존)기술, 재료의 유지

성장의 - 쇠퇴의 풍요로운 - 궁핍한

2) 디자인가치

(1) 개념성

물질적 - 정신적 기능적 - 심미적

국제적 - 지역적 장기적 - 단기적

진보적 - 퇴보적 개체적 - 종합적

이념적 - 현실적 고급의 - 저급의

변화의 - 안정의 다양한 - 단순한

본능적인 - 이성적인

(2) 조형성

① 형태

큰 - 작은 딱딱한 - 부드러운

두꺼운 - 얇은 부정형의 - 정형의

각진 - 둥근 직선적 - 곡선적

넓은 - 좁은 풍성한 - 빈약한

움직이는 - 안정된 속도감의 - 정지된

대칭의 - 비대칭의 복잡한 - 단순한

수평의 - 수직의 구상의 - 추상의

② 색채

차거운 - 따뜻한 밝은 - 어두운

강한 대비 - 부드러운 조화 무채색의 - 유채색의

단색의 - 다색의 원색의 - 간색의

③ 재질

거친 - 매끄러운 무광의 - 유광의

패턴 - 무패턴 촉촉한 - 건조한

투명한 - 불투명한 가벼운 - 무거운

딱딱한 -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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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출미

해체의 - 종합의 자연적 - 인공적

경제적인 - 고급의 여유의 - 조밀한

동적 - 정적 무거운 - 가벼운

표면적 - 내포적 복고적 - 미래적

강한 - 약한 가치있는 - 가치없는

편한 - 불편한 비어있는 - 차있는

격정적인 - 편안한 수동적 - 적극적

빠른 - 느린 애매한 - 명료한

건강한 - 나약한

(3) 기능성

자연적 - 인공적 단순기능의 - 복합기능의

기계적 - 전자적 투명 - 불투명

임시의 - 내구적 디지탈 - 아나로그

물리적 기능 - 심리적 기능 직접적 - 은유적

기능적 - 의미적 노출된 - 감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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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예측 모델의 활용 프로세스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 프로세스는 크게 준비, 활용, 검증의 세단

계로 나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준비단계는 예측할 문

제의 성격을 다양한 변수에 의해 분석하여 정의를 하는 문제정의

단계, 정의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에 적합한 다양한 예측 기법

을 선정하고 이들의 활용 방법을 설정하는 전략설정 단계로 구성

된다. 다음으로 활용단계는 다시 다양한 방법에 의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 가치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조사단계, 수집된 디자인 가치들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

하여 패턴을 이해하는 분석단계, 그리고 분석되어진 결과를 바탕

으로 미래의 디자인 가치를 예측하는 종합 및 예측 단계로 나뉜

다.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에서는 예측된 가치의 티당성을 검증해

보고 이의 추상적 모델화가 이루어지며 미래 디자인 가치 데이터

베이스에 피드백하는 단계이다.

이 6단계는 통상적으로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를 갖게 된

다.

그림 5-1 예측 프로세스와 이의 단계

5.2.1 문제정의

문제정의 단계는 예측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미래 디자인 가치 예

측 방법의 선정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다. 문제정의를
위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

보면 예측의 시기, 영역, 수준, 단계 등의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들 각 변수는 각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가령 예를
들어 예측의 시기에 따라 예측의 수준이 달라질 수 도 있게 된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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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측의 시기
예측의 시기란 예측할 대상의 시간적 범주를 말한다. 예측시기는

다시 1-2년 후의 단기예측, 3-5년 후의 중기예측, 6-10년후의 장기

예측 등으로 나뉜다.

단기 예측은 주로 곧 개발할 차기년도의 새로운 디자인개발을 위

해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단기예측에서는

제품의 형태, 기능 등의 현상적이고 세부적인 속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며 사용자 조사의 경우도 그제퓸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사용성 평가 등의 방법이 활용

된다. 또한 설문 및 면접 법 등의 전통적인 시장조사 기법이 활용

된다. 이 단기예측은 주로 제품이 성숙기에 있어 제품간의 차별화

가 거의 없는 시점에 주로 이루어진다.

중기 예측은 3-5년 후의 차세대 디자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품의 형태나 기능과 같은 현상적 속성 보다는 제품과 관련지어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 가치 등의 조사와 분석에 중점

이 주어진다. 사용자의 분석도 제품을 사용하는 조작수준의 세부

적 사용성 평가가 아니라 폭을 훨씬 넓혀 관련 행동 범위를 조사

하게 된다. 가령 냉장고의 경우 식생활 행태, 식품의 소비동향, 주

방의 행태 등의 관련 행동을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중기 예측은

보통 새로운 제품의 도입을 노리거나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그림 5-2 예측시기, 영역, 수준에 의한 예측 프로젝트 위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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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기예측은 6년에서 10년 후의 디자인 전략을 설정하

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제품자체나 소비자의 관련행태에 중

점이 주어지기 보다는 사회 및 문화 동향, 신기술의 흐름 등의 관

념적 가치의 파악에 중점을 둔다. 이 장기예측에서는 디자인의 현

상적 예측 보다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프레임 웍 (frame work)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결국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라

는 것 보다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 즉 새로운 개념의 제품 개발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별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즉

예측의 영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가령 의류와 같은 패

션위주의 제품에 있어서는 3년이 장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트랙

터와 같은 산업장비의 경우에는 5년 정도는 단기로 간주될 수 있

는 것이다. 제품의 영역에 따라 예측시기의 유연적 설정이 요구된

다.

2) 예측의 영역
예측의 영역은 예측의 대상이 변화하는 속도, 존재의 목적 및 용

도 등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제품의

외양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이의 기능적 속성보다는 조형적 속

성이 중요시 되어 사용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용도의 패션

제품 영역이 있는가하면 제품의 디자인의 변화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이의 기능, 성능적 속성이 중요시되고 사용자의 육체

적, 인지적 사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장비나 내구제품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두영역의 사이에서 디자인의 변

화가 중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심미적, 기능적 속성이 안배되어 모

두 중요시 되는 일반 소비자 제품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패션영역의 예측에 있어서는 빈번히 변화하는 다양한 시각적, 현

상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패턴과 반복주기를 파악하

여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인 시장 조사 기법 등이 활용되며 이들 자

료의 다변량 분석을 통한 시각적 지각 지도 (perceptual map)을

작성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된다. 아울러 다른 소비자들의 유행 행

위, 화제의 장소, 매체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유행 거리를 일정한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리관찰 기법(Town watching)도 유용하게 활

용된다.

일반 소비자 제품 영역의 예측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편중되어

활용된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널리 골고루 활용된다. 즉 제품

그림 5-2 Jay Doblin의 외형과

성능 스케일



27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다양한 조형적 디자인 가치,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기능

적 디자인 가치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사용자에

있어서도 이들이 제품에서 추구하는 감성적 가치, 제품의 사용 방

법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 편의성과 관련된 육체적 인간공학적 측

면 전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구 제품 영역의 예측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현상적

가치보다는 성능, 기능, 사용성 등에 대한 디자인 가치의 파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디자인 가치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

루어지므로 단기적인 패턴의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중시

해야 하며 소비자의 지각, 행동 등의 인간적 측면 보다는 기술의

발전추이, 신기술의 발전 전망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디자인 가치가 파악, 분석되어져야 한다.

3) 예측의 수준
예측의 수준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상의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형태, 색채, 질감 등의 조형, 사용성, 성능, 내구성 등의 기

능, 제품의 본질적 성격이나 가치 등과 같은 개념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우선 가장 겉으로 들어나는 조형성의 예측은 예측 대상의 형태,

색채, 이미지 등에 대한 시각적 자료의 수집과 이의 분류 및 패턴

파악에 연구의 중점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

각적으로 관찰되어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매우 직접

적이고 서베이, 문헌연구, 거리 관찰 등과 같은 비교적 활용하기

단순한 방법이 사용된다. 아울러 이들 시각자료의 지각지도를 형

성하기 위한 다차원 척도법이나 요인 분석과 같은 다변량 분석법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성의 예측은 제품의 기술적 발전 동향과 사용자와

제품간의 상호 작용에 연구가 중점이 맞춰진다. 과거로부터 현재

까지의 제품의 주요 발전 단계와 이의 속도, 이의 근간이 되는 요

소기술 등의 변화를 추적해보고 이를 미래의 기술발전에 투영해보

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은 제품의 성능, 용량, 재

료 등과 같은 물적 속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제품의 기능적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기능적 구

조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

품의 사용상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보고 이들의 사용성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해 보는 방법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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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념성의 예측은 인간이 제품에 대해 가지는 본질적

가치의 예측을 이루는 것으로 제품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간의

관념적 가치 파악 연구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치의

파악은 설문조사나 단순 면접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의견 중심적

연구 방법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런 행동을 관찰하거나 거시적 사

회, 문화의 동향 같은 연구 방법이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수집된 자료의 직접적인 분석보다는 자료의 정성적이고 해석

적인 접근방법이 주를 이룬다.

5.2.2 디자인가치 예측방법의 선정 및 전략 설정

예측해야 할 대상에 대한 성격의 규명과 문제 정의를 이룬 후 다

음 이어지는 단계는 이의 성격에 따라 이의 예측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예측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양한 디

자인 예측방법을 여러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앞서 규명된 디

자인 예측 대상의 성격에 속하는 예측 방법을 선정하고 이들을 어

떻게 활용하여 전반적 디자인 가치 예측 프로세스를 설정할 것인

가에 대한 것이다.

1) 디자인 가치 예측방법의 선정
예측 방법 선정을 위한 분류 기준은 앞서 기술된 예측시기, 예측

영역, 예측수준을 포함하여 예측단계, 예측대상, 예측시간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를 각자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측 시기
예측해야 할 대상의 시간적 범주, 즉 장기예측, 중기 예측, 단기예

측에 따라 방법의 선정이 달라지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들

단기예측, 중기예측, 장기예측의 방법을 각각 나누어 이들에 대한

방법들을 분류하여 선정토록 하는 것이 옳으나 단기와 중기, 중기

와 장기의 개념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이를 명확히 구분

하기는 힘들다. 즉 예측 시기의 양 극단인 단기와 장기의 방법을

분류해 놓고 중기예측은 그 예측대상이 어느 극단에 비중을 두고

있는 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단기와 장기예측을 위한 방법만을 분류하도록 하고

중기예측은 이의 문제정의에 나타난 성격에 따라 장, 단기적 방법

의 혼합활용과 이의 입력자료에 대한 신축적 활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5-3 예측 변수에 의한 디자인

방법 선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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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측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조사

방법이 주를 이룬다. 즉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적 동향을 통

해 내년에 나타날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될 수 있다.

내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것은 이미 소비자가 의식하고 있는 것

이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의견을 묻는 일반적 마켓팅 기법과 예

측대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

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설문법, 면접법, 심층면접법, 벤

치마킹법, 단기적 추세외삽법, 제품포지셔닝법, 사용성평가법, 디자

인 조형분석법, 타운워칭법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예측에서는 아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직접적 현

상이 나타나고 있지않아 이에 대한 예측을 위한 조사에도 소비자

의 이미 의식수준에 나타나 있는 의견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무의

식적 태도가 나타나 있는 행동의 관찰이나 예측 대상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광

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의 흐름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보

고 이의 흐름에 나타나는 반복적 가치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외

삽을 해보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시대분석법, 사용자 관찰기법, 시나리오기

법, 프로토콜 분석, 델파이분석법, 라이프스타일 분석법, 로드맵 분

석법, 페스트(PEST)분석법, 제품수명주기 분석법, 추세외삽법, 교

차영향분석법, 시스템 동학분석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2) 예측영역
앞절에서 밝혔듯이 예측영역이란 예측 대상의 존재 목적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제품의 외양을 중시하는

패션영역과 제품의 기능 및 이의 수행이 중요시되는 산업장비 및

내구제품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의 양극단 중앙에 일반 소

비자 제품이 존재하게 된다.

패션 영역에 속하는 디자인 가치를 예측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

는 다양한 물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현상적 추세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중점이 주어진다. 또한

이영역에 속하는 가치의 변화의 폭은 매우 단기적이며 급격한 것

이 특징이라서 이에 대한 가까운 과거의 흐름에 비추어 현재를 해

석하고 이에 대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의 예측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감성적 측

면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면접법이나 설문법 등이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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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패션영역의 디자인 가치 예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예측 방법들로서는 설문법, 면접법, 거리 관찰 법, 단기 추세 외삽

법, 지각지도 작성법(Perceptual mapping), 라이프스타일 측정법,

시나리오 분석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산업장비 및 내구제품의 디자인 가치 예측을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주어

진다. 제품의 기술적 발달 추세의 동향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 자

료 등이 주 입력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연구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감성적 측면에 대한 의견 파악 보다는 사용자

의 사용성 분석 또는 인간공학 평가 등의 자료수집에 예측활동의

중점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변동의 폭이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변화에 주시해야 한다. 이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로서는 로드맵 분석법, 델파이 분석법, 제품수명주

기 분석법, 기술 예측법, 사용성 평가법, 시나리오 분석법, 가치공

학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들 패션과 산업장비 중간 영역인 일반 소비자 제품의 디자인 가

치 예측을 위해서는 앞서의 예측 시기의 경우 중기예측과 마찬가

지로 양극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모두가 고루 사용될 수 있

으며 예측 영역 그자체 만 가지고서는 방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측 영역이외에도 시기, 수준, 단계, 대상 등의 다양한

차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예측 수준
디자인 가치의 예측 방법의 선정은 또한 예측 대상의 속성상의 깊

이 (조형, 기능, 개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예측 하고자 하는

대상의 디자인 가치 예측의 겉으로 드러난 조형적 제 속성의 예측

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전될 기능에 대한 예측인지, 또한 제품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예측인지에 따라 여기에 활용될 예측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선 조형적 디자인 가치의 예측을 위해서는 앞서의 패션영역의예

측과 마찬가지로 예측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적 변화의 추세,

패턴 등의 조사와 수집에 중점이 주어지며 이러한 현상 밑에 내재

하는 사용자의 가치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사용자의 조

사에서도 사용자의 디자인 현상에 대한 선호도나 그 의미를 묻는

의견 중심적 조사가 행해지며 조사 영역도 예측 대상과 직접 관련

된 부분의 조사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에 대해 활용될 수 있는

예측 방법으로서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마케팅기법, 즉 설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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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법, 의미 분별법, 이미지 분석법, 지각지도 작성법, 거리

관찰 기법, 컨조인트 분석법, 라이프 스타일 분석법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아울러 단기 추세 외삽법, 조형분석법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에 관련된 디자인 가치 예측을 위해서는 사용자 보

다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조사에 중점이 맞추어

지며 주로 정량적 조사가 대부분을 이룬다. 이 부분의 예측에 활

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술 예측법, 로드맵 분석법, 제품 수명

주기 분석법,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분석법, 가치공학법 벤취마킹

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조사로서는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하는 장면을 관찰하는 사용성 관찰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개념의 예측을 위해서는 예측 대상의 현상적

연구 보다는 이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사회 현상이나 문화, 관

념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루게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도 제품

그 자체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본질적 가치 또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에 연구의 초점이 맟춰지게 된다. 여

기에 활용될 수 있는 예측 방법으로서는 페스트(PEST) 분석, 시

대분석, 시스템 동학, 델파이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관찰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4) 활용 단계

활용 단계란 예측 방법이 활용되는 예측 프로세스 상에서의 단계

를 말하는 것으로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조사단계, 수집된 자료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분석단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미래의 디자

인 가치에 대한 예측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이어 도출단계,

도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단계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러

한 예측 단계별로 활용되는 예측 방법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

다. 하지만 어떤 예측 방법들에는 어떤 단계에만 절대적으로 활용

된다기 보다는 그 방법 자체에 조사에서부터 종합단계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포함된 경우도 많다.

조사단계에 있어서는 미래 예측을 위한 입력 자료를 수집하기 위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

서는 어떤 유형의 자료가 되었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집 및 조사를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방법들로서는 설문조사법, 면접법, 심층면접법, 거리

관찰 기법, 관찰법, 문헌 연구법, 시나리오 작성법, 페스트 법, 델파

이 법, 제품 수명주기 법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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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는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량적 정

성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의 패턴을 파악해내는 예측 방법들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KJ법과 다변량 분석법이 분석 단계

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절대적은 아니지만 ,시대분석법,

델파이 분석법, 시스템 동학법, 로드맵 분석법, 체제 분석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디자인 가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수렴적 사고에서 벗

어나 미래의 디자인 가치에 대한 발산적 사고에 입각한 접근방법

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기법으

로 널리 알려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비롯하여, 시나리오 기법, 의

사 결정나무 기법, 천재적 예측법, 전문가 진단법, 추세 외삽법, 교

차영향 분석법, 중심어 추출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가치예측을 행하고 종합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예측된 아이디어들을 종합하

여 미래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엮어주는 방법 들이 주로 활용된

다. 이들 방법들로서는 시나리오기법, KJ법, 의사 결정나무 기법,

델파이 법, 시계열 분석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예측 조사 대상
예측 대상이라 함은 예측할 대상이 사물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혹

은 인간이라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지 혹은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지를 구분 짖는 것을 말

한다.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현상적이고 정량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연구 결과도 매우 직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원인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방법이

병행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방법으로서는 기

술분석법, 제품 수명주기 분석법, 로드맵 분석법, 거리관찰 기법,

시대분석법, 페스트 분석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예측 방법에는 인간의 의견을

묻거나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의 관념적 가치나 사회, 문화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룬다. 이를 다시 개인 및 소수 중심과

집단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분류하게 된다. 개인 및 소수 의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심층면접법, 프로토콜 분석법, 관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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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내의 알려진 관찰자), 시나리오 분석법, 천재예측법, 의사결정

나무 기법, 사용성 평가기법, 델파이 기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으로서는 전형적인

마켓팅 서베이 기법이 해당되는데 주로 설문법, 면접법, 라이프 스

타일 분석법 등이 이 분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6) 예측 소요 시간
예측 방법의 분류로서 또 한 가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의

그 방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는 물론 앞서 거론된

예측 시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예측 시기가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의 예측시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예측 소요시간

은 실제 예측방법을 활용하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미래 가치

예측의 시간적 여유 및 부족에 따라 가용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디자인 가치 예측의 실제 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측 소요시간을 절대적으로 정량화

시켜 명확히 하기는 곤란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의 단시

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되

는 예측방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단시간 소요가 되는 예측 방법으로서는 직접연구 방법(direct

research)보다는 간접연구방법 (secondary research)이 주를 이루

며 정성적 연구보다는 정량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단시간 소요 예측 방법에 해당되는 되는 방법들로서는 단순 설문

법, 심층 면접법, 거리관찰 기법, 사용성 평가 기법, 각종 문헌 연

구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시간 소요가 되는 예측 방법으로서는 오랜시간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한 시계열적 분석 방법과 직접 연

구 대상을 연구해야 하는 직접 연구 방법과 수집된 데이터의 의미

를 다시 분석 추출해야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시대

분석, 로드맵 분석, 추세외삽법, 시나리오 분석법, 시스템 동학법,

PEST 분석법, 관찰법, 델파이법 등을 들 수 있다.

(7) 예측 연구방법
예측 연구 방법은 예측을 위해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에 연구자의

개입정도를 구분 짓는 것을 말한다. 즉 연구자 스스로가 그 자신

의 연구에 필요시되는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수집하여 행하는 직

접연구(direct research)인지, 아니면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중

에서 연구자의 연구에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간접연구

(secondary research)인지를 구분 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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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구방법의 경우 연구자료의 신규성, 및 독창성 등이 우수하

여 그 활용도가 높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반면에 간

접연구 방법은 타 연구자가 다른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

는 것이므로 연구의 응용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자료원만 잘 파악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경비로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

다.

미래 디자인가치 예측에서는 주로 단기예측과 세부적인 디자인

그 자체의 예측을 위해서는 직접연구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만 장기

적이고 사회 및 문화 등의 환경가치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미 이루

어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가공하여 활

용하는 간접연구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사용자 관찰, 타운워칭 등은 대표적인 직접연구 방법이며 PEST분

석, 시대분석, 로드맵 분석 등은 전형적인 간접연구 방법에 해당된

다.

(8) 자료 유형
자료 유형이란 예측 기법의 적용결과 수집되는 자료의 유형을 말

하는 것으로 얼마나 정량적(quantitative)이고 정성적(qualitative)인

가를 구분 짓는 것을 말한다. 정량적 연구의 경우 여기에서 다루

어지는 자료의 유형이 대부분 수와 관계되는 것들이라서 이의 정

량적 비교나, 수량적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 평가

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다양한 수량적 도표 작성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이의 자료 수집은 비교적 어렵긴 하지만 일단 수집이 완료

된 후에는 이의 분석과 평가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디

자인의 경우 연구 특성 자체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많아서

이러한 정량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성적

연구는 정확한 수량적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의 수집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나 수집된 정성적 자료를 분석하는데는 이를

다시 정량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또한

분석결과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

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정량적인 연구에는 기능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의 성능, 내구재, 산

업장비 등의 예측에 많이 활용되며 정성적인 연구는 조형, 관념,

문화 등의 예측에 주로 활용된다. 제품의 판매고에 관한 정량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제품수명주기 기법이라던가 제품의 성능적인 정

량적 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예측법, 델파이 분석법 등이 정량적 연

구에 해당되며 시나리오 기법, KJ법, 관찰 기법 등이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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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위에 거론된 방법들의 선정은 물론 명확히 구분되어진 다기보다는

매우 연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적 선정이 요구

된다.

별지에 예측기법을 예측 변수에 의해 분류한 예측기법 총괄 분류

매트릭스가 앞장의 도표로 요약 되어있다.

2) 디자인 예측의 전략 설정
예측방법이 선정된 후에는 전반적인 예측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전

략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된 예측 대상의

성격과 이에 따라 선정된 방법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예측 목표와

제한조건 (constraints)를 고려하여 예측 단계의 구성과 시간적 인

적 자원에 대한 할당,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설정되게 된다.

즉 우선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대효과 등을 파악

하여 서술한다. 아울러 디자인 가치 예측에 주어진 다양한 제한사

항, 가령 예를 들어 시간, 인원, 재정적 제한 등을 명확히 파악하

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여 일종의 기획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이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어떤 디자인 가치의 예측에 있어서

는 예측 그자체 보다는 자료의 수집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경

우도 있고 또한 어떠한 경우는 수집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주어진

틀에 의해 분석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더욱 비중을 두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예측 프로세스는 선형적 진행

이 가능한 데 비해 다른 예측 프로세스는 연속적으로 순환되는 순

환적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여 전반적인 플래닝 맾 (Planning Map)을 시간축과 과업 축

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이는 흔히 프로젝트 계획에 많이 활용되는

Gant Chart나 PERT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단 전체적 계획에 대한 맵이 작성된 후에는 이에 대한

다양한 운용상의 참조사항을 표기하게 된다. 즉 중요 각 활용방법

별 세부 스케쥴, 중요 결정 포인트, 담당 부서 및 인원 등을 보다

명확히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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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미래 예측단계의 방법 적용

지금까지의 문제정의, 예측방법의 선정, 예측 전략 설정 등이 실제

예측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 였다면 이제 부터는 본격적

으로 예측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예측을 진행해나가는 활용 단

계이다. 이 활용 단계는 다시 수집 및 조사단계, 분석단계, 예측

아이디어 도출단계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1) 수집 및 조사단계
조사단계에서는 예측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앞서의 문제 정의 단

계, 예측 방법 선정 및 전략설정 단계에서 확정된 방법을 활용하

여 수집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다.

예측 대상에 따라 실제적 수집, 조사 방법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자료의 출처의 직접성에 따라 직접조사 (direct research)와 간접조

사 (secondary research)로 나뉠 수 있다. 직접조사는 자신이 필요

로 하는 자료를 직접 그 자료원에 접근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조사의 경우 예측 대상과 관련지어 조사되어진 관련 유사 자

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른다.

(1) 직접조사 (Direct research)
사용자 관찰, 타운워칭, 심층면접 등 대부분의 현장조사 (field

research)가 직접 연구의 유형에 해당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기는 하지만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여 이의 활

용도가 높다는 잇점이 있다. 간접 연구의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원천이 되는 곳에 직접 가서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직

접조사의 경우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사계획서 작성, 예비

조사(pilot study), 본 조사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조사 계획서

의 작성에서는 자료 조사의 목적 방법, 조사 항목, 표본 선정, 구

체적 세부 일정 등이 명확히 파악된다. 다음으로 예비조사 단계에

서는 계획된 조사 방법을 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시험적으로 활

용해 보아 조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

여 예측했던 조사의 난이도, 조사 방법의 문제점 등이 파악되므로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확정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본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

할 일정한 포맷을 가진 ‘워크 쉬트(worksheet)'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자료를 분석할 때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5 직접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Worksheet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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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조사 (Secondary research)
다음으로 문헌연구로 대표되어지는 간접연구는 적은 시간과 비용

으로 신속히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을 본 조사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의 독창성과 활용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 가치 예측의 경우, 특히 거시적, 장기적 예측

의 경우 이의 조사 범위가 사회, 경제, 기술, 문화 등 광범위하므

로 이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미리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

력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조사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공공 간행물 등에는 이러한 유용

한 자료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한 유료이긴 하지만 각종 조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거시적 환경에 대한 시계열 자료 (time series

data)를 매년 조사하여 비축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 경제 연구소, 과학 연구소의 사보나

학술 발표회의 등에 유용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러한 간접조사의 경우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적합

한 자료원 (data source)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는 네트웍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야후(Yahoo)', '

인포싴(Infoseek)' 등 검색엔진이 개발되어 있어 자료원을 찾아내

기가 무척 쉬워져 간접연구가 한층 손쉬워졌다.

2) 분석 단계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단계에 이어서는 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를 근거로 예측을 위한 다양한 분석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정한 ‘규

칙성 (Regularity)을 파악해 내는 일이다. 이 단계는 다시 자료에

대해 이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요약 단계와 요약된 키워드

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키워드간의 상호 구조를 파악해내는 ’구조

화(structuring)' 단계와 이의 시계열 편성 및 규칙성 파악 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자료의 요약
우선 요약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다양한 원천자료(raw

data)를 요약하여 이의 현상을 함축할 수 있는 일단의 키워드를

추출해내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원천자료에서 아

직 알려지지 않은 ‘유징기호 (marked sign)'을 밝혀 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면 위에

나타난 일각은 수면아래 숨겨진 전체의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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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빙산의 일각을 통해서 그 수면 아래 숨겨진 전체를 알

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마로 이와 같은 작은 징후가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 즉 유징기호인 셈인데, 트렌드 연구에서는

이러한 징후를 발견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이러

한 유징기호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기호론을 제창한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는 “모든 사물은 기호

(Signe, Sign)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기호는 눈에

보이는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표리일체가 되어 이루어

진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시니휘앙

(Signifiant, Signifier)'이라고 부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시

니휘에 (Signifie, Signified)'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기호는 그림

5-6에서와 같이 형태와 의미가 표리일체가 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

이다. 즉 기호는 눈에 보이는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 나

누어지고, 의미는 다시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로 나누어지

고 있다. 기호학자들은 이 표층적인 의미를 ‘외연(Denotation), 그

리고 심층적 의미를 ’내포(Connotatio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

호는

형태와 표층적 의미로 구성된 ‘일차적 기호 (표층적 기호)’ 만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 의미를 갖는 ‘이차적 기호 (심층

적 기호)까지 포함한다.

결국 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다양한 기호들을 요약분석 하여 기호

가 가지고 있는 형태와 표층적 의미 밑에 내재해 있는 심층적 의

미를 얼마나 잘 키워드로 함축화 하느냐가 분석단계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트렌드의 징후들에 대한 의미 해석은

이와 같은 중층적 의미 해석 구조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집

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트렌드의

유징기호로 생각되는 뉴 패션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고 가정해 보

자.

패션 그 자체는 물론 소재, 기술 등의 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 그

러나 뉴 패션을 살펴 볼 때 이들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만 한다.

즉 이 패션 밑에 내재해 있는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라는 중

층적 의미 해석 구조 모델에 입각해거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렇게 볼 때 기호의 형태는 기술, 소재, 색채 등의 물적 형태를 말

하고 표층적 의미는 경제적 의미로 심층적 의미는 문화적, 관념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의미란 기능, 성능,

품질과 같은 일차적 사용가치를 말하며, 감성, 이미지 등의 가치는

그림 5-6 기호의 구조(기호의 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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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본질적인 문화적 의미를 지닌 표층적 의미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료의 요약단계에서는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다양한 유징기호들을

형태기호 밑에 내재 되어 있는 표층적, 심층적 의미를 여하간 함

축 키워드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라고 해서 반드시

문자일 필요는 없다. 그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이미지 사

진의 ‘시각적 키워드’이어도 무방하다. 이 키워드화 단계에서 주의

해야 할 점은 요약된 키워드들간의 추상성의 깊이에 있어 균질성

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키워드는 현상적 기호를 약간

벗어나서 직접적인 암시를 주는 키워드인 데 반하여 또 다른 키워

드는 현상적 기호를 지나치게 벗어난 고도의 추상화된 함축어일

경우 이들간의 추상적 깊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한다.

이들간의 추상적 깊이가 차이가 날 경우 이 다음 단계에서 이어지

는 구조화 단계에서 이들 상이한 수준의 키워드의 관계를 평가할

때 고도로 추상화된 키워드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키워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반면 매우 구체적 키워드는 그 내용

이 매우 특질화 되어 있어 다른 키워드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 규칙이 왜곡되게 규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

서 키워드간의 동일한 ‘입자 (granularity)'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

요한 요건이다.

(2) 자료의 구조화 (Data structuring)
자료의 요약 다음으로 이어지는 분석 단계는 자료의 구조화 단계

로서 요약된 키워드간의 다이내믹한 관계를 파악하여 이의 상호

구조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KJ 분석법이나 혹은 상호관계 분석법 (interaction

matrix), 상호관계 넷트 분석법 (interaction net)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대강의 방법에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다차원 분

석(multi-dimensional scaling) 등과 같은 고차원적 통계 기법 등

이 널리 두루 활용된다.

활용되는 분석법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 단계의 최종 결과물은 보

통 키워드들간의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나타내어

현상의 메타 키워드를 나타내 주는 구조 도표, 혹은 기본 축을 중

심으로 하여 키워드들간의 공간적 관계를 그려주는 지각 지도

(perceptual map) 등의 형태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구조화를 통하

여 여러 키워드 요소들이 비슷한 키워드로 군집화 되고 이들 군집

은 다시 하부, 상부 군집으로 재편성되어 더욱 포괄적인 메타 키

그림 5-7 패션의 기호학적 구조

그림 5-8 군집화된 키워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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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의 계층적 구조는 결국 어

떤 디자인 현상들의 세부적 정보를 총괄하고 세분화 시켜 나누어

줌으로써 디자인 현상에 대한 구분을 시켜주는 주요 수단이 됨과

아울러 각 구분된 현상을 나타내 주는 키워드를 명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앞서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도표와 함께 이의 출

처가 된 다양한 현상적 시각 자료와 함께 병치 시켜 놓으면 형태

기호와 의미기호간의 연결이 연속성을 가지게 되어 전체적 패턴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다.

(3) 시계열의 편성 및 규칙성 파악

구조화 단계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는 과거에서부

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주는 시간 축위에 위치시켜 키워드들

과 시각적 관련 자료의 시계열화(Time-series)를 이룬다. 이렇게

자료를 시계열화 하는 이유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반복되

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의 규칙성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이러한

규칙성의 흐름을 투영(예측)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 발견되는 규칙성에는 크게 폭, 깊이 방향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규칙성의 폭이란 어떤 일정한 현상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는 관점에서의 규칙성을

말한다. 어떤 현상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폭이

넓은 규칙성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 또 다른 규칙성의 경

우 수개월에 지나지 않는 일시적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는 좁은 폭

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쨋든 규칙성의 폭

에서 중점을 두고 밝혀야 할 점은 디자인 가치의 연속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 지인 것이다.

규칙성의 깊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수준적 변화를

급격히 보여주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어떤 디자인 가치가

자연적 가치를 보여주다가 급격히 물질적 가치로 변하여 그 변화

내용의 수준에 많은 변화를 보여 줄 때 규칙성의 깊이가 매우 깊

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자연적 가치에서 생태

적 가치로 변한다면 이의 가치 그 자체는 다소 그 변화가 있었지

만 그 수준의 수직적 변화는 그리 급격하지 않아 규칙성의 변화의

깊이가 그리 깊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는 보통 시간을 축

으로 한 변동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날 때 수직적 변동의 폭으로 나

타내어진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의 방향은 규칙성이 띠고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을 말한다. 즉 앞서 언급한 폭과 깊이가 합쳐진 패턴의 전반

적 방향이 상승 방향(혹은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음)인지 아

니면 거꾸로 하강 방향(혹은 퇴보 방향) 인지를 구분 짓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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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하지만 이 상승이냐 하강이냐 즉 발전이냐 퇴보이냐는 매

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가령 기술의 변동에 있어서는 발전인가 퇴보인가가 물리적으

로 판명될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단위 시간당 정보 처리속

도) 사회, 문화적 변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발전과 퇴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전의 방향과 얼마나 정의 방향인가

부의 방향인가라는 순수한 방향의 차이적 판단만 존재할 뿐이다.

변동의 방향은 보통 시간을 축으로 한 변동 다이어그램으로 나타

내어질 때 대각선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아이디어 도출 및 예측 개발
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 발견되어진 키워드와 어떤 규칙성을 바탕

으로 어떤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형성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

출하여 예측을 개발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크

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비교적 정

성적이고 도해적 접근방법이고 나머지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정량

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이다.

우선 정성적 방법으로는 전 단계의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규칙성

을 바탕으로 미래의 흐름을 도해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방법이

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디자인 가치 규칙성의 폭과 깊

이 그리고 방향성을 미래 예측 시점에 투사해 보는 것이다. 규칙

그림 5-9 변화 규칙성의 폭, 깊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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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었다면 이러한 규칙성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가질 것인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디자인 가치 자

료로부터 발견되는 자료가 주요한 자료로서 사용되게 된다. 즉 과

거 어떤 특정 디자인 가치가 형성되었을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가치, 즉 사회 가치 및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및 규범, 그리고

기술 및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보

고 이러한 관계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인

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 디자인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즉

규칙성의 폭, 깊이, 방향성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의 변화 요인이 되는 특정 환경가치의 변화적 특성이 무엇이었는

지를 규명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현 시점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의 규칙성의

도해적 패턴과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접근 방법은 경영학

이나 시스템 공학 등에서 활용되는 통계적 예측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가치(조형, 기능, 개념)와 환경가치를 대표하는 일단의 형

용사적 키워드의 표준 리스트(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을 위한 키

워드 리스트와 같은 유형)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마

련된 키워드 리스트에 비추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이 자료를 입력 자료로

하여 통계적 예측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적 예측에는 특히 컴

퓨터가 많이 활용되게 되는데 이미 SPSS나 SAS와 같은 일반 소

프트웨어에 시계열 분석 혹은 트렌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측을

위한 통계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다. Exponential Smooting이라던

가 Autoregression, ARIMA, Seasonal Decomposition 등의 세부

특정 예측 통계 프로그램이 이들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요

인에 따라 예측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여

러 가지 유형의 시각적 그래프도 그려주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된다.

4) 종합 및 검증
마지막으로 종합 및 검증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예측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

게된다. 물론 앞으로 나타나게될 디자인 가치라던가 환경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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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측은 전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 졌지만 아지 이들은 부분적

인 예측에 지나지 않아 이들 부분적 예측을 총괄하여 하나의 전체

적 관점에서 종합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런 종합 예측을 행하는

데는 특히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시나리오는 널리 알려진 대로 어떤 단편적인 행동들의 단순한 집

합이 아니라 이들을 순차적으로 이어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뜻한

다. 이와 같은 시간성을 가진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요한 시나리오

의 기능은 한 상태(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이어지는 변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시나리오가 디자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배경도 이러한 종합성과 시간성에 있다. 즉

정보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제품이 하나의 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이들 관계를

이어주는 상황 등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들간의 관계

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

한 상호 작용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 가므로 이러한 시간축에서

의 역동적인 변환 상태를 묘사해 줄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

다. 마찬가지로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예

측된 미래가치를 전체적이고 시간적으로 엮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고, 또한 각 단계별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법 중에서도 미래 디자인 가치예측의 종합

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법은 “미래 지도 작성법(Future

Mapping)"이다. 이 미래 지도 작성법은 궁극적으로 일어날 미래

의 상태를 정의하여 놓고 그 상태로 변환하기 위해 일어날 ‘사건

(Event)'과 ’종결상태(End state)'상태를 정의해 나가면서 이들 요

소를 이어나가는 기법이다. 즉 이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 예측

점의 상태를 정의하여 놓고 그 도중에 일어날 여러 가지 미래 디

자인 가치를 사건과 종결상태로 나누어서 예측해 보고 이들을 순

차적으로 이어나가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과 종결 상태를

특정 시간과 연결 지어 나열해 나가면 현재로부터 미래 예측 시점

으로의 급작스런 변경 없이 중간 단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더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이 가능하

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종합적 예측이 끝난 후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비록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종합적 예측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측은 아직 연구자 자신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예측 결과의 검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측 결과를 제 3자의 집단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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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공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 3자를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은 다시 정

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정량적인 방법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것과 같이 환경가치(사회가

치, 이데올로기, 기술 경제 등)과 디자인 가치(조형, 기능, 개념) 등

을 대변하는 일단의 표준 형용사 리스트를 마련하여 다수의 전문

가들에게 설문을 행하는 방법이다. 표준 형용사 리스트를 마련하

기가 어렵지만 일단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비교적 단 시간 내에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설문을 할 경

우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응답자들은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단순 체크 형식의 응

답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이유라던가 표준 질문에 포

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증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정성적인 방법은 일단의 선정된 관련전문가들에게 전체적

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종합하여 다

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진적인 공통의견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 의사 결정법은 ‘델파이 법

(Delphi)'이라고도 불리 우는데 다양한 사회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

고 있는 기법이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의 특성은 과정

의 ’점진성‘과 논쟁을 통한 ’합의(Consensus)'에 있다. 주어진 공동

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후 모두 모아진 의견들을 피드

백 받아 자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과의 의견상의 차이를 발견

하고 또 이를 정당화 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도있

는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합의된

의견이 도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마 앞서의

정량적인 연구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고 러

번의 의견 종합, 제시, 반박의 반복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

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결과를 다음의 예측을 위해

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시켜 놓는 것이 좋다. 특히 디자인 경향

연구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특성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속성과 누적성을 유지할 데이터 베이스가 매우 필

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

의 구축과 활용이 매우 손 쉬워졌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이 높아지

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경

향연구에 컴퓨터의 응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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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저장에서부터 분석, 시뮬레이션, 검증에 이르는 종합적인 컴

퓨터 응용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5.2.4 예측 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지금 까지 자세히 서술된 예측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고려 및 검

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 문제 정의

∙예측할 시점이 명확히 파악되었는가?

(단기: 1-2년 후, 중기: 3-5년 후, 장기: 6년-10년 후)

∙예측 대상의 영역이 명확히 파악되었는가?

(패션, 소비자 제품, 내구재 및 산업장비)

∙예측 수준은 명확히 정의 내려져 있는가?

(조형성: 형태, 색채 등, 기능성, 개념)

∙시점, 영역, 수준을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한다.

(영역 및 수준과 시기와의 관계: 영역에 따라 시기가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패션의 장기는 산업장비에 있어 단기)

•단계 2 : 방법의 선정

∙문제 정의에 따른 시기, 영역, 수준에 부합된 방법들이 선정

되었는가?

∙예측 프로젝트 수행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는가?

(예측 소요시간에 따른 방법의 선정)

∙직접 연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할 만큼 시간, 경비, 인적

자원이 충분한가? (예측 연구방법의 선정: 직접연구, 간접연구)

∙8가지 예측 변수에 비추어 모든 방법이 선정되었는가? (예측

변수에 의한 예측 속성 프로파일 챠트 작성)

∙선정된 방법들을 모두 나열하여 정리는 되었는가?

∙선정된 방법들 사이에 상호 모순된 방법은 없는가?

∙선정된 방법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방법은 없는가?

•단계 3 : 디자인 예측 프로세스 설정

∙선정된 방법들의 프로세스 단계별 배분은 잘 되었는가?

∙예측 프로젝트에 할당된 시간, 자원 등이 전 프로세스를

거칠만큼 여유가 있는가?

∙각 단계별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는 이루어져 있는가?

∙각 단계별 예상결과, 종료 시점, 담당자 등이 명확히 규명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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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순환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단계 4 : 수집 및 조사

∙기 조사된 데이터 베이스 중 활용할 만한 자료는 없는가?

(중복된 연구의 억제)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의 대상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의 조사 구분은 되어 있는가?

∙과거 가치의 누가적 흐름은 이미 파악되어 있는가?

•단계 5 : 분석

∙수집된 자료 중 특이사항 (Particularities)은 추출되었는가?

∙추출된 특이사항에서 이의 심층적 의미는 파악되었는가?

∙파악된 심층적 의미는 Keyword로 잘 함축되었는가?

∙도출된 Keyword들간의 추상성의 정도는 균일한가?

∙Keyword 들의 군집화를 통하여 패턴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가?

∙Keyword 들의 구조화를 통하여 Meta-Keyword 들은 명확히

규명되었는가?

∙Keyword 들의 시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Keyword 들의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가?

∙Keyword 들과 관련된 시각적 자료는 마련되어 있는가?

∙디자인 가치와 환경 가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

보이는가?

∙과거로부터의 누적된 가치가 현재의 가치에 계승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상이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가?

∙규칙성(Regularity)의 폭, 깊이, 방향 등이 잘 파악되어 있는가?

∙규칙성은 시계열 자료와 함께 도표로 적절히 표현되었는가?

•단계 6 : 아이디어 도출 및 예측 개발

∙분석단계에서 나타난 결과가 예측이 될 만큼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가?

∙규칙성이 연속적인가? 상이한가?

∙규칙성이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원인은 밝혀져 있는가?

∙다른 예측의 경우 유사한 규칙성을 가진 경우는 없는가?

∙규칙성에 대한 자료가 정량적인가? 정량적이라면 컴퓨터에 의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다.

∙예측결과의 도식화는 이루어져 있는가?

•단계 7 : 종합 및 검증

∙각 부분의 예측이 전체적으로 도식화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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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된 전체적 예측은 시나리오로 재 편성될 만큼 구체적

인가?

∙예측이 현재로부터 지나치게 비약적이지는 않는가?

∙델파이 그룹이나 혹은 제 3자에게 검증 받을 만큼 예측 결과는

잘 요약되었는가?

∙검증 결과 조사결과와 상이점은 없는가? 만약에 상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밝혀졌는가?

∙최종 결과를 제시할 커뮤니케이션 포맷으로 잘 정리되었는가?

∙최종결과의 데이터 베이스화는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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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측모델의 검증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 디자인가치 예측 모델 구조와

이의 프로세스를 실제 디자인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이의 타당성

의 검증을 함과 아울러 이의 활용방법을 예시한다.



29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29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6.1 모의 실험의 개념과 방법

예측 모델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실험방법

(Simulation) 방법을 활용한다. 즉 가상의 예측 대상을 정하고 이

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미래 디자인 가치

를 예측해보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제시된 예측 모델에 나타난

예측 프로세스의 전과정을 거치고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활용되

는 방법들을 활용해 봄으로써 예측 모델의 실제적 적용을 예시하

고 보완할 점을 규명할 계기로 삼는다.

또한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

여 디자인 관련자로 하여금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

도록 하고 이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예측된 미래의 디자인 가치와

비교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의 3장과

디자인 가치예측의 이론과 방법, 4장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환경가치와 디자인가치의 표준 형용사 척도를 사용한다.

6.1.1. 모의실험 사례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한 모의실험 사례 대상으로는 통신 기기로

한다. 통신 기기를 모의 실험 사례로 선정한 배경은 몇 가지로 정

리될 수 있다. 우선 통신 기기가 현재에 있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

는 제품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즉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커뮤니케

이션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기기가 산업계에서

주로 쓰이던 것이 급속도로 가정 및 일반 소비자로 확산되어 일

반사회의 필수품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한가지로는 통신 기기는

벨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

품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누적적 디자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패턴을 알아보고 미래의 디자인 가치

를 예측해보는 제품으로서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신 기기가 패션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가 적절히 안배된 제

품이라는 점이다. 즉 과거의 산업장비에서 현재의 소비자제품으로

발달되었으며 최근에는 기능적 제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패션

으로서 인식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된 배경으로 선정된 사례연구 대상인 통신 기기는 실제

예측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문제 정의 단계에서 예측 변수에 의

해 재정의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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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측 모델의 적용

본 절에서는 위에서 모의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통신 기기의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을 위해 실제 예측 모델과 이의 방법을 적용해

본다.

6.2.1 문제 정의

예측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이다. 즉 예측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 그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예측 시기, 예측 영역, 예측 수준의 세 가지 예측변수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변수에 의거 문제를 정의하기 위

해 전반적인 문제진술(Problem statement)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다가올 2005년도에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통신 기기의

디자인 가치 개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다.”

이와 같은 문제진술을 근거로 예측변수에 의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예측 시기: 2005년이면 향후 7년 후이므로 장기적 예측(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6-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예측 영역: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통신 기기”라는 점에서 완

전히 산업용으로 쓰이는 제품도 아니고 패션영역의 제품도 아닌

소비자 제품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예측 수준: 예측할 수준이 통신기기의 조형성이나 기능성이 아

닌 본질적 개념을 예측한다고 볼 때 “개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6.2.2 예측 방법의 선정

앞 절에서 정의 내려진 예측시기, 영역, 수준에 적합한 방법을 선

정하고 아울러 방법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을 함으로써 이에 적합

한 방법을 선정한다. 예측 방법의 선정을 위한 나머지 예측 변수,

즉 예측 활용단계, 예측 소요시간, 예측 조사대상, 예측 자료유형,

예측 연구방법에 의해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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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조사 대상: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위주의 조사

∙예측 소요 시간: 예측 연구에 장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

라 비교적 단기간의 소요시간

∙예측 자료 유형: 정량적 자료라기 보다는 정성적 자료수집을 주

로 활용함

∙예측 연구 방법: 직접 조사보다는 주로 간접조사 방식

그림 6-1 전화기의 예측을 위한 예

측 프로파일

예측변수 선정된 방법

예측 시기: 장기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시나리오작성법, 거리관찰 분석법, 엘파이법, 로드

맵분석, 의사결정나무기법, PEST분석, 제품수명주기, 추세외삽법, 교차영향분

석법, 시스템 동학법, 다변량분석법, 점진적추상화법, 지각지도법, 시계열분석

법, Gaming, 천재적 예측법, 사용자 참여법,

예측영역:소비자제풉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시나리오작성법, 거리관찰 분석법, 프로토콜 분석

법, 엘파이법, 라이프 스타일분석법, 의사결정나무기법, PEST분석, 제품수명

주기, 추세외삽법, 교차영향분석법, 시스템 동학법, 설문법, 심층면접법, 다변

량분석법, 점진적추상화법, 가치공학법, 지각지도법, 시계열분석법, Gaming,

천재적 예측법, 문헌연구법, Conjoint 분석법, 사용성평가법, 사용자 참여법,

형태분석법적 사고

예측 수준: 개념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시나리오작성법, 거리관찰 분석법, 프로토콜 분석

법, 엘파이법, 라이프 스타일분석법, 로드맵 분석법, 의사결정나무기법, PEST

분석, 제품수명주기, 추세외삽법, 교차영향분석법, 체제분석법, 시스템 동학법,

심층면접법, 다변량분석법, 점진적추상화법, 지각지도법, 시계열분석법, 임무

유동도표법, Gaming, 천재적 예측법, 문헌연구법, Conjoint 분석법, 사용자

참여법, 형태분석법적 사고

예측활용

단 계

수집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거리관찰기법, 프로토콜분석법, 라이프스타일 분석

법, PEST분석법, 설문법, 십층면접법, 문헌연구, 사용성평가법

분석

로드맵분석법,의사결정나무기법, 제품수명주기분석법, 교차영향분석법, 체제분

석법, 다변량분석법, 점진적추상화기법, 가치공학법, 입출력법, 지각지도법, 시

계열분석법, 임무유동도표법, Gaming기법, 디자인 취향분석법, Conjoint 분석

법, 의미분별척도법

아이디어
시나리오 작성법, 사용자참여법, Conjoint 분석법, 형태분석법적사고, 교차영

향분석법, 추세외삽법

종합
KJ법, 시나리오작성법, 델파이법, 추세외삽법, 시스템동학법, 천재적예측법,설

문법

예측 조사대상: 사물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시나리오작성법, 거리관찰 분석법, 로드맵 분석법,

의사결정나무기법, PEST분석, 제품수명주기, 추세외삽법, 교차영향분석법, 체

제분석법, 시스템 동학법, 심층면접법, 다변량분석법, 점진적추상화법, 가치공

학법, 지각지도법, 시계열분석법, 임무유동도표법, Gaming, 문헌연구법, 형태

분석법적 사고

예측소요시간:단기간

KJ법, 프로토콜분석법, 라이프스타일 분석법, 의사결정나무기법, 체제분석법,

설문법, 심층면접법, 다변량분석법, 점진적 추상화기법, 가치공학법, 입출력법,

지각지도법, 임무유동도표법, 문헌연구, 디자인취향분석법, Conjoint 분석법,

의미분별척도법, 사용자참여법, 사용성평가법, 형태분석법적사고

예측자료유형:정성적

시대분석, KJ법, 관찰기법, 시나리오작성법, 거리관찰 분석법, 프로토콜분석

법, 라이프스타일분석법, PEST분석법, 교차영향분석법, 체제분석법, 심층면접

법, 점진적추상화기법, 입출력법, 임무유동도표법, Gaming기법, 천재적예측법,

문헌연구, 디자인 취향분석법, 사용자참여법, 형태분석법적사고

예측연구방법: 간접
시대분석법, 로드맵분석법, PEST분석법, 제품수명주기분석법, 추세외삽법, 천

재적 예측기법, 문헌연구

표 6-1 예측변수에 따른 방법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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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활용 단계: 어느 한 단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단

계에서 활용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그림6-1과 같은 예측 프로파일로 정리

될 수 있다.

그림 6-1과 같이 규명된 예측 프로파일에 따라 이의 변수적 성격

에 따라 앞서 5장에서 보여진 방법총괄 매트릭스에서 방법을 선

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선정된 방법들에서 전 예측변수에서 공통적으로 선

정된 것들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활용될 방법이 선정되는 것이

다. 표 6-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방법선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 예측연구방법과 소요시간이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

해 수행하는 예측연구의 성격상, 단기간내에 간접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측 방법들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예측변수에 의해 예측연구의 성격을 평

가 한다하더라도 각 변수의 값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간접연구 혹

은 직접연구 등의 선택적 선정이 아니라 양극의 중간에 위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방법의 선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시대분석, KJ법, 로드맵 분석법, PEST분석법, 시나리오 작성법, 문헌연구

법, 교차영향분석법, 추세 외삽법 설문법

6.2.3 예측 프로세스 설정
위에서 선정된 방법들을 예측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할당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가 설정될 수 있다.

그림 6-2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방법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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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조사 및 수집

조사 및 수집 단계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신

기기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경제, 기

술 등의 현상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각 시대별 디자

인 가치의 특성들을 수집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특이 사항

(Particularities)를 수집하여 망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PEST 분석(Politics, Economy, Society,

Technology)과 시대 분석, 로드맵 분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들 각기 그 세부적인 활용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방법 공히 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떤 프레임웍

(Framework)에 의거 수집하고 나열하는 방법이다.

1) 역사 이후에서 1850년까지

•환경가치

∙정치: 절대주의, 계층분리,지배, 피지배층의 명확한 분리, 지배이

념의 공고화, 지배층의 힘과 부과시, 하층민에게 있어 취향은 존

재하지 않음. 16세기에 등장한 부르조아 계급의 물질문화에 있어

이전의 귀족취향을 흉내

∙경제: 농업(자급자족),유럽이 식민지에서 빼앗아온 귀금속류는

국부의 증대에 큰 기여.17세기 이후 국제 교역 증가, 18세기 부르

조아가 축적한 부는 산업혁명의 원동력

∙사회: 16세기 이후 사치스러운 왕실 양식의 등장, 도시 부르조

아의 멋쟁이 양식. 여행의 자유, 대양항해술에 의한 이국문물 수

입: 새로운 취향의 근원

∙기술: 수공업, 농경작, 증기기관, 제조, 특허제도, 과학혁명, 건축

은 성당과 사원이 16세기까진 주. 축력 이외의 주동력원은 물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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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가치

수공업에 전적으로 의지한 거대하고 정교한 양식의 구현, 도제제

에 의한 직접 전수 방식. 숨겨진 디자인 가치. 18세기 이후 귀족

흉내의 졸부양식 등장. 디자인과 예술은 주술적, 종교적, 교육적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

•역사적 주요사항
1493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1506 마젤란 항해

1779 영국 Coalbrookale Bridge : 최초의 철교(주철사용) 설계는 목조다리와 동일

하다.

1830 미하엘 토네트 : 기계생산공정을 사용한 걸상을 대량생산

1832 미국 볼드윈 기관차 제작

1835 미국 기관차 처음 운행

1835 영국 에와르트 특별위원회

1836 에와르트 특별위원회 ‘미술과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

1836 사뮤엘 모르스 전보 발명, 아세틸렌 제조

1837 영국 디자인학교 (RCA전신) 설립

1839 영국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보호 법안 통과

1839 다게르와 니엡스 사진이론 발표

1841 번센, 카본징크 배터리 발명, 파리 아크등 등장

1842 주철재료로 가로(街路)건축양식 등장

1843 찰스 서버, 필기체 타이프라이터 발명

1844 프리드리히 고트로브 나무펄프로 제작되는 종이 발명

1845 영국 왕립예술협회, 디자인진흥을 위한 작품공모 : 헨리 콜 ‘찻잔세트’가 수상

1846 미 엘리어스 하우, 재봉틀 특허 출원

1846 미 자동설걷이 기계, 세탁기 발명

1846 미 리차드 호, 로타리식 석판 인쇄용 프레스 기계 발명

1848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출판

1849 존 러스킨 ‘7개의 건축의 등불’, 이후 이는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 영

향을 미침

1849 조셉 모니어의 철근 콘크리트

2) 1851 - 1918년까지

•환경가치

∙정치: 민족주의/사회주의,국민국가, 미국이 서방세계 맹주 등장,

세 개의 이념(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일파인 공산주의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파시즘:facism)), 경쟁하는 세 이데올로기, 사회간접자본

의 확충에 따라(복지국가)

∙경제: 국부의 증대(산업화), 도로망 확립을 통한 도시체계를 확

립함으로써 도심, 시 외각, 상가와 빌보드 등 도시중심의 인공환

경을 조성, 인구증가와 사람들의 금전 지출능력의 증가하여 소비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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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생관념 일반화(국민보건), 강력한 이념과 복지국가를 상

징하는 권위주의적 가치(신고전주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물질 생활의 규범과 양식까지

도 국가 이념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모터리제이션

(Motorization)을 통하여 기계의 일상 생활화, 도시가스에 이은 가

정용 전기전력의 보급은 전기기구의 생산과 수요가 생겨남.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이 생김, 라디오 타자기 등의 가구개념화

∙기술: 향상된 물질 생활기대, 생활의 기계화, 생산성 향상(표준

화, 규격화), 육상과 항공운송에 폭넓게 도입된 내연기관, 라디오

를 중심으로 대량 의사전달술의 발달, 전화기, 타자기, 사진기, 축

음기, 재봉틀, 전구 등의 발명과 실용화. 미국식 대량생산 체계

(Fordism)가 완성, 세탁기, 진공 청소기는 가사노동의 과학적 관

리방식과 세균발견에 따른 위생 관념의 확산에 따라 판매 증진을

함. 카메라, 라디오, 축음기, 자전거, 자동차 등의 보급

•디자인가치: 낙관적 미래에 대한 이미지 부여(유선형), 순수 합

리적 형태라는 미적 표준의 개념과 기계미학, 첨단 메커니즘에 맞

는 이미지. 신조형주의와 순수주의가 하나의 양식으로 정착하기

시작, 첨단 메커니즘에 맞는 이미지. 신조형주의와 순수주의가 하

나의 양식으로 정착하기 시작, 기계미학의 이론, 이탈리아 미래파

의 속도 집착적인 이미지, 데슈틸의 요소주의와 러시아 전위파의

절대주의와 구성주의, 가수요 창출을 위한 광고 마케팅의 필요성

이 대두,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미적 차별화)의 도입, 디자인진흥

단체가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산물로 생겨남(디자인이

사회 제도화함)

•역사적 주요사항
1900 파리 엑스포 (1900) : 아르누보 양식

1900 비엔나 분리파 8회 전시회 : 직선적인 양식으로의 변화 (글래스코파 맥킨토쉬

의 영향받음)

1900 루이스 티파니 : 티파니 스튜디오 설립하여 유리 외에 청동제품, 메달 등을 제

작

1901 영국 빅토리아 시대가 끝남 - 빅토리아 양식이라는 역사주의 양식의 퇴조, 신

미술양식 대두

1901 조지 이스트만 : 1달러 짜리 ‘브라우니 카메라’ 성공 - 국제 카메라 회사 설립

1901 미국 디트로이트 새 자동차 회사 설립 : 캐딜락

1901 파리 철도역에 처음으로 공중전화 설치

1901 영국 세실 부스가 발명한 진공청소기의 생활화

1901 영국 영국공학기술 표준위원회가 설립

1902 앙리 반 데 벨데 : 바이마르 공예학교 개교

1902 토마스 에디슨 : 이전 것보다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건전지 발명

1902 독일 베를린 지하철 개통

1902 러시아 산업미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결합한 교육강조 : 디플로머 도입

1903 포드 자동차 설립 대량생산 ( 최초모델 2기통 모델 A ) - 자동차 생산의 표준

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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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영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복스홀 자동차 회사 설립

1903 런던 자동차 택시가 처음으로 운행

1903 요제프 호프만과 콜로먼 모저등이 비엔나 공예제작소 설립 : 직선적 양식 강조

(장기판 양식)

1903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폴 쁘와레 ‘ 재봉틀의 집’ 개설

1904 영국 처음 대서양 일기예보를 무선 전신으로 수신

1904 우편엽서가 유행

1904 영국 국내시장용 진공청소기 생산

1904 런던 지하철 개통

1904 덴마크 게오르그 옌센 : 코펜하겐에 공방 개설하여 은제품 제작 판매

1905 네온사인이 처음 등장

1905 아인쉬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

1905 라이트 형제가 38분 3초의 비행기록을 수립

1906 독일 아서 콘 교수 : 전송사진 실험

1906 독일 최초의 잠수함 U-1호 취항 : 미국 남북전쟁전후 개발된 잠수함 조사

1907 독일 베르크분트 뮌헨에서 결성

공예가, 기업가, 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 공업, 상업 예술분야의 결집으로 제

품품질 개선

1907 제 1회 입체파 전시회가 파리에서 개최

1907 로맨틱한 형태와 독창성 면에서 인기있던 에디슨의 축음기가 에밀 베를리너의

디스크형 축음기로 대체

1907 파리의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의 사진이 처음으로 런던의 데일리 미러 신문에 전

송

1908 이태리 올리베티사 창립

1908 포드 T모델 자동차 ‘틴리지’ - 대량소비 시장에 적합한 차로 개발

1908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자동차 회사 설립하여 포드와 경쟁

1908 미국의 뮤레이 스팽글러가 발명한 후버 흡인 전기 청소기가 처음으로 신문광고

를 게재

1908 런던 국제 자동차 전시회 개최

1908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비행기 쇼 개최

1909 미래파운동이 시작

1910 르 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 로에가 피터 베렌스 연구실에 입문

1910 아르누보운동의 쇠퇴. 아르 데코양식의 등장

1910 전기가 선진국의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사용

1910 진공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의 보편화 : 검소한 기하학

적 형태로 만들어짐

1911 미국 싱어 재봉틀 회사가 모터 달린 가구형 재봉틀을 생산

1912 독일 베르크분트 미국전시회 : 미란 희소성, 시대 그리고 가격과 관계가 없다

고 전제.

미국 제조업자들이 디자인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줌

1912 크리스틴 프레데릭의 과학적인 관리방법론을 가사노동연구에 응용 : 1920년대

독일 합리화운동에 영향

1913 오스카 바르나크가 라이카 카메라의 원형(최초의 35mm 카메라 프로토타입)을

디자인

1913 포드사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조립식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1913 미국 코닝 유리회사 파이렉스라는 오븐용 유리그릇을 개발

1914 1차 세계대전이 발발, 전쟁 중 미국이 세계 제1의 공업대국으로 등장하였다.

1914 영국에 독일의 베르크분트와 동일한 기관 설립건의

1914 독일 쾰른에서 베르크분트 전시회개최 : 이전 장식미술과 달리 검소하고 기능

적인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제품 등장

1914 에른스트 노이만과 발터 그로피우스가 리무진 자동차와 기차의 침대 칸을 디자

인

1915 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 디자인과 산업협회(DIA)가 설립



30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1915 미국 코닝 유리회사가 파이렉스라는 상품명의 유리제품을 개발 생산

1915 러시아 말레비치 : 최초의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된 작품을 발표 (여덟 개의

빨간 사각형)

1915 곡선적인 윤곽선이 특징인 코카콜라 병디자인 개발 : 이후 미국 문화상징하며

상업적인 우상화

1916 취리히 다다이즘 운동이 시작

1916 독일의 공업표준 규격 (DIN)

1917 네덜란드 게리트 리트벨트가 ‘드 스타일’ 운동 시작 : 모더니즘 디자인의 형성

에 중요한 바탕

1917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 프롤레타리아 계급 등장, 공산주의 인간상에 적합한

조형과 물질문화 모색, 조형개념의 획일화

1918 오장팡과 르 꼬르뷔지에 의한 순수주의 운동이 시작

3) 1918년-1930년대

•환경적 가치

∙정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국제주의, 서구 열강은

이념적 경쟁을 넘어 내부적으로 산업발전과 국민후생에 힘씀.

∙경제: 독점자본주의, 전체주의-금융시장, 다국적기업, 군, 산복

합, 체, 박람회, 1930년대 경제불황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제적

국수주의, 국제무역의 부진, 세계경제의 블록화.

∙사회: 복지후생, 노동운동, 세계여행, 도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생활 수준성취

∙기술: 전기전자기술, 비행, 대량생산, 사진술, 과학. 기술. 작업분

석. 기계. 기능. 자동차. 석유. 속도

•디자인가치: 아방가르드, 장식미술. 웅용미술. 산업미술, 국가이

미지의 확립, 이국적 양식, 기업디자인정책의 개념, 양식의 극단적

현상과 과학적 디자인접근(바우하우스), 상업주의 디자인(미국의

스타일링), 재료의 다양한 실험, 국가간의 배타적 분위기는 독일의

국가 이미지 통합(이과정에서 바우하우스를 비롯한 전위운동이

체계적으로 억압됨)과 사회주의 리얼리즘(1931년 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을 국가 공식 예술로 정하면

서 구성주의, 절대주의로 추진된 아방가르드 조형운동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다)과 같은 양식의 극적 대비현상으로 나타난다. 대서

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에서 스타일링 중심으로 전개된 상업적 디

자인의 성장과 정부주도로 국가 이미지 확립에 집착한 나치 독일

의 디자인 정책이 대비됨.

•역사적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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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독일에서 국립디자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바우하우스(Staatliches Bauhaus im

Weimar) 설립

1919 최초의 헬리콥터 비행이 성공

1919 모터 스쿠터가 처음 등장

1920 장식없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1920 공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사용 : 미국의 조셉 사이넬

1920 독일 합리화 운동 전개: 공업제품의 과학성 성취를 목적으로 생활의 합리화,

효율화 추진

1921 네덜란드 테오 반 되스부르크가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드 스타일(De Stijl) 운동

의 이론을 교육함

1921 독일 정부에 국립효용위원회가 설립 : 빛, 작업의 위치, 공정 등에 있어 능률성

과 생산과 공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cf. 종이규격의 표준화)

1922 미국의 폴 재레이, 최초의 유체역학 자동차 특허

1922 영국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

1922 월터 도윈 티그 : 소득세 환불 소송으로 공업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맨이라기

보다 전문가임을 주장

1923 바우하우스 예비과정에 구성(構成)적 사고(思考)를 바탕으로한 기초디자인 교

육을 함

1924 다다이즘운동에 뿌리를 둔 프랑스 작가, 시인들에 의한 초현실주의 운동이 나

타남 : 프로이트의 사상 영향줌.

1925 아르데코 양식이 파급 : 명확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디자인 모티브 찾음

1925 르 꼬르뷔지에 : 오늘날의 장식미술은 더 이상 장식을 갖지 않는다고 역설.<오

늘의 장식미술>

1926 마르셀 브로이어 : 강철봉과 가죽으로 만든 걸상이 베를린 가구회사에서 생산

1926 라디오의 대중화

1927 공업디자이너의 츨현 : 노먼 벨 게데스가 공업디자인 사무실을 개업. : 새로운

전문직업은 그 자체가 미적으로 실제적인 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유선형으로

된 간결한 형태로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정의

1927 최초의 유성영화 상영

1928 GM자동차가 처음으로 사내 디자인실을 설치하고, 자동차 형태 변화를 추구,

스타일 차별화를 통한 소비 촉진의 원리를 적용함.

1928 미국 레이몬드 로위가 최초로 디자인 게스트너 복사기가 생산됨

1928 월터 디즈니 미키마우스 등장

1929 미국 공업 디자이너 헨리 드레이퍼스 디자인 사무실 개설

1929 16mm 코닥 천연색 필름이 개발

1929 영국 BBC방송이 실험방송에 들어감

1929 뉴욕 중권시장이 붕괴

1929 미국 앨트만 백화점에서 < 20세기의 취향> 전시개최 : 모더니즘 디자인이 일

반대중이 받아들이고 있었음

1930 독일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디자인 사무실을 개설

1930 스톡홀름 엑스포 :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우아하고 개성이 있는 디자인 보여줌

1930 영국과 독일 사이에 사진 전송업무가 개통, 사진 촬영용 후레시 벨브가 발명

1930 아크릴 플라스틱이 발명

1930 가구형으로 디자인되어 오던 라디오에 영국에서 베이클라이트라는 신소재 사용

1932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와 웨스팅하우스회사가 요리연구소를 개설 :

부엌디자인 시스템을 연구 - 주방의 레이아웃과 주방용구의 디자인 개선

1933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에 보내짐 :

이는 포르쉐의 폭스바겐 개발회사 설립으로 발전하였으나 대량생산은 나중에

들어감

1933 미국 더글러스 항공회사가 유선형 DC-1 비행기 개발

1933 덴마크 카레 클린트의 사파리 걸상이 라스무센 가구회사에서 생산

1933 시카고 엑스포 : 미래의 주택에서 미국인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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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미국 신문기자 해롤드 와드가 공기역학의 진보라는 기사를 통하여 스피드 시대

임을 시사

1934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의 산업미술전 : 공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전문직업의 창

구 역할

기선의 프로펠러, 가솔린 펌프, 금전등록기, 화학용기, 의료기기, 망원경, 현미경

등등

1935 핀란드 건축가 알바알토가 ‘아르테크’라는 연구실을 개설하고 조명기구 및 직

물, 곡목기술실험등 하여 가구 디자인에 응용

1935 35mm 코닥크롬 필름이 나옴

1936 독일 폴크스바겐 비틀이 완성. 그러나 생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였다.

1936 올리베티사 마르첼로 니졸리를 채용하여 타자기 디자인 개발 시작

1937 모흘리나기가 시카고에 새로운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여 바우하우스 디자인 교

육의 이념을 미국에서 실천.

1937 이태리 국민차 ‘피아트 500’ 개발

1938 볼펜 발명

1939 2차세계대전 터짐

1939 뉴욕 엑스포에서 스웨덴의 현대디자인 제품이 출품되어 국제적인 디자인 개념

의 표본으로 각광받음

1939 키치 : < 키치와 아방가르드 >라는 책 출판. 키치는 세련되고 성숙한 오늘날의

문화에 식상한 미술과 디자인의 한 경향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피상적인 트릭

효과라고 정의

4) 대전 이후에서 1960년까지

•환경가치

∙정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과 냉전체제(the Cold War), 민

주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 비동맹, NATO, 한국전쟁, 냉전, 철의

장막

∙경제: 경제성장과 소비시장포화, 대량시장, 소비주의

(consumerism), 마샬플랜, 라인강의 기적,

∙사회: 실존주의와 신좌파운동, 영상매체 통한 유행창조, 변화,

마약문화(Drug Culture), 청년문화, 록엔롤, 사이버네틱스 사회, 팝

아트, 국제주의 양식, 브루탈리즘, 유행, 인스탄트, 대중스타, 여

행, 레져, 여권운동,

∙기술: 상호 절멸과 핵무기, 거대과학기술 연구시스템 (Big

Science), -대량전달, 합성수지, 전기용품, 전자, 제트엔진, 가정과

주방의 기계화, 우주개발, 휴대용, 증기압착(새로운 목공기술), 전

쟁 동안 축적된 알루미늄, 합금강, 플라스틱, 복합재료, FRP 등등

신소재의 발명과 활용 기술은 민간부문에 바로 적용됨,

•디자인가치: 소비가 미덕(인위적 폐기), 스위디쉬 모던, Moma,

울름조형대학, 기업이미지 전략, 미니, 조각적 형태, 광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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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적극적용, 체계적 디자인 조사방법(systematic design

method)과 인간공학의 도입, 과잉디자인 현상. 유기적 모더니즘,

반디자인운동, 애드매스 사회 (society of mass advertising

communication),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과 그간 누적된 상업주의

디자인에 대한 염증, 그리고 가수요를 위한 디자인의 추구에 대한

양심의 위기는 반디자인 운동(Counter Culture Design

Movement)으로 나타남. 특히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들

은 급진적인 디자인(radical design), 반디자인(anti design

movement)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이 아니라도 경제적 결정론의 대

안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디자인 모델들을 제시함.

•역사적 주요사항

1940 유선형이 제품양식으로서 성공, 유선형은 유체역학이 응용되는 분야에서 적용

되어야 하나 기능적으로 정적인 물건들의 형태에도 적용

1942 미국에서 전기두뇌, 자동컴퓨터라 불리는 기계가 개발

1942 미국 다우 케미컬과 코닝 유리회사가 파트너쉽으로 실리콘 개발에 착수

1943 IBM 사가 디자인 부서를 설치

1944 영국 산업디자인 협의회가 설립되어 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으로서 오늘날까지

존속

1944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 창립

1944 과학으로서 디자인 : 미국의 공업디자이너 해롤드 반 도렌은 미술보다는 과학

으로서 산업디자인정의

1945 2차 세계대전이 종식

1945 레이더 개발 및 많은 기술이 발명

1945 이태리 디자인이 국제시장에 등장

1946 에토레 소트사스가 밀라노에서 디자인 사무실을 개설

1946 베스파 스쿠터가 생산 : 유선형 공기 역학을 받아들인 디자인

1946 레이몬드 로위 : 그레이 하운드 버스 디자인

1946 한스 앤드 프로렌스 놀의 가구회사는 미스 반 데어 로에, 마르셀 브로이어, 르

꼬르뷔지에,

이에로 싸린, 헨리 베르토이아등이 디자인한 가구를 생산

1947 크리스찬 디오르가 파리에 패션 살롱을 개업 : 로맨틱한 패션을 유행

1947 미국의 조지넬슨이 디자인 사무실 개설

1948 벨 전화기 회사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

1948 뉴욕 근대미술관 ‘저렴한 가격의 가구’라는 주제의 국제가구디자인 공모전 개최

1948 <도무스> 잡지 통하여 도전적인 절충양식의 디자인을 탐색하는 대변지

1949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디자인됨

1950 베르토이아의 철선으로 만든 걸상 (크랜부르크 삼총사중의 한 사람)

1950 미국에서 최초의 칼러 TV가 등장

1950 울름디자인대학이 독일 울름시에 설립

1951 핀란드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전 출품되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

1951 제 9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 이태리의 미와 실용성의 효과적인 결합, 디자인의

문화적 의미, 전통의 중요성, 환상적인 형태의 강조 양식적인 면은 30년대 후기 간

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부터 장식적이고 표현적인 수공예품을 포함함.

1951 미국에서 ‘디자인 : 기능과 매니지먼트’라는 주제의 회의를 개최하여 디자인의

실제와 이론에 대한 토론을 함

1951 헤일리 얼 : 꿈의 자동차 원형이 점토모형으로 만들어짐 : 우주공간이미지

1951 마쯔시다 : 일본 산업계에서 처음으로 공업디자인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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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독일 프리츠 아이흘러 박사 : 브라운사의 제품디자인에 기하학적인 요소를 합

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적용(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적용)

1952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올리베티 디자인전 개최

1953 아르네 야콥센 ‘ 개미’ 걸상 디자인

1953 일본 캐논 카메라회사가 공업디자인실 개설

1955 헨리 드레이퍼스 < 대중을 위한 디자인 > 출판 : 인체 측정에 대한 서술 - 인

간공학원리 도입

1955 월터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개장

1955 찰스 이임즈의 가죽 안락의자에서 영감얻은 걸상 디자인

1955 스웨덴 H55디자인전 : 기능주의와 휴머니즘이 공존하는 스웨디쉬 모던 나타냄

1955 영국에서 상업 텔레비전 방송 시작

1955 을름디자인 학교 개교

1955 영국 콘란 디자인 그룹이 설립

1955 프랑스 상공부 굿디자인상 제도 제정

1956 영국 디자인 센터 굿 디자인 표본으로 선정된 제품에 굿디자인 상을 수여

1957 일본 GK연구소 설립

1957 소련 스푸트닉 인공위성 발사

1959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유기적 모더니즘 특성의 구갠허암 미술관 완공

1959 미국 엘리어트 노이스가 IBM 타자기 ‘이그제큐티브’ 디자인

1959 이태리 올리베티에서는 에토레 소트사스의 ‘테크너 3’이디자인

1960 인위적 폐기처분 현상 : 헤일리 얼, 밴스 패카드, 라이너 밴햄.

1960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용어가 보잉 항공회사에서 항공기 이착륙시에 사용되기

시작

1960 미국 레이저 광선 개발

1960 영국 왕립미술대학안에 사업디자인 연구소가 설립되어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

1960 이브 생 로랑의 비트 컬렉션

5) 1961년에서 1970년대

•환경적가치

∙정치: 국지전쟁, 반체제운동, 반전운동, 반핵운동,

∙경제: 중국, 일본 정치 경제적 부상, 오일쇼크, 호경기의 종말,

전후최대불경기

∙사회: 환경보호운동, 여성해방운동, 기존가치 저항운동, 대중문

화

∙기술: 산업화의 한계-전자기술, 우주경쟁, 반도체와 컴퓨터의 등

장(기술결정론)

,

•디자인가치: 소형화(워크맨과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k,

1979 년)의 개발),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기술, 프로그래밍, 전

위파의 실험 디자인, 하이테크(high tech), 하이터치(high touch)

디자인, 디자인에 있어 포스트모던이란 용어의 등장(1975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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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 제품의미론 ( Product Semantics), 대체 디자인 운동.

‘디자인테크노크라시’, 전문 영역 간의 팀워크의 개념

•역사적 주요사항

1961 영국 아키르램이 설립 : 팝아트적인 그래픽과 콜라주 기법 사용

1961 일본 SONY사에 디자인과 창설 : 디자이너 채용은 54년부터 하여 왔다.

1962 이태리 안젤로 만지아로티가 ‘섹션’이라는 이름의 시계를 디자인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조각적인 형태를 나타냈던 일면을

보여줌

1962 코닥은 직육면체에서 슬라이드 상자를 원형으로 디자인한 ‘캐루젤 - S 프로젝

터’를 내놓음

1962 브라운 녹음기 ‘포노 수퍼 SK 4' 디자인

1962 최초의 시스템 디자인 방법에 대한 회의가 개최

1964 영국 콘란이 런던에 가구 체인상점을 개점

1965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기회주기 위한 아일랜드 디자인 센터 킬케니 디자인 공방

이 개관

1966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아키줌이라는 디자인 그룹이 생김

1966 로버트 벤츄리 < 건축의 복잡다단함과 모순 > 출판 - 포스트 모더니즘건축

대변

1967 덴마크 아르네 야콥센이 원통형 스테인레스 커피 주전자 ‘실린더’ 디자인

1968 레이몬드 로위 NASA 디자인 컨설턴트 담당

1968 일본 동경 컴퓨터 테크닉 그룹 창립

1969 14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 키치 및 대중문화의 디자인에 대한 탐색이 지배적

1969 독일 울름대학 폐쇄

1969 이태리 주지아로 ‘이탈디자인’ 설립

1969 스웨덴 A&E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1969 미국 아폴로 우주선 11호가 최초로 인간을 달에 착륙

1970 미국, 지구의 날(환경운동)

1970 롤랑 바르트 <신화>출간.

1970 스웨덴 <에르고노미 디자인>설립 : 의료기구,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디자인함.

1970 이태리 데 파스 두르비노 그룹의 로마치 야구장갑 모양의 걸상 ‘조’ 디자인 :

팝아트적인 반디자인운동

1971 루이지 꼴라니가 로젠탈 도자기 회사를 위해 ‘물방울’이라는 도자기세트를 디자

인 : 유기적인 형태

1972 노르웨이 디자이너 피터 옵스틱 : 허리(요통)에 인간공학적으로 적합한 걸상

개발

1973 빅터 파파넥 ‘실제 세계를 위한 디자인’ 출판 : 필요로서의 디자인사상

1973 이태리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 : 올리베티사의 전자계산기 ‘디비주마’ 디자인 :

실제성의 가치를 창조

1975 영국 1960년대 공예부흥운동으로부터 비롯된 크래프트 카운실 발족

1976 이태리 ‘스튜디오 알카미아’가 설립

: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보다 실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센타

1976 혼타 아코드 자동차 시판 : SED 시스템으로 개발 ( Sales/판매, Engineering/

공학, Development/개발 )

1977 미국 찰스 젠크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어>발표 : 모더니즘의 죽음을 예고

1977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생산

1977 1960년대 사이키델릭, 히피 숭배이후 펑크족인 나타나 패션과 그래픽에 많은

영향을 미침

1978 브라운사 전기 칫솔 개발

1978 덴마크 디자이너 헤닝 안드레아센 ‘F 28'이라는 전화기 디자인

1978 일본 소니 워크맨 생산 : 극소주의 전자제품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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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이태리 로버트 벤츄리, 마이클 그레이브스, 리차드 마이어 등 11명의 건축가는

금속제품회사 ‘알레시’를 위한 제품을 디자인함 : 포스트 모더니즘과 클래식 디자인

경향보여줌

6) 1980년대 이후

•환경적가치

∙정치: 체제의 위기 시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종식(1990

년), 신자유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세계화,

∙경제: 보호무역주의, 금융자본주의-세계공황, 세계적 자본이동,

구제금융, 모라토리엄

∙사회: 극단적 개인주의, 대안문화, 반문화, 전세계적 첨단취향,

컴맹, 국민의식과 가치관의 다양화, 개성화, 자기실현욕구 및 창조

성의 증대, 커뮤니티지향, 탈물질적, 가족단위레져, 자연지향 레져,

덤피(가족본위)․트위너(금전본위보다 마음의 평안 중히 여김), 심

플라이프, 밸루마케팅(Value Marketing)

∙기술: 전자 혁명, 디지털 혁명, 정보화사회-디지탈문명, 정보고

속도로, 정보결정론(information determinism), 경박단소, 전자오락

게임,

•디자인가치: 경영전략적 차원의 디자인전략과 디자인 비즈니스,

그린 디자인 운동, 디자인 다원주의, 디자인 국제협력, 디자인

archive 활동, 역사주의와 모더니즘 혼재, Ware Design (전자제

품에 의복 스타일 개념의 도입), 가제트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하이테크, 하이터치, 아키그램, 제품의미론, 의인화, 놀이, 유희, 래

디컬 디자인, 다국적 디자인 기업, 인터넷, 가상공간, 인터페이스

디자인, 감성적 디자인

•역사적 주요사항

1981 이태리 에토레 소트사스의 주도로 ‘멤피스’ 창립 : 상업주의 모더니즘 거부하고

장식성과 표현성을 회복

1981 이태리 제 2세대 디자이너 비코 마지스트레티 : ‘신드바드’ 걸상이 까시나 회사

에 의해 생산

1982 영국 대처 수상이 다우닝 10번지에서 디자인 세미나 개최 :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역설

1982 이태리 디자이너 리차드 새퍼 : 새로운 디자인의 주전자: 간결한 형태 깨끗한

마감등 하이테크 디자인과 포스트 모터니즘디자인이 결합한 국제적인 디자인함,

1980년대 이후 IBM회사 제품디자인 주임 자문 디자이너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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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1945년 이후의 <디자인> 개최. 이때의 카달로그에서

에토레 소트사스는 산업 기계화로부터 디자인은 벗어나야 하며 폭넓은 영역에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반디자인은 디자인 이벤트

를 확대하고 깊게 하는 것이라 주장.

1986 포드 자동차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경영철학을 내놓음 :

기동적인 차량이념, 디자인에서 성능, 품질, 내구성, 외관, 경비 등의 중요 요소를 창

조적으로 융합하는 ‘디자인 믹스’ 개념

1987 영국 런던에서 독일 디자인전 : 독일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제품의 미는 경제적

완벽함의 구체화이며 그 미적 특성은 순수하고 기능적인 목적을 이식하는 것임을 보

여줌

1988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에 따라 디자인 사절단을 영국에 보냄

1989 디자인 기호론 :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제품의미론’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디자인은 사물의 의미를 형성하고 제품의 의미는 디자인의 의미를 형성. 제품의미론

은 물건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원리를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을 둠

6.2.5 분석

1) 자료의 요약 및 계층화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Keyword로 요약하

고 이들을 군집화 하여 메타 키워드를 발견하거나 앞의 이론연구

에서 발견되 계층구조에 위치하는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특

히 3장에서 규명된 환경가치와 디자인 가치의 Keyword를 중심으

로 정리하고 이를 각 계층에 위치시킨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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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년대 ~1850 1851~1918 1919~1945 1946~1960 1961~1980 1981~

디

자

인

가

치

개념

심미적

단기적

개체적

저급의

변화의

표면적

복고적

심각한

개체적

표면적

심각한

단기적

개체적

현실적

표면적

기술중심

미래적

심각한

물질적

국제적

개체적

현실적

다양한

표면적

미래적

국제적

장기적

현실ㅈ거

고급의

변화의

다양한

표면적

유희적

정신적

심미적

지역적

단기적

종합적

이념적

고급의

안정적

다양한

내포적

인간중심

기능

단순기능

기계적

투명

내구적

아날로그

직설적

기능적

단순기능

기계적

투명의

내구적

아날로그

기능적

인공적

단순기능

기계적

내구적

아날로그

기능적

인공적

전자적

임시의

전자작

임시의

디지털

자연적

단순기능

전자적

불투명

내구적

디지털

은유적

의미적

조형

큰

두꺼운

넓은

정적인

대칭적인

화려한

무채색의

단색의

패턴의

여유의

거친

부정형의

풍성한

무거운

표현적인

어두운

큰

딱딱한

두꺼운

풍성한

큰

딱딱한

두꺼운

무채색

여유의

인공적

매끄러운

정형의

풍성한

차가운

둥근

곡선적

동적인

비대칭적

화려한

유채색

다색r의

인공적

매끄러운

부정형의

풍성한

밝은

대비의

가벼운

표현적인

얇은

둥근

곡선적

좁은

동적인

비대칭적

매끄러운

가벼운

정적인

비대칭적

수수한

패턴의

여유의

자연적

거친

부정형의

풍성한

밝은

조화의

따뜻한

가벼운

표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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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년대 ~1850 1851~1918 1919~1945 1946~1960 1961~1980 1981~

환

경

가

치

사 회 가치

및 이데올

로기

낙관적

분석적

객관적

개인적

이상적

자연정복

물질적

낙관적

분석적

객관적

기계적

발산적

이상적

자연정복

통합적

물질적

대중적

비관적

분석적

객관적

기계적

발산적

보편적

이성적

자연정복

통합적

물질적

대중적

낙관적

분석적

객관적

발산적

개인적

이상적

실증적

보현적

이성적

통합적

대중적

낙관적

발산적

실증적

대중적

낙관적

종합적

주관적

유기적

수렴적

공익적

이상적

이론적

특수적

자연조화

해체적

귀족적

사 회 제도

및 규범

동적

경직된

변화의

동적

변화의

국제적

동적

변화의

검약한

불안한

전문화

국제적

동적

변화의

소비적

균형의

전문화

분산적

유약한

상대적

동적

유연한

변화의

분산적

유약한

지역적

유연한

검약한

안정된

복합화

기술, 경제

신기술의

성장의

기술적

신기술의

무절제한

성장의

기술적

현실적

하이테크

물질위주

요소과학

신기술의

세계경제

무기교적

쇠퇴의

기술적

현실적

하이테크

물질위주

신기술의

세계경제

무절제한

기교적

성장의

생태위주

통합과학

기존기술

세계경제

지속가능

기교적

성장의

기술적

가상적

하이터취

생태위주

통합과학

기존기술

세계경제

지속가능

인간적

가상적

위와 같이 요약되고 계층화된 Keyword를 이들의 주요차원을 밝

히고 각 차원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KJ Map을 작성하였다.

KJ Map은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로 나누어서 하였다. 이는 다

음 단계에서 경향 곡선을 그릴 때 복잡한 자료를 함축적인 선으

로 이어나갈 때 활용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 가치는 개념, 기능, 조형으

로 나뉘고 개념은 다시 형식/내용과 대/소(범위)로, 기능은 다시

물질/정신과 기계/전자로 나뉘며, 조형성은 큰/작은, 복잡/단순, 따

뜻한/차가운, 대비/조화, 직선/곡선 등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가치는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및 규

범, 그리고 기술, 경제로 나뉘며 다시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는

이성/감성, 종합/분리, 물질/정신으로 나뉘고 사회제도 및 규범은

집중/분산, 변화/안정으로 나뉘며 기술과 경제는 성장/쇠퇴, 전체

개체 그리고 인간/기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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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시계열화

앞 단계에서 요약되고 계층화된 디자인가치와 환경가치의

Keyword와 예측대상인 통신기기의 시각적 자료를 연대순으로 나

열하여 시계열화 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자료의

규칙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 가치와 환경가치의 각 시대별로 평가된 정

량화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본 연구진에서 3장에 제시된 표준 평

가 척도의 7점 등간척도를 활용하여 평균 낸 값을 활용하였다. 또

한 자료의 요약을 위하여 앞서의 KJ Map으로 요약된 항목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계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내었다.

3) 규칙성의 파악과 관계분석

앞서 밝혀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파악하고 이의 인

과관계를 환경가치와 디자인 가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밝혀

본다.

(1) 디자인 가치•개념∙형식/내용

그림 6-3 디자인 가치의 KJ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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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심미, 이념/현실, 표면/내포, 인간/기술, 물질/정신, 심각/유희)

1850년 대 까지는 매우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형식적 측면에 치우

치다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기능 등의 내용중심으로 변한

다. 그러나 다시 전후 6-70년대에 접어들면서 형식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소 (국제/지역, 장기/단기, 변화/안정, 개체/종합, 복고/미래, 다양/단일)

대/소는 물리적인 크기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범위의 포괄성을

말하는 것이다. 1850년까지는 변화가 심하고, 개체적이며 복고적

이다가 금세기 초에 접어 들어 지역적이며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

적이었으나 다시 전쟁의 여파로 변화가 심하고 개체적이다가 다

그림 6-4 환경가치의 KJ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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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후 꾸준히 미래 지향적이며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이

되어가며, 단기적 개념을 갖게 되었다.

•기능

∙물질/정신 (직설적/은유적, 기능적/의미적, 투명/불투명, 자연적/인공적)

물질/정신 차원은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직접적이며 단순하고 기

능 중심인지 의미중심인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 차원을 살펴

보면 꾸준히 물질에서 정신적 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후와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변화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전자 (단순기능/복합기능, 내구적/임시적, 아날로그/디지털, 기계적/전자

적)

기계/전자의 차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얼마나 복합적인 지의 의미도 있는 차원이다. 내

구적이며 아날로그위주에서 점차 디지털화 되고 복합기능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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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

∙큰/작은 (큰/작은, 두꺼운/얇은, 여유/조밀, 넓은/좁은, 풍성/빈

약)

큰/작은 차원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규모와 치밀성, 양감 등을 나

타내는 차원이다. 1980년대까지 꾸준히 작아지고, 얇아지는 경소

단박의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서는 다소 대형화 즉, 고급화되

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복잡/단순 (표현적/절제된, 유채색/무채색, 자연적/인공적, 다색/단색, 화려한/수

수한)

복잡/단순의 차원은 얼마나 제품의 요소가 복합적이고 표현적인

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1850년까지는 화려한 경향을 보이다가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단순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전

후에 들어 표현적이고 7-80년대에 들어서 경소단박의 단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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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가 최근 들어 매우 표현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뜻한/차가운 (밝은/어두운, 따뜻한/차가운, 가벼운/무거운)

따뜻한/차가운 차원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리적 온도감을 말하는

것으로 거의 점차 가벼워지고 밝아지며 따뜻한 이미지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선/곡선 (직선적/곡선적, 딱딱한/부드러운, 각진/둥근)

직선/곡선은 제품의 외형적 선감이 가지는 곡선의 정도를 나타내

는 차원이다. 거의 꾸준히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하고 있으나 7-80

년대에 들어 다소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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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대비 (거친/매끄러운, 조화/대비, 정적인/동적인, 대칭/비대칭, 정형/부정

형)

조화와 대비의 차원은 제품의 요소간의 균형과 변화의 정도를 나

타내는 차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면서, 최근에 접어들면서

매우 동적이고 자유스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환경가치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

∙이성/감성 (분석적/종합적, 이성적/감성적, 객관적/주관적, 수렴적/발산적, 통합

적/해체적, 기계적/유기적)

이성/감성 차원의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는 전쟁중을 빼고는 현

재로 접근할수록 꾸준히 감성쪽으로 기우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최근들어 급격히 그 추세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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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정신 (현실적/이상적, 물질적/정신적, 실증적/이론적, 자연정복/자연조화,

낙관적/비관적, 보수적/진보적)

물질/정신 차원의 사회가치는 이성/감성의 차원과 마찬가지로 전

쟁중 약간의 물질중심으로 변했다가 다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

준히 정신위주의 사회가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분리 (대중적/귀족적, 보편적/특수적, 공익적/개인적)

종합/분리 차원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보편적이며 개인보

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이 거

의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환경, 사회적 책임의 절감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사회제도 및 규범

∙집중/분산 (집중적/분산적, 강력한/유약한, 절대적/상대적, 전문화/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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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산의 사회제도 및 규범의 차원은 전쟁중에 중앙집중적이

고 강력한 제도에서 전후 급격히 분산적이고 상대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변화/안정 (국제/지역, 변화의/안정의, 동적/정적, 유연한/경직된, 불안한/안정

된, 대립의/균형의, 소비적/검약한)

전쟁 중에 특히 변화가 심하였다가 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

하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균형적 제도, 검약하고 납득형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경제

∙쇠퇴/성장 (기존기술/신기술, 쇠퇴/성장, 무절제/지속가능)

쇠퇴와 성장의 기술 및 경제 차원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들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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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심을 쏟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인간 (물질/정신, 기술적/인간적, 하이테크/하이터취, 무기교/기교, 현실적/

가상적)

기술/인간 차원의 변화는 6-70년대 까지 꾸준히 기술 중심으로

발전해오다가 최근들어 다시 인간중심의 기술로 변해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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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개체 (요소과학/통합과학, 국민경제/세계경제)

전체적이고 중앙집중적에서 점차 개체적이고 세계경제쪽으로 변

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규칙성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 가치와 환경 가치별 경향 변화의 규칙성

을 살펴보면 각 차원 별로 약간의 차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변화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발전적 즉 우측 상단 방향으로 변

하고 있다.

∙ 변화는 폭은 크게 전쟁중의 기간의 넓어 전쟁중의 변화가 그

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전후 60-70년대에 까지도 비교적

변화의 폭이 적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이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변화의 깊이는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80년대 이후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정리된 규칙성의 흐름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약간 기울어진 U자 형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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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아이디어 도출 및 예측

아이디어 도출 및 예측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조사, 분석되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디자인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규명된 디자인 가치 및 사회가치 변화의

규칙성이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즉 이미 밝혀진 경향곡선이 미래

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를 예측해보는 추세 외삽법(Trend

extrapolation)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거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지, 변하게 될 지, 어떤 반복가치가 있게 되는 지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 어떻게 연장될 지를 추측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규명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규

칙성이 분석된 다이어그램을 보고 전문가가 판단해서 예측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정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하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과거부터의 일정 기간마다의 측정된

정량화된 많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사례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앞서 규명된

자료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예측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가치가 과거에 디자인 가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를 분석해보아 현재의 환경가치로 보

아 미래에 어떠한 디자인 가치가 예상되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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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영향 분석법에 의한 환경가치와 디자인 가치

간의 관계분석

환경가치가 디자인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 가

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영향 분석법(Cross impact analysis)을 활

용한다. 교차영향 분석법은 제 3장의 예측이론 및 제 기법에도 자

세히 설명되었지만 두 요소를 매트릭스에 맞 대응시켜서 이들의

영향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환경가치와 디자인 가치를 비교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해 보는 영

향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2) 환경가치의 예측

우선 디자인 가치를 예측하기에 앞서 환경가치를 예측하고 이들

예측결과에 따라 디자인 가치를 예측하게 된다. 디자인 가치의 예

측시에는 앞서 규명된 교차영향분석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디자인

가치의 변화 여부를 예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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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 예측을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및 규범, 기

술 및 경제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앞서의 KJ Map에 의

해서 규명된 하부 Keyword 별로 예측한다.

예측은 분석 단계에서 규명된 규칙성의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규칙성의 폭, 깊이, 방향 등에 의거 행한다.

•사회 가치 및 이데올로기

∙이성/감성: 1960년대 이후로 감성(감성적, 주관적, 발산적, 해체

적, 유기적, 종합적)측면이 꾸준하고도 급속도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의 감

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질/정신: 물질/정신 차원에서도 사회가치 및 이데올로기의 정

신적 측면의 중요성이 전후 꾸준히 높아져 오다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도 마

찬가지로 앞으로의 사회제도 및 이데올로기는 이상적, 정신적, 이

론적, 자연과의 조화, 진보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분리: 종합/분리 차원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종합 (대중적, 보편적,공익적)과 분리(귀족적, 특수적, 개인

적)의 균형있는 현재의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 제도 및 규범

∙집중/분산: 전쟁 전까지 사회제도 및 규범이 집중 쪽으로 치닫

다가 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분산측면이 강화되고 있

다. 규칙성의 폭, 방향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

어 분산적이고 유연한 사회제도 및 규범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변화/안정: 전쟁 종료를 기점으로 안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80년대까지 완만하게 안정 추세를 보이다가 80년대 들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경제

∙쇠퇴/성장: 전쟁을 기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고 80

년대 들어 더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잠시 세계적

으로 불황기에 접어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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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간: 1960년대까지 전쟁중 개발된 다양한 신기술의 상용

화의 영향으로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다가 이 이후 인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급격히 인간적 측면이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도 신기술은 급격히 발달

되겠지만 더욱 인간 중심의 기술 및 경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

된다.

∙전체/개체: 1850년대이래 꾸준히 경제는 세계경제 쪽으로, 과학

은 요소 과학에서 통합과학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될 거으로 예측되고 있다.

3) 디자인 가치의 예측

위 절에서 예측된 환경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 가치를 예측

한다. 우선 앞에서 분석된 교차 영향 분석 매트릭스를 통하여 디

자인 가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가치들을 규명해보고

이들의 정, 부 관계, 그 영향의 크기 등을 규명하여 이를 바탕으

로 디자인 가치를 예측한다. 디자인 가치는 개념, 기능, 조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하부 Keyword 별로 예측한다.

•개념

∙내용/형식: 내용/형식의 디자인 가치에 깊은 영향 관계에 있는

환경 가치는 이성/감성, 물질/정신, 변화/안정, 기술/인간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환경가치들은 모두 감성, 정신, 안정, 인간

적 측면이 중요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와 긍정적 영향

관계에 있는 내용/형식의 디자인 가치도 형식적 개념 즉 심미성,

현실, 내포, 인간, 정신, 유희적 요소가 강조되는 디자인 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소 (범위): 대소에는 그렇게 큰 영향관계에 있는 환경가치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성/감성, 물질/정신, 집중/분산, 성장/쇠

퇴, 전체/개체, 기술/인간 등의 환경가치가 각기 다소의 긍정적 영

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단기적, 안정, 종합,

미래, 단일 등의 개념 적 가치가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물질/정신: 물질/정신 차원의 디자인 가치는 물질/정신, 전체/개

체의 환경가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성/감성, 집중/분산,

성장/쇠퇴, 기술/인간의 환경가치와는 약간의 긍정적 관계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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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합/분리, 변화/안정과의 관계는 약간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 볼 때 정신적 개념의 디자인 가치

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계/전자: 이의 예측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환경가치와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술 및 경제의 디

지털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형

∙큰/작은: 큰/작은의 디자인 조형 가치는 전체/개체와 깊은 긍정

적 관계를, 그리고 집중/분사, 변화/안정 등의 환경가치와는 약간

의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성/감성,

종합/분리, 성장/쇠퇴, 기술/인간과는 약간의 부정적 관계를 가지

고 있어 이의 명확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분석 단계에

서 보여주고 있는 규칙 경향 곡선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꾸준히

작은 차원의 경향을 보이다가 80년대 이후 갑자기 큰 차원으로

돌아서는 바와 같이 일정한 방향이 없어 이의 뚜렷한 경향이 예

측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복잡/단순: 복잡/단순은 이성/감성의 환경가치와 큰 부정적 관

계를 가지고 있고 집중/분산, 변화/안정, 성장/쇠퇴, 전체/개체 등

의 환경가치와도 약간의 부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

으로 복잡한 디자인이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단순 자체의

규칙 경향 곡선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시점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복잡화 경향이 매우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뜻한/차가운: 따뜻한/차가운의 조형적 디자인 가치는 거의 모

든 환경가치와 매우 크게 부정적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곧

따뜻한 쪽의 조형적 가치의 경향이 우세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이

다. 또한 따뜻한/차가운의 규칙 경향 곡선에서도 일관되게 따뜻한

쪽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따뜻한 쪽의 조형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선/곡선: 직선/곡선의 디자인 조형가치는 많은 부분의 환경가

치와는 각기 약간의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환경가치,

즉 종합/분리, 집중/분산 등과와는 다소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종합/분리의 환경가치 자체가 뚜렷한 경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이의 영향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의 곡선적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직선/곡선의

디자인 가치 규칙 경향 곡선도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

아 약간의 곡선 경향만을 띄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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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대비: 조화/대비의 디자인 가치와는 긍정도 부정도 그렇게

영향을 가진 환경가치도 없을 뿐 더러 이 자체의 규칙 경향 곡선

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조화나 대비의 뚜렷한 경

향은 예측이 되고 있지 않다. 혼재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6.2.7 종합 및 검증

종합 및 검증 단계에서는 앞서 예측된 디자인 가치를 종합하고

이 예측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해보게 된다.

1) 종합
전 단계에서 예측된 디자인 가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발전될 통신기기의 디자인 가치는 개념 면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는 더욱 정신적이며 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될 것이지만 어떤 한 디자인 경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

으며 매우 단기적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종합적으

로 모든 것의 집중적 동일 개념이 우세하기보다는 개체적이고 다

양한 디자인 개념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능면에 있어서는 개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하드웨워중심 보다는 정신적인 개념의 비 시각적 소프트 요소가

매우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품의 기능도 직설적이라

기 보다는 은유적이며 의미적인 점이 강조됨으로써 제품의 조작

적인 측면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조형적 측면에서 60년대까지 조형의 주요 패러다임으

로 자리잡아왔던 단순성(simplicity)은 사라지며 더욱 복잡하고 다

양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아울러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이

미지의 조형경향을 띄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약간의 곡선적 측면

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형의 규모나 요소들간의 조화는

그리 뚜렷한 방향이 없고 계속 혼재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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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예측결과의 검증단계에서는 주로 연구자들이 예측한 결과를 제3

자의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받게 된다. 이 타당성 검

증에는 소수의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법(Delphi method)이 있고

다수가 참여하는 설문법이 주로 활용되는데 본 사례연구에서는

설문법을 활용한다.

본 사례연구를 위한 설문은 이의 조사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웹 사이트(Website:http://sorak.kaist.ac.kr/~kplee/

slade/future.html)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설문조

사를 위한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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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총 참여자는 120명이었으며 이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들에게 3장에서 규명된 디자인 가치 및 환경가치의 표준 형용

사 척도를 활용하여 각각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에 대한 설

문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나타난 미래 디자인 가치의 예측결과와

본 사례에서 연구된 예측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디자인 가치 사례 연구의 예측 설문 조사의 예측

개념성
내용/형식 형식측면 경향 대 형식측면 경향 대

대/소(범위) 뚜렷한 경향 무 뚜렷한 경향 무

기능성
물질/정신 정신측면 경향 대 정신측면 경향 소

기계/전자 전자측면 경향 대 전자측면 경향 대

조형성

큰/작은(규모) 뚜렷한 경향 무 작은 경향 소

단순/복잡 복잡한 경향 대 복잡 경향 대

따뜻한/차가운 따뜻한 경향 대 따뜻한 경향 대

직선/곡선 곡선 경향 소 곡선 경향 대

대비/조화 뚜렷한 경향 무 뚜렷한 경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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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두 가지의 차원 즉, 기능성의 물질

/정신 차원과 조형성의 큰/작은의 차원이 다소 차이를 보일 뿐 그

외의 디자인 가치는 모두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사례연구 결과의 예측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단순 설문조사에 의한 단순 집계 검증보다는 보다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는 일단의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쟁과정을

거친 델파이법 등을 활용하여 예측결과의 일치 정도의 검증 뿐아

니라 이에 대한 배경, 점진적 합의 과정에 이르면서 나타나는 다

양한 예측 시나리오 등의 보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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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미래디자인 가치예측 기법’ 관련 주

요내용이 각 단계별로 종합정리 되고, 활용방법 및 향후의 연구방

향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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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구종합

산업시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디자인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선진국은 디자인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부흥시켰다. 그들 디자인에서의 특징은 가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와 디자인의 제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함께 디자인문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미래에 적응력 있는 디자인의 창출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디자인

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효과적인 미래예측

을 위한 기술의 창출과 이의 활용은 미래의 경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첩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디자인의 미래가치예측

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래예측의 핵심인 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발전

시킨 사회변화이론과 미래학 이론을 바탕으로 가치의 의미와 변

화, 가치변화 제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이론에서 검증된 다

양한 가치변화의 구조, 변수와 특성들을 연구하고, 미래학연구를

통하여 미래예측의 개념과 원리의 기초를 연구하였다.

다음으로는 디자인과 가치예측을 중심으로하여, 우선 디자인이 환

경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그 개념적 특성들과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환경의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기술경제의 요인과, 문화의 가치, 행동규범, 용구의 요인

은 각각 디자인가치의 개념, 조형, 기능의 특성과 상호유기적으로

관계하며, 디자인가치변화의 주된 요소들임이 규명되었다, 또한 사

회가치변화와 같이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로 다양한 내용과 수준,

유형, 속도가 존재하는 것임 이론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문화 및 인류학예측 이론을 포함한 디자인의 예측기법

을 예측의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따라 분석구분하였고, 해외 미래

디자인 예측연구의 실제사례를 통해 미레디자인예측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사례연구에서는 산업혁명 전후후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디자인사례를 통하여 가치변화의 내용, 방

향, 속도, 원인등의 디자인가치변화의 제반 구조적 특성들을 사회

환경적 측면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 자동차, 가전 등의

시대별 디자인가치의 변화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종합적

으로 디자인가치변화의 특질을 시대별로 환경적 원인과 더불어 살

펴봄으로서 디자인과 환경변화와의 구체적인 규칙적인 가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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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례와 이론에서 도출된 환경 및

디자인의 변화관련 가치들을 형요사로 정리하였다.

미래디자인예측모델의 구조연구에서는 디자인의 가치변화의 특성

을 바탕으로 디자인예측의 전제조건을 규명하고 디자인예측의 모

델구조 가 정립되었다. 모델구조에서는 특히 디자인환경과 디자인

대상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한 디자인추세외삽법

과 인과유추법에 의한 디자인변화의 연속성, 규칙성, 상이성 파악

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디자인예측을 위한 방법론의 정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디

자인조건을 규명, 방법론을 선별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예측의 준

비단계, 자료의 수집과 조사, 문석 및 구조화, 아이디어 발상 및

예측을 포괄하는 활용단계, 종합 및 검증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 디자인의 조건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적합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고려사항을 달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모델의 방법론에 대한 모의실험에서는

2005년을 예상한 통신기기의 디자인가치의 내용을 개념을 중심으

로 예측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하여 웹을 통한 미래통신기긱 디

자인가치에 대한 설문이 사전에 이루어 지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예측모델의 프로세스에 따라 정의 단계에서 디자인예측전략과 각

단계별 기법적용이 논의 되었고, 조사 및수집, 분석, 아이더도출

및 종합이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본 연구팀에서 종합된 통신기기

의 미래가치는 설문에서 집계된 가치와 동일한 특질을 보여 신뢰

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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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활용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디자인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디자인대상

의 조건 즉, 대상의 영역, 가치의 수준, 예측의 시기, 예측의 단계

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며, 단계적인 조합으로

특징되어 있다. 또한 단지 현상적인 디자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의 깊은 수준의 디자인문제를 해결하고, 단기는 물론 장기

적 미래디자인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미래예측의 각 프로세스의

단계에는 디자이너가 각 단계에서 해야할 작업의 내용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어 적용의 편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디자인의 예측을 위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것은

디자인의 문제는 디자인의 여러 수주들은 물론 외부의 환경적 요

인들에 있어서 흔히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디자인의 미래

를 예측하기위한 조사 분석, 종합에서는 복합적인 기법들을 병행

함으로서 예측의 정확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

요한 것은 제기된 디자인대상의 성격과 미래예측과 관련된 내외적

관련 가치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

리고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자인의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은 외삽

과 유추에 의한 규칙적가치의 발견을 바탕으로하고 있어 실제 적

용에 있어 많은 역사적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원할한 적

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의 지속적인 축적이 이루어 져야 한

다.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에 이어 컴퓨터의 적용등 보다 간편한 툴

의 개발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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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가치변화 위탁연구 종합

A.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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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가전제품

서구사회의 일반 가정에 도구와 식기 외에 기계적 메커니즘을 단 가전용품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 

은 재봉틀（1850년 Issac Merit Singer）을 선두로 식기세척기（1864년）, 전기세탁기와 진공소제기（1869년） 

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이후 가정용 축음기의 도입（1898년）, 타자기와 소형 카메라（코닥 브라우니）（1900 

년）, 전화의 도입으로 가전부문은 일대 성장의 혁명기에 들어서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한다. 

1900년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 및 기계제품의 발명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1790년부터 1900년까지 미국에서 약 60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영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국 자체 내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이러한 폭발적 발명이 이루 

어진 이유 가운데는 미국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부족하여, 유럽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하지 않 

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가사 노동력까지 부족하여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구의 발명이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신소재로 베이클라이트（1907년）와 두랄루민（1908년）의 개발은 가전제품의 하우징（housing） 방 

식에 혁신을 가져왔고 이러한 신소재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디자이너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찾아 

나가게 되었다 1）.

특히 현대 가전부문에 있어 48년에는 트랜지스터가 발명은 파급효과가 크다. 이것은 다른 복잡하고도 

큰 부품을 작게 줄이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1955년에는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가 소니 사에서 개발되었으며 50년대 말에는 하이파이, 컴퓨터 등이 모두 트랜지스터화 되었고 전기 

오븐, 세탁기, 커피분쇄기, 믹서기, 냉동기 등에도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었다. 또, 1957년에는 미국에서 

마이크로 칩이 최초로 생산되었다. 이것은 훗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련의 기계류들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대부분 가전제품의 외형 이미지를 무채색의 상자형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로서 더이상 형태가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반기능주의적 의미가 자리잡는다.

• 제품명 : 토기（독）

• 출시시기 : 석기시대 종반

삼국 시대의 큰 항아리에서도 김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제품명 : 철재 다리미（二아이런, ）

이 시대에, 석탄은 신기술의 기반이었으므로 당시 한 경제학자는 석탄이 시대를 지배한다.' 라고 지적 

했다.

• 제품명 : 물레（spinning wheel）

1 당시까지 라디오, 축음기, 전화기 둥은 나무널판으로 짜서 조립하고 칠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목공 장인들도 할 수 있는 분야였다. 이와 같은 케비넷 메이킹에 있어 장인（artisan, craftsman）과 디자이너는 구별되기 

힙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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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시기 : 중세

1760년대에 잉글랜드에서 제니 방적기가 발명되기까지 물레는 필수적인 장비로 사용되었다. 제니 방적 

기는 8개 이상의 방추에서 동시에 실을 방적함으로써 방적 과정의 속도를 크게 향상 시켰다. 제니 방 

적기가 등장하면서 그 직기에 제공할 실이 부족해지자 실의 대량 생산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기계 방 

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물레를 대신하는 동력，기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 등장 

해 산업 혁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 제품명 : Model 0 Vacuum 시eaner

• 출시시기 : 1908

이 모델은 단순한 주철제 부품들과 철제 몸통 당시 국제적으로 대 유행했던 아르누보식 장식법을 채용 

한 기본적인 조립기법을 사용하였다. 초기의 기계들이 필수적인 얼개와 모터만을 갖추었는데 비하여 

청결과 안전 둥의 이유로 인하여 주철로 주조된 덮개 표면의 장식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진공 청소기 

를 여성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성들은 표면에 장식이 된 제품에 더욱 민감한 반응 

을 보인다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제품명 : AEG Electric Pan

• 출시시기 : 1909

그러나 제품의 판매 면에서는 유행과 취향에 맞는 미적 이미지를 고려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AEG의 건물, 사무실 등은 건축가에게 카탈로그, 포스터, 광고 둥은 베렌스에게 의뢰하였다.

• 제품명 : Selecta portable

• 출시시기 : 1920s

1920년대는 「재즈의 시대」라고 불린다. 재즈와 바람난 여자, 왈가닥 여성, 밀매되는 진과 벼락 경기 

속에서 손쉽게 번 돈을 '맘껏 써 보자는' 마음이 어울린 들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 

다. 축음기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자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축음기 형태의 표준이 널리 보급되기 시 

작했다.

• 제품명 : Volksempfanger VE 301

• 출시시기 : 1928

유럽 전체가, 근로 대중에게 경제적인 자동차를 제공하려고 몰두하는 것도 이 시기인데 독일에서는 

1937년 유명한 코씨넬레가 생산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 500이 등장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시트 

로앵에서 미래의 2CV가 계획된다.

• 제품명 : Leica 1A

• 출시시기 : 1929

1900년대에 들어 다양한 가전제품 발명되어 노동력을 절약함으로써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 여가 시간 

의 증가는 카메라, 라디오, 축음기 같은 신상품의 개발이 촉발시켰다.

Leica 1A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35mm 카메라이다.

카메라의 기본 원칙면에서는 라이카가 20세기 카메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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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Gestetner Mod이 66 Office Duplicstor

• 출시시기 : 1929

미국이 1920년대 최초의 고도 대중 소비 시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형태의 유행, 양식 

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제품의 형태와 양식을 창조하는 전문직업으로서의 산업디자이너가 등장하여 1920년대 말 경 

제 불황기의 상품 판매와 경제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 제품명 : Simens Telephone

• 출시시기 : 1930

베렌스(P. Behrens)는 강력하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조각된 형태를 하나의 통합된 유니트라고 여겨 

지는 수화기와 기계 케이스 모두를 위해 만들었다. 이 전화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것 - 

1929년의 Siemens에 의해 Neophone0] 나타났다. -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기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부 기계 구조의 정렬의 문제에서는 최초의 합리적인 디자인이었 

다.

• 제품명 : Pye radio

• 출시시기 : 1930년대

1930년대 대표적인 현대기계의 이미지는 라디오이다.

스피커의 격자는 디자이너에게 시각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Pye는 유명한 아르데코 

의 모티브인 해돋이 장면을 이용했다. 이 트레이드마크는 또한 장식이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되었 

다.

• 제품명 : Toster

• 출시시기 : 1949

1930년대의 미국은 유선형-스트립 라인(Streamline)-의 시대라고 불렀다.

유선형의 유연하고 매끈한 선들은 새로운 금속판 작업 기술이나 혹은 낮은 온도에서 녹는 합금(예를 

들어, 알루미늄 합금)의 '조개 형태' 주조, 그리고 특히 베이클라이트 같은 합성재료들이 개발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 제품명 : HMV HD1

• 출시시기 : 1946

플라스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점 더 중요한 재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재료의 사용도 

바뀌게 되었다. 그전에는 플라스틱은 나무나 상아를 대체하는 재료로만 생각했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각각의 플라스틱 특성에 맞게 골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던 가정용 전기 기구들은 조금씩 유럽 각국으로부터 생산 

되는 제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럽의 이러한 생산 초기에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호응을 얻 

는 유선형이 여전히 지배함을 알 수 있다.

• 제품명 : Lexikon 80 타자기

• 출시시기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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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첼로 니졸리는 모더니즘의 기하학적 엄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능적인 형태들을 선택한 것이다. 

새로운 생산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유선형의 제품도 아르 데코처럼 가격이 낮았고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유선형이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강철 압착 방식과 다이 캐스팅이 생 

산에 도입되었다. 또한 재료원가와 수공인력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장려되었다. 또한 대중들이 표면에 연결 부위가 없어서 손쉽게 닦을 수 있는 “선이 부드러운 윤곽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제품명 : EricoFon telephone

• 출시시기 : 1954

전쟁의 시련을 거의 겪지 않은 스웨덴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 

게 되었다. 1930년 스톡홀름 엑스포 때부터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과격하고 진보적인 기능주의 

디자인과는 대조적으로 스칸디나비아는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허식 없는 간결함과 실용적이고도 개성 

적이며 우아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때 이후 스웨덴 디자인은 '스웨디쉬 모던 

' 이라는 찬사를 세계로부터 받게 되었다. 스웨덴의 디자인 협회가 강조해온 디자인의 두 가지 특성은 

대량생산을 위한 단순한 생활 양식과 형태이다. 스웨덴 사회의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기호 

를 만드는 사람들과 이것을 사는 일반대중사이의 기호 충돌이 최소화된 것도 스웨덴의 특성이다.

• 제품명 : Sony Radio TR-55

• 출시시기 : 1955

그 전 보통 일반 가정의 거실에 비치되었었던 라디오는 가구의 한 개념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라디오가 초기의 가구형 모델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가 개발됨으로써 라디오가 가구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 제품명 : Sony Radio

• 출시시기 : 1957

이 소형 포켓라디오는 일종의 소수의 집단을 형성했는데 사치스럽고도 화려한 젊은이들의 문화를 일부 

보여주는 것이었다.

• 제품명 : Bermuda Dansette

• 출시시기 : 1950년대

이 모델은 컬러 풀하면서도 현대적인 외관으로 미국의 소비지향적인 젊은층을 겨냥한 제품이었다. 미 

국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후의 10년 동안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보다 좋은 세월이 될 것으로 보였다•전 

쟁이 끝나고 몇년이 지나자 10대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중음악이 주된 산업으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1956년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저음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꼭 끼는 진바지를 입 

고 새로운 박자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젊은이들을 온통 열광으로 몰아넣었다.

• 제품명 : Finel coffee pot

• 출시시기 : 1957

1950년 내내 스칸디나비아 형태들은 일상 용품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형태들은 어느 나라에서 

유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 양식을 갖게 되지만 그것들 모두는 수공업, 혹은 소규모 산업에서 

파생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공통점에는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의 충실한 실천작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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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그룹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이다. 50년대가 되어서야 핀란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다른 스칸디나비아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준 충격은 상당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최상층을 겨냥한 배타적인 고급 상품 

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양식을 발전시켰다. 핀란드의 전후 계획은 홍보와 마케 

팅 활동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핀란드의 디자인는 세계시장에서 독 

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제품명 : Television

• 출시시기 : 1959

하나가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텔레비젼이다 “텔레비젼이라는 것은 무겁고 옮길 수 없는 것이라고 인 

식을 바꾸었다.

• 제품명 : 발렌타인 타자기

• 출시시기 : 1969

모더니즘의 딱딱하고 기능적인 면에 얽매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의 유희를 추구하는 놀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들의 제품은 "Radical” 이나 “Anti-Design” 라고도 일컬어진다. 솟사스는 주로 밝 

은색의 orange-red와 yellow를 사용했으며 이 Valentine 타자기가 그러한 전형적인 예이다. 소비사회 

이후, 60년대가 끝나면서 나타나난 것은 사치의 사회였다.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하여 빌딩에 설치된 네 

온 광고나 선전 간판들에서 되도록 강렬한 톤의 색들로 한정시키는 성향은 '팝 아트'와 같은 맥락이다.

• 제품명 : 베오그램 4000 턴테이블

• 출시시기 : 1972

Bang & Olufson사의 제품들은 날씬한 디자인의 박스형 전자제품의 가장 좋은 예로 꼽히며 서독의 브 

라운 사가 1950년대에 시작한 일들을 60년대 말과 70년대에 완성하였다. 두 회사 모두 그들의 제품을 

통하여 기업 아이덴티티를 창출했다. 절제되고 엄격한 '데니쉬 룩(Danish look) '은 일본인들의 디자인 

과는 달랐다. 이에 반하여 1970년대에 몇몇 일본 생산자들은 공격적이고 군대식 스타일의 엔지니어링 

외관으로 그들의 제품을 스타일링했는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 제품명 : Olivetti Divisumma 18(소형계산기)

• 출시시기 : 1973

1987년 뉴욕의 M0MA에서 열린 벨리니(Mario Bellini)의 전시회 카탈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먼지로부터 기계를 보호하는 껍데기는 인간형상을 암시한다. 부드러운 고무로 싸인 인공의 버튼들은 

젖꼭지와 같다. 여기서 강조점은 계산과 힘이 아니라 쾌감을 자극하는 데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계산 

기의 첫번째 임무는 작동자가 쉽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잘 디자인되었다 

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느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품명 : Walkman personal cassette player

• 출시시기 : 1979

제품은 젊은층을 겨냥한 디자인으로 메탈 느낌의 'blue jean* 으로 색상을 정하였고 헤드폰 잭에 

guys1 와 'dolls' 라고 이름을 붙였다. 1978년의 워크맨의 등장은 일본 디자인의 또다른 분수령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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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제품명 : PVC bag 라디오 （ Daniel Weil 디자인）

• 출시시기 : 1981

현재 런던의 왕립 미술학교의 교수로 있는 Dani이 Weil（아르헨티나』953-）은 라디오와 시계를 플라스틱 

백에 넣기 시작했다. 그는 딱딱하고 불투명한 케이스를 없애고 부품들을 갖고 일종의 전자보석을 만들 

었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투명한 （그러나 방진, 방수되는）백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는 추가적 

인 기능요소로서, 그리고 장식적이면서 교훈적인 장치로서 투명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아이디 

어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배관들도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어디서 무엇이 막혔는지 

볼 수 있으며 또한 쓰레기와 폐수가 집을 통과해 밖으로 흘러가는 무질서한 모습이 하나의 장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라디오에서 그는 고체의 case에 내부 부속품을 숨기는 대신 PVC bag 에 넣어 

겉으로 보이도록 했으며 독특한 색깔과 장식적 요소가 돋보인다. 그러나 투명한 플라스틱이 디자인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것은 광범위한 식품과 상품 포장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 제품명 : ET Personal 55 electronic typewriter

• 출시시기 : 1985-86년

1960년대 사무용품들의 스타일은 눈에 띄게 유기적이었다. 그러나 올리베티에서 니졸리（M. Nizzoli）의 

뒤를 이은 소트사스（E. Sottsass）와 벨리니 같은 디자이너들은 더 이상 '유기적 '인 디자인을 하지 않 

았고 대신 건축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기계는 독립된 조각으로 나뉘었다. 질감있는 플라 

스틱과 색상의 사용과 함께 이것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의 스타일 상의 변화를 대변한다.

• 제품명 : Double Plus calculator

• 출시시기 : 1986

이 모델은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제품의 디자인에 두가지 면-제품의 기술적인 것들을 박스안에 넣는 

디자인과 인간공학적이면서 아름다운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것-에 영향을 끼쳤다. 사용자가 오른손 

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에 따라 다른 모델을 디자인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의 소비자들의 공통된 욕구 

를 반영한 디자인 보다 좀더 개인적인 욕구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높이살 만하다.

• 제품명 : Tea Kettle

• 출시시기 : 1984〜85년

알레시 사장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잡동사니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유명한 디자이너 

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실용성 위주의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와 참신한 이미지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승부를 걸었다. 1960년대 동안 록 앤 록, 팝아트, 블랙 유머와 같은 이른바 불합리 극장이 

라고 불리는 비판적인 협동단체들이 많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정치, 교육, 종교,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같은 것이었다. 물건을 선택할 때 이전에는 기능성, 합리성, 경제성과 같은 이 

성적인 판단이 주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80년대가 되며 부드러움, 즐거움, 밝음과 같이 감성적인 기준 

도 만족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감성적 기준이라는 것은 기능성, 기호성의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대 젊은 사람들의 소비경향은 상품에 대한 감성적인 레벨의 

대응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제품명 :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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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시기 : 1980~90년대

혼히 Swatch라고 알려져있는 Swiss Watch Company는 값싼 제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해왔다. 전통적으 

로 자부심을 지닌 스위스 회사들은 저가시장에 대한 대웅책으로 고가의 보수적 스타일의 고급시계를 

생산하였지만, 스와치사는 반대로 근시적으로, 변화가능한 패션너블한 아이템과 디자인에 시각을 맞추 

었다. 이제 시계는 더이상 값비싼 귀중품이 아닌 개인에 있어서의 패션 악세사리로서의 의미로 접근하 

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조형적이고 상징적이며 유희적인 가치들이 사용가치들보다 더 우세하게 되었다.

• 제품명 : 베오 시스템 2500

• 출시시기 : 1986년

뱅 앤 울루프슨의 베오 시스템 2500은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유리문이 열려 작동부위가 드러 

나며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슬림형 디자인의 오디오이다. 스피커에 부착된 패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체와 패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사용함으로써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 제품명 : Palmtop computer

• 출시시기 : 1990년

Palmtop computer는 키보드 대신에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 노트북 크기의 컴퓨터이다. fuzzy 

logic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만들어진 palmtop computer는 키보 

드의 입력보다는 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복잡한 문자입력 시스템（간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 

을 위해 만들어졌다. Palmtop computer는 키보드 대신에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 노트북 크기의 컴 

퓨터이다. fuzzy logic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만들어진 palmtop 

computer는 키보드의 입력보다는 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복잡한 문자입력 시스템（간지）을 가지 

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품의 가제트화는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자동차난 전 

철을 타고 이동하는 생활에 이르기까지 잘려진 시간을 틈틈히 이용하는 생활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이다.

• 제품명 : Video headset Virtual Vision*

• 출시시기 : 1995년

• 제품명 : Camera Prima Superll5

• 출시시기 : 1995년

현대의 산업제품은 콤팩트화, 소형화의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이동과 관계가 있는 현상이며, 현

버츄얼 비젼 역시 인간과 제품간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었고, 인간의 행 

위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제품과 인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모색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제품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은 곧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연구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극히 현대적인 문제 속에, 정신과 물체의 관계라는 옛날부터 이어 

져 오면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제품명 : Thermal

• 출시시기 : 1992

디자인으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1년에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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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방랑자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소형화된 텔레비젼은 가구로 존재했던 텔레비전을 도구 혹은 휴 

대품（가제트）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 때문에 이를테면 야구장에서 시합을 보면서 동시에, 그 시합을 텔 

레비전으로도 보는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

• 제품명 : H.323 웹 비디오 폰

• 출시시기 : 1997.12

인터넷폰과 같은 기능복합형 제품은 사용자 평가가 제품의 경쟁력순위 우위를 차지할 것임을 알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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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 발명에서 1930년대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친숙힌 주위환경으로부터 또는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었다. 이러한 욕망이 자동차의 이상적인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자기개발을 위한 일종의 도구가 되었고, 여러가지의 조작요소, 핸들, 

브레이크와 에너지공급장치등은 서로 결합되어 결국 자동차는 인간과 기계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꿈의 하나로서 '자동차'만들기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다. 자동차에 대한 

것은 기원전 150년 알렉산더시대부터 이미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고, 

1480년경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코디체 아틀란티코(Codice Atlantic。)라는 책에 그려놓은 

태엽자동차의 상상도를 보고 예전부터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꿈은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에 증기를 수송기관의 동력으로 응용해보려는 실험들이 이루어졌는데, 1643년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 처음으로 지구의 대기압을 발견한 뒤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앙 하이겐스(Christian Huygens)는 1680년 이 원리를 이용해 실린더 속에서 

화약을 폭발시킴으로써 진공을 만들어 그 힘을 동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내연기관의 최초 실험이 

이루어졌다. 1672년 벨기에 선교사 페르디난트 버비스터가 고안한 세바퀴 차는 보일러에서 얻은 

증기를 노즐로 뿜어내어 터빈의 날개를 돌려 저절로 굴러가게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썼다. 터빈 날개는 

몇개의 톱니바퀴를 거쳐 두바퀴를 돌게한다. 보일러의 크기, 허술한 메커니즘둥으로 이 증기차는 조금 

굴러가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프랑스의 물리학자 데니 파팽(Denis Papin)에 의해 이 내연기관의 

실험은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증기(steam)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기엔진은 다시 개량을 

거듭하여 프랑스의 기술자인 니콜라 조세프 퀴뇨(Nicolas Joseph Cugnor)에 의해 1769년 최초 자동차 

동력으로 사용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퀴뇨의 자동차는 네사람을 태우고 시속 3.5km를 달리는데 

성공하였고, 최고속력은 시속 9.5km까지 낼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였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조작이 

어려워 실용화될 수 없었다.

한편, 영국의 뉴캄(Newcome), 코울리 (Cawley)에 의해 개선된 증기엔진을 베이튼 (Beighton)0]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엔진을 유럽전역에 보급하게 되었다. 또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개량된 증기엔진은 수송용 차량에 응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던 증기기관 자동차의 개발이 1820년대 부터 실용화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고압보일러와 왕복기등의 발달에 힘입어 증기기관도 점차 소형화하였다. 1821년 영국의 

그리피스는 2단 변속기와 리프 스프링을 쓴 서스팬션을 갖춘 12인승 버스형 증기자동차를 개발하였다. 

이어 1824년 헨리 제임스 는 네바퀴 굴림방식의 최고시속 15km의 12인승 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 

1825년 고즈워디 거니경은 이렇게 개발된 버스를 171km의 정기적인 노선에 상업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월터헨콕은 2대의 증기차를 고안했는데, 1827년에 앞바퀴가 하나인 3인숭 3륜차와 2년뒤 개발된 

버스형태의 6인승 증기차였다. 또, 윌리엄 처치는 고급형의 6인숭 코치를 개발했는데 1830년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옴니버스로 이용되었다.

1807년 개스와 공기혼합물을 동력의 원료로 사용하여 특허를 얻어낸뒤 자동차를 추진시킬 엔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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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1830년까지는 그래도 증기기관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혼합개스를 사용하는 엔진시대가 지속되었다.

1841년 이태리의 루이지 데 크리스토포리스(Luigi De Cristoforis)가 나프타(naphtha)를 사용하여 

작은엔진을 개발하게 되고 유니지오 바르산티 (Euginio Barsanti)와 펠리체 마테우치 (Felice 

Mattaicci)에 의해서 완벽한 3기통 엔진으로 만들어지므로써 액체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863년 프랑스인 에띠엥 르느와르(Etiene Lenoir)가 석탄개스를 이용하여 2기통의 1.5마력, lOOrpm짜리 

엔진으로 내연기관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엇으나 움직이지는 않았다. 1895년 벤츠 다임러(Benz 

Daimler)에 이어 1867년, 독일 개스모터제조회사를 설립한 니콜라우스 오또(Nicolaus Otto)와 오이겐 

랑겐(Eugen Langen)은 르느와르의 엔진보다 월등한 엔진을 만들었고 후에 기술자 고트리프 

다임러(Gottlieb Daimler)와 디자이너인 빌헤름 메이바크Wilhelm Maybach)를 영입하여 1875년 

성능좋은 2천여개의 엔진을 판매할 수 있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오또의 엔진을 사용하여 

오스트리아의 지그프리드 마르쿠스(Siegfrid Marcus)는 최초의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개발하였는데 빈에서 크로스텔로이베르크까지 25km의 거리를 시속 6km로 왕복하였다. 1878년 

볼레(Bollee)가 제작한 라 망쎌(La Mancelle)이라는 이름의 25톤급의 증기자동차는 시속 35km를 

내게됨으로써 증기자동차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제조기술, 설계감각에서 오늘날 자동차의 

급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기 시작한 자동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 볼레는 또다시 라 라피드(La Rapid)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속 60km로 달렸다. 

또 레옹세르폴레(Leon SerpoU㈤는 1887년부터 1907년까지, 특허를 얻어낸 아주 작은 소형의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경쾌한 모습의 차를 많이 만들어 내기도 했다. 1862년부터 내연기관의 개발이 

매우 빈번한 가운데 알퐁스 보 드 로샤스(Alphonse Beau de Rochas)는 4기통의 엔진올 개발했는데 

오또는 그것을 다시 1876년에 상품화에 성공시켰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엔진을 장착해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이야 말로 마차(馬車어］ 오래 시달려 

왔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멋있는 것으로 환영받았고, 특히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흥분을 가져 다 주었다. 이러한 유럽사람들에게서 자동차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부분이거나 정성어린 상품이어야 하며 예술품이어야 했다. 유럽이 자동차의 탄생에 공헌을 했다고 

하면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은 자동차 생산을 공업화, 즉 양산(量産^제를 확립하는데 큰공을 세우게 

되었다. 자동차개발과 자동차시장에 한 발 늦게 나선 미국은 유럽과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하나의 규격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양산을 하려고 했다면 

유럽에서는 자동차 하나하나가 균일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개성이 있어야 하고, 소유자의 

기품과 취향이 차의 성능보다도 외관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죠지 브레이튼(Grorge Brayton)은 차에 내연기관을 싣고 처음으로 실험을 하게되었고, 

1876년 필라델피아 100주년 기념박람회에서 독일에서 엔진개발로 유명해진 오또를 만나 브레이튼의 

엔진은 더욱 개량되었다.

이렇게 개량된 엔진은 1877년 미국의 죠지 볼드윈 셀든(George Boldwin Selden)은 최초의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 땅에서 말없는，마차시대를 열리게 하였다. 1886년 독일의 칼 벤츠(Karl 

Benz)가 벤츠사를 설립하고 세바퀴 자동차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휘발유를 사용한 이 차의 엔진에는 

전기점화 장치가 개발되어졌고 완벽한 성능에 사상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다임러 역시 보다 더 개량된 휘발유 엔진을 가진 네바퀴 자동차를 선보이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래의 자동차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이미 1886년 이전에 만들어 

졌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샤를루 랑바가 만든 장땅(Jeantand)라는 전기차로 최고 &)km 속도를 냈고, 

당시로서는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발전 개선된 증기차 조차도 내기 힘든 속도였다. 이런 전기차들은 

오히려 휘발유차를 앞서는 성능과 편의성으로 큰 호응속에 한동안 최고성능을 자랑하기도 했다. 

여러종류의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며 1895년 프랑스에서는 350여대, 독일에서는 75대의 자동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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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 상징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1894년 점차 유럽에서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후앙사이의 126km 에서 

세계처음으로 자동차 경주대회와 파리오토살롱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그해 찰스 밀 프랭크 

두리어(Dwyea)형제가 처음으로 자동차다운 자동차를 만들어 본격적인 미국의 자동차 탄생에 공헌하게 

되었다. 그들은 1895년 시카고와 이반스톤사이의 80km거리에서 열린 미국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성는좋은 독일릐 벤츠를 비롯한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들을 이기고 우승하여 미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판매에도 큰효과를 보았다. 두리어는 1906년에 4기통엔진에 공기냉각장치를 개발하여 차세대 

자동차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1899년 프랑스에서는 드 디옹, 푸조, 그리고 르노가 설립되고 1900년에는 25종류나 되는 

자동차전문잡지들이 발간되고 있었다. 또 최초의 자동차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자동차클럽이 

탄생하여 자동차생산과 개발경쟁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무렵 수작업의 자동차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체계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드라이에 사는 1895년 부터 

1899년까지 6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했다. 초기 디자인에서는 다임러와 벤츠의 차들을 그대로 

모방하였지만 후에는 개성을 찾게 되었다.

주로 자전거와 전기모터, 로터리 엔진을 연구하던 알렉상드르 다라크는 레옹볼레와 손을 잡고 

1900년까지 1천200대의 차를 생산해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나 후에는 소형차생산에 주력해온 르노사에 

합병되었다.

1896년 이후 치열한 자동차 생산경쟁에서 모(Mors)라는 회사는 서로 마주 앉게 좌석을 배치한 4기통 

6마력의 자동차에 수냉과 공냉식의 겸용 냉각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로 호응을 얻어 2기통부터 6기통의 

8500cc배기량을 가진 초호화판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이 회사 마크를 단 자동차는 제1차대전후에도 

중소기업수준의 회사로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후에 이회사도 시트로엥사에 합병되었다. 

자동차 전국시대 나름대로 특성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보수적인 

나라답게 정부 및 많은 일반대중들의 반감 때문에 다른 제조업에 비해 자동차공업은 취약한 상태였다. 

1861년 영국의회는 영향력이 강한 철도노동자와 마차 생산업자들의 압력에 따라 이른바 적기조례(The 

Red Flag Act)를 통과시켜 자동차산업은 질식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된다. 이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장애물이 없는 지방대로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시내에서는 3km이내의 시속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가야 했었다. 지방에서 도시근교로 접근해 올때는 자동차에 앞서, 

사람하나가 붉은기(旗)를 흔들며 자동차의 접근을 알리면서 차를 뒤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법은 

1896년 현실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폐지 되었지만 자동차회사들이 설립되기에 또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금속공업조합과의 싸움, 그리고 1893년 영국에 설립된 독일의 다임러 

자동차공장을 1898년 인수한 헨리 로슨Henry J. Lawson)이 영국에서 자동차 독립생산업체로서 

행세하려는 행패를 부렸다. 로슴은 갖은 방법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새로운 발명특허를 발급정지 

시키고, 또 다른 제조업설립을 막는 등 한때 영국 산업계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유지하였으나 1901년 

영국법원이 로슨의 야망을 꺽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숨통이 트인 영국의 자전거업자들은 앞을 

다투어 자동차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주로 코벤트리(Coventry)지방 근처인 

중서부일대에 밀집하게되어 영국의 자동차 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1895년 월슬리(Wolseley)회사가 세워져 4년뒤 4륜자동차가 생산되더니 이후 라일리(Riley)사가 드 

디옹형의 자동차를, 1901년 선빔(Sunbeam)사, 1904년 로버(Rover) , 1905년 싱거(Singer)사, 1906년 

오스틴(Austin)사 및 로이스(Royce), 또 1907년에 힐먼 (Hilman)등의 자동차 회사가 연이어 

탄생되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 회사는 오늘날의 자동차 업계에서 거성이 되었고, 1913년 영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13개사로 늘어나 그 총생산대수는 연간 1천대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다임러와 벤츠가 자동차 업계의 원로다운 권위와 기술을 유지해 왔다. 1900년 다임러사는 

셰계최초으로 4륜구동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 35마력의 놀라운 성능의 메르세데츠(Mercedes)를 

내놓아 자동차 역사에 또하나의 신기원을 만들게 되었다. 이 자동차가 지닌 중량과 출력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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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kg/마력은 오랫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고, 가벼운 합금으로 만든 엔진블럭, 벌집 모양의 

라디에이터의 냉각방식의 설계며, 낮은 무게중심을 가진 섀시, 고성능 점화장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변속기 둥 당시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했었다. 벤츠제품은 주로 

독일 내수보다 도리어 자동차의 붐을 이루던 프랑스에서 더 많이 팔렸다. 1898년 오펠(Opel)은 

처음으로 다임러의 그늘 아래서도 첫자동차를 선보이게 되었고 드 디옹엔진과 자체로 개발된 만능 

트랜스미션으로 1899년 자전거 제조업자이던 아들러(Adler)도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태리는 1906년에 이르러 자동차제조업체수가 50여개가 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체이라노 (Ceirano) 

3형제가 두각을 나타냈다. 마테오(Matteo)와 죠반니(Giovanni) 두형제는 웰레이즈(Welleyes)란 

이름으로 1886년 자전거를 만들다가 같은 이름으로 1889년 아리스티테 파치올리 (Aristide Facciolo)가 

설계한 3.5마력의 자동차를 내놓았다. 1899년 토리노에서 설립된 피아트(FIAT)사가 후에 이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피아트는 가장 많은 자본금으로 이태리의 자동차 생산업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형제인 바티스타(Battista)는 STAR(Societa Torinese Automobili 

Rabid)를 설립하여 1912년 문을 닫을 때까지 600대를 생산했다. 1904녀 마테오는 SA 

이탈라(Itala)회사와 공동출자가 되어 1907년 세계최초의 가장 장거리인 파리 북경 대륙간 자동차 

경기에서 그가 만든 차가 우승하기도 했다.

이후 1910년까지 창업한 회사들 중에서 아직도 이름을 남기고 있는 회사들은 이소타 프라스키니(Isotta 

Franschini)가 1904년에, 란치아(Lancia)가 1906년에, 알파로메오AlfaRomeo)는 1909년에 만들어졌다. 

이태리에서 첫번째로 만들어진 네바퀴 자동차는 1899년 에도르도 비앙키(Edoarrdo BianchD가 

만들었는데, 이차는 사실상 저】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피아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차종 

이었다.

1877년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든 셀든은 당시 유럽에 건너가 그 당시 미국보다 앞섰던 자동차 

제조기술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돌아와 자동차라는 것이 단 하나의 특허만으로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이용하며, 미국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자는 ALAM(Association of Licensed 

Automobile Manufacturers 자동차제조자협회)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모든 

자동차를 국내에서 팔거나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가격의 125%를 특허 사용료로 셀든에게 지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셀든의 횡포를 헨리포드(Henry Ford)는 부당하다고 맞서 8년에 걸친 소송끝에 

이김으로써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었다. 그는 자동차가 결코 부유층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싼 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03년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첫작품으로 '포드 A형'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제작방식을 

도입했다. 포드는 그때까지 다른 회사가 쓰고 있던 주문생산방식 대신 양산화된 균일제품을 고객이 

사가는 형식만이 싼값의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행에 옮겼다. 1900년대 들어서자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재력이 국민들에게 

있었고, 보다 더 좋은 차를 내놓겠다는 유럽의 자동차 기술자들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대량생산하여 

값싸게 미국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1902년 디트로이트에 자리잡은 

올즈(Olds)자동차회사는 그해에 1기통 7마력 엔진을 실은 올즈모빌 커브드대시((이dsmobile Curved 

Dash)라는 차를 2천 500대나 양산하여 650달러의 싼값으로 시장에 내놓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다음해인 1904년엔 4천대, 1905년엔 6천500대나 생산되었고, 공장에서 하루에 35대나 만들어져 

출고되는 놀라운 양산체제를 과시했다.

그 뒤 1908년 포드 T형'을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가격에 혁신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 4기통 

2892cc 20마력의 T형은 획기적인 장치들로 인해 운전하기가 매우 쉬워지고 속도도 빠른 명차가 

되었다. 1909년, 포드 T형 1만2천292대가 한대당 950달러에 판매되 미국 역사상 4기통 차로서는 

처음으로 1천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1911년엔 4만 402대가 팔렸고, 가격은 대당 690달러, 다시 

1913년엔 18만2천809대가 550달러씩에 팔렸다. 1910년대에 미국에서 올라가는 물가에서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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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는 것은 포드가 만든 자동차의 가격 뿐이었다. 1914년 다른 자동차회사에서는 12시간이나 걸려 

만들던 차를 자동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동차 한대의 조립에 걸리는 시간을 불과 90분으로 

단축해 대량생산의 기틀을 만들었다. 다음해인 1915년 포드는 대당 440달러가격으로 35만 5천대를 

생산해 냈다. 몇해 뒤인 1923년에는 '리지(Lizzie)라는 귀여운 별명까지 얻으며 290달러란 놀라운 

가격의 자동차를 200만대나 생산하게 되었다. 획기적인 대량생산 방법은 계속 자동차를 보다 싼값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포드사의 자동차는 1913년엔 전 미국 자동차의 약 38%를 차지했는데, 군소메이커가 

60개를 넘었던 당시의 상황에선 대단한 업적이었고, 1921년에 이르러서는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헨리포드는 자동차 생산의'합리화에 성공하여 미국의 자동차 보급엔 역사적인 공헌을 하였으나 가격을 

내리는데만 신경을 쓰고 차종 다양화를 시도하지 않아 판매경쟁에서1930년 결국 GM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1924년 크라이슬러 (Chrysler)가 창업하게되므로써 오늘날까지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3등분하는 

빅쓰리(Big three)가 형성되었다.

1909년 미국엔 60개가 넘는 자동차 메이커가 생기고, 각사들은 나름대로 개성있고 특징있는 차를 

만들어 멋과 고도의 기술을 자랑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유럽보다는 시기적으로 몇년 늦게 

출발했지만 미국대륙의 요건, 미국민 특유의 합리성, 헨리포드의 집념으로 대중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미국대륙에 유럽전체보다 뛰어난 자동차왕국을 이룩되어 유럽이 제1차세계대전 때문에 일시적인 

좌절을 당했을 때도 미국은 더욱 자동차산업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최고의 생산국으로 자리잡게된 

것이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전쟁 중 수송용 군용자동차를 주로 만들었고 비행기의 엔진 주문에도 응하며 

자동차가 갖는 시대적 요청에 따르며 점차 힘을 키워나갔다. 전쟁이 끝나자 자동차는 주철로 만들던 

부분품들이 가볍고 강한 합금으로 많이 대체되었고, 비행기 엔진에만 쓰이던 캠 축(軸) 밸브(camshaft 

valve)방식을 채택하고 앞뒤바퀴의 브레이크, 크랭크샤프트둥의 동력장치를 쓰게되었다. 1919년에 

열린 파리오토살롱을 통해서 유럽에서도 자동차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제1차대전직후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의 선두자리에 나섰다. 처음에는 많은 부유충을 위한 멋쟁이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곧 미국 포드사를 본보기로 보통사람들을 고객으로하여 가격을 내리기 

위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시트로엥사가 대량생산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모델 A'를 

선보였는데 1327cc엔진으로 18마력의 힘을 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대를 생산하던 것이 1926년엔 

500대나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다. 르노와 푸조가 이뒤를 따라 대량생산의 체계를 갖추었고, 유럽 

다른나라의 자동차메이커들에 충격을 주었다. 1920년대 프랑스의 자동차생산은 시트로엥, 르노, 푸조가 

전체의 50%를 나누어 가지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1911년 미국의 포드는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작은 공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1914년까지 모델T형을 

1만대나 생산하였다. 영국에서는 전쟁을 치른 후 경제적 어려움속에 자동차생산시설의 투자가 

힘들었고, 노사분규 속에서 자동차 생산이 미약한 틈을 타고 1925년 포드는 25만대의 자동차를 

영국에서 만들어 팔았다. 1919년 벤츄리(Bentley)사는 3000cc짜리 4기통엔진에 16개의 밸브가 달린 

스포츠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1922년 영국에서도 경제적인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오스틴세븐(Austin Seven)으로 4인숭, 4기통, 696cc의 엔진으로 성능이 좋아 영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1923년에는 1주일에 叩0대씩 생산하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당한 독일의 자동차업계는 자재부족에다 격심한 

인플레 때문에 유럽의 다른나라에 비해 재건과 발전이 늦어졌다. 오펠(Opel)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대량생산을 개시했다. 프랑스의 5CV를 본따 1924년 라우프프로슈(Laubfrosch)란 이름의 4기통 

소형차를 매일 100대씩 생산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특수한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작은메이커들이 생겨났고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무려 86개 회사가 150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모두 3만대를 겨우 넘었다. 이와중에 1926년 다임러와 벤츠가 합병되었다. 

모터사이클을 만들던 BMW가 1928년에 등장하며 오스틴 세븐과 유사한 차로 첫해 2만5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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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인의 집념으로 1928년에 들어서서는 10만대를 돌파해 자동차의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태리에서는 제1차대전후, 자동차산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피아트는 1020년대 

초반에 이태리 자동차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강세를 보이며, 수 많은 모델을 내놓았다.. 1925년에 

4기통 990엔진을 달아 피아트 509를 만들어 자동차가 싼가격으로 시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태리의 

자동차생산대수는 1925년에 4만6천대였는데 이중 3만7천대를 피아트가 만들었다.

1920년대 유럽모든나라의 자동차 생산대수를 합쳐도 미국이 만들어 내던 자동차대수에 비교하면 겨우 

12%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29년, 역사적인 경제대공황이 미국을 휩쓸자 미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1928년 450만대에서 1929년엔 280년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는 계속되어 1932년엔 기록적인 

110만대 생산으로 감소되었다. 450만대 생산수준까지의 회복은 바로 제2차세셰대전이 터지기 

바로전해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 회복이 늦었던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 보유상태가 1930년에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보급상태였기 때문이었다.

1931년에는 미국 자동차 생산 누계 5천만대가 돌파하였고, 미국의 자동차들의 재력과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고래와 같이 큰 형태로 만들어 진 것에 자극을 받아 유럽도 대형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동차 경기의 전성시대와 스포츠카(SPORTS CAR)의 우수한 기록에 의해서 고성능과 고속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30년대 초기에는 대형 프레스(PRESS) 기술이 향상됨과 함께 자동차 형태에 

있어서도 비약적 유선형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에 처음 유선형이 소개되기 시작한 때는 1867년 

사무엘 L.칼드롭이 유선형 기차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부터이고, 1917년 다르시 웬트워드 톰슨이 

형태론에 대한 그의 저술에서 처음 유선형이란 용어를 사용한 계기로 대중화되어, 30년대 유선형은 

급기야 미국제조업계를 사로잡는 유형이 되었다. 즉, 각이 지지 않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곡면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구비한 유선형의 차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공학적/예술적으로 대단히 

진일보한 자동차의 발전이었다. 1934년 클라이슬러는 공황타개와 GM, FORD에 대항하기 위해 최고 

기술진을 동원하여 자동차 제조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 이른바 떠있는 기관(FLOATING 

POWER) 방식으로 엔진을 고무로 만든 장치에 고정시켰고, 외관 DESIGN도 기존의 BOX형 형태에서 

탈피하여 유선형의 형태로 “에어플로우”라는 STYLE의 MODEL을 개발하였다. 하늘에서 나는 

더글러스 DC-3 항공기를 땅위에서 재현해 보고자 시도한 이 유선형 자동차는 ENGINEERING과 

시각적 美를 한 개의 완전한 패키지로 묶어 유기적인 관계를 시도한 첫 CASE 였으나 혁신적인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에는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1937년 생산을 중지하였다. 이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드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 공업계를 주도한 대표적이고도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해 히틀러는

국민차(WOLKSWAGEN) 운동을 일으켜 PORSCHE 박사에게 1,000마르크 이하에 팔 수 있는 대중적 

차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RR(REAR E/G, RR DRIVE) 방식의 유선형의

풍뎅이차(비틀:“BEETLE")의 시작차를 내놓게 되고,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대전 이후 

1978년까지 2천만대라는 놀라운 베스트셀링카가 되었다.

C-01

1480년경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코디체 아틀란티코(Codice Atsantico)에 나오는 태엽 자동차의 

상상도.

B - 01

1672년 벨기에 선교사 페르디난트 버비스트가 고안한 세바퀴차

1680년 영국에서 그려진 이 자동차는 뾰족한 노즐로 증기를 뿜어내 그 반동력으로 굴러가게 해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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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뉴튼반동력차'(The Newton Reaction Carriage)라 이름 붙여진 이차는 제작이 시도되었을 뿐 

실제로 움직여보지는 못했다.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증기를 얻은 뒤 노즐로 뿜어내어 차를 알맞게 

움직이게 하는 조작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얻어 보려는 초기단계의 작품이었다.

B - 02

1769년 사상최초로 증기엔진을 단 자동차등장

4t의 짐을 싣고 시속 3.5km를 달릴 수 있었고 주행시간은 15분이었다. 한번 불을 때서 증기를

발생시켜 860m 밖에는 갈.수가 없었다. 군사용 트럭으로까지 발전시켜 대포를 실어 나르게 했으나 

엔진이 차체보다 더 무겁고 컸으며 방향조정에 힘들어 직선코스로 밖에 갈 수 없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엔진 쌍통식엔진으로 장치자체가 너무크고 무거워서 땅에 고정시켜 놓고 쓰는 

동력으로서 크게 돋보였다.

B - 03

1] 영국의 고즈워디 거니경은 1825년 런던-베드사이의 171km노선에 역사상 최초의 증 기기관 

정기노선버스를 달리게 했다

실내 6명, 실외 12명으로 모두 18명의 승객을 태운 이 증기 버스는 길이 6m, 무게 약 2t으로 시속 

13km로 달렸다.

C-02

1769년 사상최초로 증기 엔진을 단 자동차 등장.- 이름은 퀴뇨(Cugnot)차.

4t의 짐을 싣고 시속 3.5Km를 달릴 수 있었고 주행시간은 15분 이었다. 한 번 불을 때서 증기를 

발생시켜 860m 밖에는 갈 수가 없었다. 군사용트럭으로까지 발전시켜 대포를 실어 나르게 했으나 

엔진이 차체보다 더무겁고 컸으며 방향 조종에 힘들어 직선코스로 밖에 갈 수 없었다.

C-03

영국의 고즈워디 거니경은 1825년 런던-베드 사이의 171Km노선에 역사상 최초의 증기기관 정기노선 

버스를 달리게 했다. 실내 6명, 실외 12명으로 모두 18명의 승객을 태운 이 증기 버스는 길이6m, 무게 

약 2t으로 시속 13Km로 달렸다.

Walter Hancock의 다양한 옴니버스중 하나.

C-04

4행정의 실험용 Otto엔진을 개량한 1기통의 Daimler엔진 - 1885년

마르쿠스의 자동차

오스트리아의 지그프리트 마르쿠스는 1873 〜75년에 새 기술을 이용한 석유 엔진 차를 만들었다.

4행정 단기통 엔진, 분무식 카뷰레터, 자력을 이용한 점화, 초보적인 수냉장치를 갖춘 이차는 소리가 

요란하고 연기가 심해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르쿠스의 차가 벤츠와 다임러의 

차보다 10년 앞선 최초의 자동차라고 자랑한다.

볼레의 증기 자동차

볼레가 제작한 라 망셀이란 증기 기관을 달았던 자동차. 이것은 미래의 자동차를 에고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큰 활약을했다.- 1878 

죠지 브레이튼(George Brayton)의 개량된 엔진 - 1878

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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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자동차 셀든(Selden) - 1878

이 차는 조지 셀든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자동차 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에 

대한 헨리 포드의 과감한 도전으로 1911년까지의 오랜 싸움끝에 결국 그는 패하고 말았다.

칼 벤츠(Karl Benz) - 엔진 자동차의 붐을 일으킴

벤츠가 내놓은 사상 최초의 자동차

벤츠의 휘발유 자동차는 1886년 1월 29일 특허를 얻은 뒤 같은 해 7월 3 일 역사적인 데뷔를 했다. 

1기통 980cc엔진은 0.9 마력을 지니고(400rpm) 최고 속도는 시속 15km를 낼 수 있었다.

다임러의 네바퀴 자동차

벤츠차보다 더 오늘날의 자동차 모양을 갖추고있다. 벤츠차와 같은 해인 1886년에 나온 이 차는 

1기통 469oc엔진에 1.5마력(700rpm)을 낼 수 있으며, 시속 16km까지 달릴 수 있었다.

C-06

두리어 (Duryea) 1893년형 자동차

마차를 동력으로 달리게한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동차. 2기통 12마력과 15마력 엔진을 달았다 

두리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1910년까지 고집했다.

C-07

1) 드 디옹(De Dion), 1902년

프랑스의 드 디옹은 재빠르게 여러 종류로 자동차 제작을 시작. 이모델은 Motorette 모델

2) 다임러 (Daimler) - 1892

스타일이 마차와의 차별을 확실히 보인다.

3) 다라크-레옹볼레 - 1898

다라크와 레옹볼레가 함께 만든 차

4) 르노 9CV택시용 1906년형(프랑스)

처음 택시용으로 만들어진 이차는 1천 500여대가 생산 되었다. 2기통 1205cc의 9마력짜리 엔진은 

최고 시속 65km를 냈다.

제 1차 대전시, 독일군의 파리 침공을 막기 위해 이 택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택시로 의용군을 

전선에 수송하여 독일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5) 2중 포장식 1903년형 포장식 푸조-프랑스

4기통식 363cc의 쌍블록 엔진을 앞에달고, 기어박스가 중앙에 놓인 2중 포장식 자동차. 핸들이 아주 

정확하게 바퀴에 방향지시전달을 하게 되어있다.

6) 드 디옹-부통 회사의 1903년식 보급형 차

프랑스의 알베르 드 디옹(Albert De Dion)남작은 죠르쥬 부통(Goerge Bouton)가족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1883년부터 프랑스 해군을 위한 증기보일러 생산을 해오다가 1887년에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에서 승리하자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여 자동차 경주에서도 여러차례 우승했다. 1895년에 

처음으로 석유로 달리는 차를 만들었고, 1907년에는 1,2,4기통 엔진을 단 자동차를 생산하여 큰 성공을 

했다. 그러나 후에는 8기통 호화 자동차 생산만을 고집하여 재정적으로 기울기 시작, 결국 1933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C-08

1) 월슬리-시들러 - 1906년

수직엔진의 이 모델은 이타입의 차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차이다.

2) 롤즈로이스 실버 고스트-1909년형-영국

이 차는 1907년부터 25년까지 생산 되었고 처음 2년간은 아주 조용한 차로 4단 변속 기어를 장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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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까지는 정상적 변속이되고 4단은 오버드라이브용이다.

C-09

1) 오펠(Opel) -1898년. 독일

프레드리히 루츠만(Fredrich Lutzmann)이 벤츠 빅토리아를 보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설계로 1897년 

특허를 얻었고, 이것이 이른바 오펠의 기본이 되었다. 이 1898년형은 1기통 엔진이 좌석 뒤에 

달려있고 기어 박스는 좌석밑에 놓여있다. 1900년 까지 생산되었지만 완성차는 몇대 안된다.

2) 페리코의 증기기관 세 바퀴차 - 1891년

휘발유 자동차가 나온 뒤에도 한동안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들이 활개쳤다. 이태리 최후의 

증기기관을 이용한 차로 자전거 바퀴에 엔진과 동력 전달장치를 얹어 구조가 간단하며 가볍고 조작이 

간편했다.

3) 파리-북경 최초의 대륙간 자동차 경기에 참가했던 종류의 자동차. 파리-뉴욕간에 경기차.

C-10

1) 올즈모빌 커브드 대시 (Oldsmobile Curved Dash) - 1901년형

이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양산의 본보기가 된 것으로 1901년서부터 1907년까지 생산되었다. 1903년에 

4천대가 생산 되었는데, 이 숫자는 그해에 미국 자동차 총생산 대수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기통 

7마력엔진의 힘으로 최고시속 30km를 낼 수 있었고, 2단 기어와 후진 장치도 달려있었다.

2) 포드 A-1903년형

포드사가 최초로 만든 자동차로 2기통 8마력엔진 장착. 1903년에 200대가 팔렸다.

3) 포드 T-1908년형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되게한 간판 스타이다. 19년 동안에 1천500만대가 생산되었다. 여러가지 

혁신적인 장비가 갖추어져있어 운전하기도 편했다. 가격도 1925년 세계최저인 290달러란 기록을 

수립했다. 이차는 J•갤람(Galamb)과 G.H윌즈(Wills)가 설계한 것으로 4기통 2892cc 20마력엔진을 

달고,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를 낼 수 있었다.

4) 포드 T-1926년형

5) 포드 A-1930년형

6) 크라이슬러(Chrysler) 모델B 'Phaeton'-1924

7) 올즈모빌(Oldsmobile)-1910년형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스타일이 시작된 미국의 올즈모빌

C-11

1) 1923년형 벤츄리 (Bentley)

4기통 80마력

2) 오스틴 세븐(Austin Seven)T924년형-영국

이것은 1922년에 만들어진 차로 696cc 엔진을 달았다. 18년간에 30대가 생산되었다. 1924년에

4기통 747cc엔진으로 커졌고, 3단 변속에 브레이크가 4바퀴 모두에 달렸다.

3) 시트로앵(Citroen) 5CV C형-1922년식-프랑스

이것은 1919년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대량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차이다. A형(1327cc), 

B형(1452cc)다음에 C형이 1922년에 만들어졌는데, 4기통으로 856cc, 2100rpm에서 11마력을 낸다.

4) 오펠 라우프프로슈(Laubfrosch)-1924년

시트로엥의 5H를 닮은 차로 오펠은 이차를 대량생산하게 되었다.

5) 피아트 509- 19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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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 이후에서 1950년대

유선형자동차의 상업적 실패는 크라이슬러사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비록 이 차의 외양과 통일성이 

하나의 CONCEPT으로서 포쉐사의 폭스바겐 자동차 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이후 1960년까지 

미국자동차 업계는 대중적인 기호와 세련되고 진보적인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 꿈이 실패로 끝나자 산업계는 또 다시 이러한 것을 시도할 용기를 잃어, 외양적인 

기술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채, 독일인들이 “디트로이트의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난한 디자인 

태도를 고수했다. .(“디트로이트의 마키아벨리즘”이란 살아남기 위해 대중의 일시적인 그때 그때의 

기호에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말로 이는 유행에 영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같은 

기능적 적합성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유행화의 경향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끼친 영향은 양면성을 띤 것으로, 그것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의 뛰어난 업적을 가장 세련화 

시켰으면서 동시에 그 같은 업적을 가장 세련화 시켰으면서 동시에 그 같은 업적을 유감스럽게도 

약탈, 왜곡,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닐스 디프리엔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전(戰前)의 경우, 

제품디자인이라고 있었던 것이라야 기껏 금속재료를 미적으로 보이게끔 적당히 구부려 모양을 만든 

정도였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에 들어서 들어서 헨리 드레이퍼스 연구소, 디프리엔트 임플로이어 

등의 회사들이 이후 20년간 사용하게 되는 인간공학(ergonomics)에 의존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방법을 새로 개발해냈다.

세계대전으로 피폐한 유럽을 뒤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 변화를 

보이는데 1949년 FORD에서는 49년형 FORD 〃98 BA〃를 발표하여 기존의 스타일과는 달리 

매끈한 측면(flash body side), 단순하며 간결한 비례감의 세단형(three box style)이 등장하여 

엔진, 탐승공간, 트렁크(짐칸)의 세 부위를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이양식은 영국, 

독일의 자회사에 영향을 주었고, GM, 클라이슬러도 영향을 받아 1954년 같은 영식의 차를 

만들게 되었다. 1950년대는 차체 스타일 경쟁의 황금시대다. 이른바 미래의 양식(“FUTURE 

STYLE")이라고 해서 보다 길게, 보다 낮게, 보다 나는 것 같이, 또한 ”크롬장식의 시대“라고 

해서 크롬의 화려함과 과장된 스타일로 전성기를 누리었다. 비행기의 유체역학적 STYLE을 

적용하여 심지어는 전투기를 자동차로 변형시킨 것 같은 STYLE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만든 각 회사의 신형차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한 화려한 STYLE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앞, 뒤 GLASS가 넓어지고 차체를 감아 도는 듯한 WRAP AROUND STYLE의 GLASS CORNER 

처리로 시계가 놀라보게 넓어졌으며, 이른바 “死角이 없는차”였다.

이렇게, 자동차 STYLE은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모하였고 짧은 기간에 狂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차체 변경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경쟁하여 군소업체는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프랑스 태생의 디자이너인 레이몬드 로위는 뛰어난 STYLE 감각과 현대미를 접목시킨 공력학적인 

특성 그리고 독창성 있는 IDEA로 다양한 MODEL의 자동차를 STYLING하였는데, 특히, 1953년 

발표한 스튜드베이커사를 위한 COUPE形 아반티는 용이하게 덮개를 처리할 수 있는 얇은 철판의 

HARD TOP을 적용, 고급승용차의 안락함에 개폐식 자동차의 외양적미를 가미시켰다. 그러한 

DESIGN의 요소가 잘 조화된 새로운 시도의 차는 美, 日, EUROPE의 진보적 디자이너에 의해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1) 유럽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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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유럽은 폭스바켄 비틀, 피이트 1100, 모리스 1000과 같은 실용적인 소형차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추상적인 조각같은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의 

시시타리아 쿠페(1947), 독일의 포르쉐 356(1952), 스웨덴의 사브92(1950) 프랑스의 DS19(1955) 등이 그 

대표적이 었다.

유럽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블로벌라(BLOBULAR FORM)형태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금속제련 

기술을 이용하고 공력학 TEST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스타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1940년대말 푸조의 심카 6와 모리스 1000에서와 같이 둥근 “깨어 삷은 

달걀(POACHED EEG)〃형의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EUROPE에 있어서 50년대 최고로 인기를 끈 차는 

영국의 알렉 이시고니스(ALEC ISSIGONIS)가 47년에 설계한 모리스 마이너 (MORRIS MINOR)였다. 

이 차는 FRONT W/SCREEN이 기존의 다른 차는 2장 이었던 것과 달리 1장으로 개방감을 주고 

전체적인 GLASS 부위의 면적이 넓게 디자인(DAYLIGHT OPENING)되어 현대적인 감각의 

STYLING이 돋보인 이 차는 전쟁전의 어떤 영국차 보다 숭차감이나 안전성이 뛰어나 61년까지 무려 

100만대 이상이나 팔렸다. 이것이 그 유명했던 오스틴 세븐(AUSTIN SEVEN)이라고 불리우는 

현재까지도 인기있는 미니(MINI)의 기본형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시대에 이른바 BIG THREE의 커다란 3 BOX TYPE의 차가 개발되고 인기가 있을 때 

EUROPE에서는 주로 모리스 마이너, BEETLE, 시트로앵 2CV 둥 작고 컴팩트한 국민차 개넘의 

MODEL 둥이 인기를 끌어 많이 팔렸다.

1955년 기술혁신과 STYLING에서 특히 획기적인 이정표로 거론됐던 MODEL은 시트로앵의 DS19였다. 

비록 비평가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탁월함을 완벽하게 갖춘 

현대 INDUSTRIAL DESIGN의 걸작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일명 여신(女神)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차는 전신 MODEL 격인 CITROEN UCV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차의 개발에 있어서 

“안락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고 넓은 차체, 분리된 PLASTIC 지붕, 넓은 면적의 GLASS, 

장식을 배제한 STYLE 등은 1955년 당시 획기적인 DESIGN 이었다.

영국은 전쟁으로 자동차 공업에도 결정적인 피해를 당했으나 46년에는 21만 9천대를 생산해냈다. 

이것은 많은 회사들이 저마다 열심히 제조해낸 결과였다. 로버(ROVER), 재규어(JAGUAR) 및 

롤스로이스(ROLLS-ROYES)는 생산대수와는 관계없이 최고급차를 만드는데 전념해왔다. 최신의 

유선형 STYLE에 영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그 당시의 첨단 기술은 모두 미래형 STYLE을 지니고 

있었다. 이 STYLE은 그 후 25년간 고수했다. 58년경 영국의 생산대수도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통적으로 마차제조업이 성행했던 이태리 TURIN에서는 선대의 가업을 계승한 “코치빌더” 일명 

“카로체리아”가 많았는데 그들은 2차 대전후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들은 기능에 충실하고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진취적 STYLE의 차를 DESIGN했는데, 베르토네, 피닌파리나, 미첼로티, 기아, 자가트 

등 유명 STYLIST가 있었다. 그들은 획기적 기능과 STYLE을 추구하여 특히 전세계의 

스포츠카(SPORTS CAR)와 CONCEPT CAR 디자인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

(2) 일본의 자동차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극도로 빈약하였다.

1936년에 제정된 자동차 제조사업법은 사실상 외국기업(일본 FORD 및 일본 GM)의 배제법으로서 

이것에 대한 대응과 정비체제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붕괴를 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방의 

정비”라는 군사 목적과의 관련으로 존속되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그 이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트럭 생산 중심으로 진전되어진다. 그리고, 중일전쟁(日華事變), 

드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체제에서는 오로지 군용 트럭 제조만을 계속하게 되었다.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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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당시에는 자동차 공업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업은 계속되는 본토 폭격에 의하여 황폐화하였다. 

그후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자동차 재생산을 금지시켰으나, 3, 4륜 트럭만은 경제 수단으로서 

제한적인 생산이 가능했다.

1950년에 있은 한국 동란 특수는 이를 발판으로 양산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이후 

60년대까지의 약 10년간이 일본자동차 산업의 체제정비기간이었다. 니산(NISSAN)은 AUSTIN, 

이스즈(ISUZU)는 루쓰(힐먼•밍크스) 히노는 프랑스의 르노와 기술제휴를, 그리고 TOYOTA, PRINCE, 

富土重工(후지중공업)은 자체기술에 의하여 승용차 생산의 기초를 굳혔다 

이렇게하여 1960년대 부터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 동서의 냉전,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국의 일본 점령의 결심을 촉진시켰고, 

둘째, 경제 부홍의 소리를 높여 많은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의 대상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선택, 

군수공장에서 훈련되어진 우수한 기술자와 노동자가 자동차 산업계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점, 

셋째, 정부관료나 업계수뇌도 전쟁전의 GM, FORD 진출의 위협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여 외국자본 

진출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또 실제로 국내 체제 정비가 될 때까지는 자본의 자유화를 얻지 못했던 점, 

넷째, 미국의 빅 THREE가 전쟁후 전시에서 평시체제로의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점령 기간이라는 

절호의 시기에 일본 진출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업계가 TRUCK 생산에서 탈피, 승용차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빨리 정하였던 점, 

여섯째, 1960년 이께다(池田)내각 성립이래 경제의 고도 성장이 초래되어 일본의 승용차 내수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3) 한국의 산업화와 자동차

한국의 1930년대는 조선자동차협회 연합회가 발족되고 8.15 광복을 맞아, 일본인들의 정비공장이나 

BODY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기술자들이 “대한자동차 공업협회”를 발족하지만 6.25 동란으로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1944년 태동되었던 “경성정공”이 1952년에 “기아산업주식회人｝”로 상호를 바꾸면서 1940년대 이후 

“3000리호 자전거”를 만들게 되는데 후에 “기아자동차”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란 보잘 것 없는 철공소 수준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 종료후 승용차는 미군이 폐기한 JEEP차를 개조한 박스형(BOX) 일색이었다. 

STYLE이란 개념조차 거론할 여지가 없었던 혹색(BLACK), 일변도의 단순한 형태였다. 샤시는 JEEP 

그대로였고, 차체만 하드탑(HARD TOP)을 올려 놓은 것이다. 버스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어 

하동환자동차(서울)와 신진공업사(부산)가 미군의 트럭을 개조하여 버스를 생산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발”자동차로, 1955년 8월 광복 10주년 기념 

박람회에 출품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차대와 각종 부품은 중고 JEEP차의 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엔진만은 직접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기록될만 하다. 처음에는 관용으로 공급했다가 

그후 주로 TAXI로 이용되었으며, 한 때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정부의 증차 억제 정책으로 수요가 

격감하였고, 1964년 새나라 자동차의 설립으로 입지를 잃고 말았다.

C-12

시트로엔 11CV 자동차 (Citroen 11CV Motor Car) (프랑스), 1931

외양과 엔지니어링 면에서 너무나 뛰어난 이 모델은 소개된 후 20년간이나 경쟁차 

들을 앞서고 있었다. 시트로엔은 '전륜구동차(前輪驅動車)'를 개발하여, 바퀴를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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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맨 끝에 설치함으로써 승객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넓혔다. 또 

바퀴와 바퀴 간의 거리를 넓힘으로써 안락한 승차감을 주고 있다. 이 회사의 

방침은 혁명적일 정도의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 이를 오랫동안 계속 생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자동차의 후계자 DS19(일명 '여신' 이라는 전설적인 차) 

는 1934년 처음 선을 보인 시트로엔 11CV 생산 후 23년 뒤인 1957년에야 처음 선을 

보였다.

C-13

아들러 리무진(Adler Limousine) ,1931

그러피우스의 이 자동차 디자인은 대량생산되지 않았다. 미적인 면에서 볼 때 

모형을 바우어의 모터모트에서 발전된 것이었으며, 1912년 - 1914년 사이에 

그러피우스가 만든 사무실용 가구와 복잡한 테크놀로지에 합당하는 사려깉은 해결책 

이라기보다는 조각적이고 기하학적인 개념에 의한 것이었다. 버니 유선형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아들러가 의심할 바 없이 훨씬 아름답기는 하지만, 다소 시대에 뒤진 

디자인이라고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레이너 반함이었다. 그러나 이 자동차는 

뒤로 젖혀지는 의자가 최초로 설치된 자동차 중의 하나이다.

C-14

크라이슬러 임페리얼 (Crysler Imperial) 1932년식 미국)

이 차는 문이 둘 달린 것으로서 르바론(Le Baron)의 차체를 달았다.

크라이슬러가 내놓은 최초의 8기통 엔진을 써서 6300cc의 배기량으로 135마력을 

냈다.

C-15

메르체데스(Mercedes)380 1933년식 (독일)

이 차는 오픈카 형식이었고, 코일 방충(防衝) 장치를 장비했다.

수퍼차저를 장치한 8기통의 3800cc 엔진은 140마력을 냈고 최고시속 130km를 

자랑했다.

C-16

란치아 딜람다(Lancia Dilambda) 1933년식 (이태리)

딜람다 차가대(車架臺)위에 쿠페(coupe)스타일로 만든 파리나(Farina) 차체를 올려 

놓았다. 8기통 3960cc로 100마력을 냈다.

C-17

부가티 (Bugatti)50 1933년식(이태리)

초호화판 차중 대표적인 차이다. 같은 차이지만 차체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소유자의 특권의식을 크게 자극해 주었다. 8기통 4927“엔진으로 4000rpm에서 

200마력이란 힘을 냈고, 시속 180km를 과시했다.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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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슬러 에어플로우(Chry이er Airflow) 1934년식 (미국)

이 차는 그 당시 가장 혁신적인 설계를 한 차로 유명했다. 8기통 4893cc엔진으로 

3400rpm서 130 마력을 냈다. 차체가 유체여학적인 효율을 노린 유선형을 한 

디자인에 모두가 놀랐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의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 유선형 차이다. 이 차는 강판 틀을 

차대틀에 용접할 경우 속도가 증가한다는 크라이슬러 사의 연구원 해럴드 힉스의 

발견에 근거한 것으로, 풍동(風洞) 연구를 통해서 자동차를 뒤로 달리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칼 브리어가 디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서 당시 자동차의 “앞과 뒤”를 바꾼 형태를 도입했다 이 차는 1933년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되었고 1934년에 생산되었는데 유연한 휘어진 유곽선과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차체가 당시 대중에게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것으로 입증 

되었으며 그 결과 이 모델은 1937년에 단종되었다.

크라이슬러는 칼 브리어의 혁명적인 유선형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을 당시 미국 

자동차 판매고에서 10위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미국 소비자들은 비전통적인 

모양의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모델은 비닐 바닥에 무늬를 넣어 

지붕판과 세 갈래 범퍼를 주조하여 전체가 유선형 형태로 통합되도록 했는데, 

이 시기를 10년쯤 앞서 간 것이다. 회사측은 브리어의 디자인에 신뢰를 갖고 

있었고 노만 벨 게데스를 초빙, 차 앞부분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모델은 크라이슬러와 데 사토(De Sato)사의 

상표 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로 생산됐으나 결국 1937년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포드사의 링컨 제퍼 둥 모방품들이 곧 등장했다. 이 모델이 페르디난트 

포쉐의 폭스바겐 자동차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C-19

리퍼드 벅민스터 풀러, 다이맥션 카 no.3, 1934

풀러의 실험적인 자동차인 다이맥션 카는 1930년대의 자원 절약 및 토탈 디자인에 

대한 그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디자인된 시리즈 제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 시리즈 

속에는 다이맥션 주택과 다이맥션 욕실이 포함된다. 전자는 “물방울” 형태를 채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것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노먼 벨 게데스가 

자신의 선견지명이 있는 수송기관의 디자인에 활용했던 공기역학 실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풀러의 차는 한 번도 대량생산된 것이 없었는데 그는 

후방 시야를 완전히 잘못 처리하는 둥 몇가지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위의 차는 

1927년에 발명되었으며 코네티컷 주 브리지포트에 있는 로코모티브 회사의 낡은 

공장에서 조립되었다. 선박 디자이너인 스털링 버지스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된 

최초의 원형 모델은 중량이 상당히 무거웠단 데 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출품된 모습이 위의 사진이다)는 훨씬 가벼워졌다.

C-20

롤스로이스(Rolls Royce) 팬텀(Phantom)n 1935년식 (영국)

1929-35년 사이에 핀텀II는 1767대가 생산되었다. 이것은 팬텀I의 성공에 힘입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7700cc의 배기량을 가졌다.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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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체데스(Mercedes)540K 1936년식 (독일)

엔진에 수퍼차저를 부착시켰던 마지막 시리즈의 차로 1934년부터 39년까지 생산 

되었다. 8기통 5401cc엔진으로 115마력서부터 180마력까지의 힘을 내도록 개량 

되었다.

최고 시속은 170km.

C-22

피아트(Fiat)500 토폴리노(TopoIino) 1936년식 (이태리)

1936년에 데뷔, 1만리라로 팔린 값싼 대중차로 1948년까지 생산되었다.

4기통 569cc의 작은 배기량으로 4000rpm에서 13마력을 냈고, 최고 시속은 

85km 였다.

C-23

캐딜락 60 스페셜 자동차 (CadiUac 60 Special Motor Car) (미국), 1938

약관 20대에 빌 미첼은 GM사의 캐딜락 담당 스튜디오의 소장이 되었다. 특권층을 

위한 이 차에서 그는 독일의 벤즈나 미국의 스튜츄(Stutz)같은 고전적 차의 외양을 

모방하려 했다. 그러나 이차대전 후 미첼은 이같은 방침을 바꿔 캐딜락이 자기 

나름의 새로운 철학을 갖도록 개발하게 된다.

C-24

시트로엔 2 CV 자동차(Citroen 2CV Motor Car) (프랑스), 1939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되 슈보(Deux Chevaux)는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은 2차대전 전 시트로엔의 기술자 피에르 블랑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애당초 폭스바겐과 같은 국민차로 기획된 이 차는 1946년에야 첫 선을 보여, 이후 

전 유럽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 팔리고 있다. 원래 모델은 헤드라이트가 한 개밖에 

없고, 50kg의 짐을 싣고 시속 50km의 속력으로 달리도록 설계되었다. 볼프강 

쉬미텔은 이 차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타협을 모르는 정신은 바우하우스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25

피닌파리나의 시시탈리아, 1946

튜린에 거주했던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한 시시탈리아 쿠페는 전후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자동차의 형태는 공기혁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완만하고 둥근 금속의 표면을 짜임새 있는 강관 틀 위헤 

씌워서 만들었다. 이 차의 아름다움은 창문, 문, 바퀴와 같은 필요한 부분의 

세부적인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액세서리들을 배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 속에 모가 난 부분이 한군데도 없다. 또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앞 유리창 부분과 조화된 유선형 보닛의 안정된 형태와, 뒷바퀴를 덮은 뒤 

범퍼에 의해서 차체 길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한 점 등도 이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이다. 조각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시시탈리아 쿠페가 뉴욕의 현대미술 

박물관에 영구보관하는 디자인 컬렉션에 선정된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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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INFARINA “ CISITALIA 202 - 1947년, 

전후 피닌파리나가 제작한 차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차로서 뉴욕의 MOMA（현대 

미술관）의 건축 디자인부문 영구 소장품으로 지정된 명차이다. 인조 플라스틱 

차체로 구성되어있으며, 단아한 앞모습과 원형지붕, 매끄럽게 처리된 뒷 창등이 

특징이다.

C-27

모리스 마이너 자동차（Monis Minor Motor Car） 1948 （영국）

처음 세상에 선보였을 때 이 자동차는 폭스바겐만큼 충격적이었고, 또한 폭스바겐의 

디자인 원리와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이시고니스의 디자인은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눈에 전혀 새로운 형태로 채택되었는데, 이 차는 전쟁 전의 

어떤 영국 차보다 승차감이나 안전성에서 뛰어나 이시고니스의 또다른 작품인 

미니가 등장할 때까지 최고의 매상을 줄곧 기록했다. 국제적으로도 매상이나 

명성면에서 폭스바겐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 차의 마지막 스타일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맨처음 완성된 실물모형을 본 이시고니스는 전체 

비례가 틀렸다고 느껴 차 길이를 반으로 자르고, 10인치 짜리의 철판을 앞으로부터 

차 맨뒤까지 집어넣어 현재의 모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C-28

피아트 1100까브리올레 자동차（Fiat 1100 Cabriolet Motor Car）（이탈리아）, 1949 

디자이너 : PININFARINA

제조업체 : FIAT SPA （FABBRICA ITALIANA AUTOMOBILE TORINO）（이탈리아） 

당시 한 비평가는 ［디자인］지를 통해, 이 피아트 자동차가 “넓이가 넓고 

단단하면서도 외양이 가벼운 느낌을 준다”고 평했다. 이같은 논평이 오늘날에는 

너무 고지식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적어도 그 비평가가, 소위 가장 발달되었다는 

미국자동차도 갖지 못한 것을 이 소형 피아트가 가졌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는 

미국 자동차도 갖지 못한 것을 이 소형 피아트가 가졌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2차대전 이후 이탈리아 디자인을 자동차 스타일에 있어서 줄곧 선두자리를 지켜 

왔다.

C-29

닷도산（Datsun） DS 1949년형 （일본）

닛산（日産）이 제2차 대전 패전후 1947년 처음으로 생산한 차이다. 이 차만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차이다.

C-30 •

자아브92자동차 （Saab 92 Motor Car） 1950 （스웨 덴）

스웨덴의 항공사에서 제조한 이 차가 유선형 과학을 도로 교통수단의 새 장르에 

도입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처음 모델은 2기통으로 65마일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개조되면서 이 디자인은 28년간 계속 생산되었다.

C-31

피아트（Fiat）1400, 1950년식 （이태리）

1950 - 58년까지 생산되었다. 단일（單一）차체로 된 피아트의 첫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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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통 1395cc엔진은 44마력으로 최고시속 120km를 냈다.

1952년에 1900cc급이 나와 시속 13아g로 달렸다.

C-32

뷰익 로드매스터, 1951

1950년대 초에 독립파 그룹이 도상학적인 위력과 대중시장의 구매력을 갖춘 디자인 

제품들을 모색한 분야가 바로 이 로드매스터 모델 76-c와 같은 미국의 자동차들 

이었다. 전조등케이스의 감각적인 곡선과 저돌적인 “엔진 보호용” 그릴, 크롬 도금, 

둥글게 솟아오른 보닛, 측면의 “스피드-라인” 둥이 자동차의 “파워와 섹스”를 

상징하는 요소들이었으며 이것은 독립파 그룹이 부분적으로 강조했던 세부사항 

들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 미국 자동차는 “반（反）모던 운동”과 소비자 지향적인 

디자인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다.

C-33

포쉐모델356자동차 （Porsche 356 Motor Car） 1952 （독일）

폭스바겐이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포쉐사가 만들었던 자동차라면, 포쉐 356은 포쉐 

자신이 만들고 싶어했던 자동차였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폭스바겐과 비슷하나 

폭스바겐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다. 두 자동차가 모두 후진할 수 있는 4 41통차에 

공기냉각식이었다. 또 둘다 매우 유선형에 가깝다. 페리 포쉐 2세가 최후의 

세부사항 디자인을 완료했던 이 모델은 1965년까지 생산되었다. 몸체는 항공 역학 

의 원리에 따라 디자인되었다.

C-34

시트로앵 （Citroen） DS19 1955년식 （프랑스）

유럽 자동차중에서 대전후 가장 혁신적인 개량을 한 차이다. 엔진은 4기통

19Ucc로 4500rpm서 75마력을 냈다. 모양도 비행접시 같이 생겨서 눈길을 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폭스바겐 비틀과 1955년의 프랑스 시트로엥DS 19는 

유럽의 민족적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비평가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시트로엔 DS19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술적인 탁월함을 완벽하게 갖춘 현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걸작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DS의 불러 발음이 우연히 “여신（女神）”과 일치되어 일명 “여신” 

이라고도 불리는 이 차는, 전신격인 시트로엔 UCV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차의 개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락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감았다. 

튜린 모터 쇼（Turin Motor ShsM에 바튀 없는 형태로 처음 소개되었는데, 바퀴 

엇는 기이한 모습이 더욱 이 차의 명성을 높여 주었고, 2년 뒤 파리 모터 쇼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넓은 차체, 분리된 플라스틱 지붕, 넓은 면적의 창문, 거의 장식이 

없는 점 등은 1955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C-35

BMW 507, 얀5년식 （독일）

55년부터 59년까지 생산된 스포츠카였다.

V8엔진을 실고 4800rpm서 100마력을 내서 최고 시속은 200km나 나왔다.

C-36

르노 도피느（Renault Dauphine）, 1956년식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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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2년 사이에 200만대 이상이나 팔렸다.

4기통 845cc, 엔진이 뒤에 실렸고, 4250rpm에서 265마력을 냈다. 

최고 속력은 시속 115km였다.

C-37

모리스 마이너 （Morris Minor）, 1957년식 （영국）

49년에 첫선을 보였다. 4기통 920cc엔진은 4600rpm서 38 마력을 냈다.

57년에 모델을 바꾸어, 두 장으로 된 앞유리가 넓은 한 장의 유리로 바뀌었다. 

엔진 배기 량도 948cc로 증가하여 최고시속 117km를 기록했다.

C-38

캐딜락 엘도라도 브루엄（Cadilac Eldorado Brougham）, 1957년식 （미국）

엘도라도 시리즈는 55-56년에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첨단기술의 실험 장치가 

장비되었다. 알루미늄 휠, 자동적으로 균형잡는 에어 서스펜션, 스테인레스 강판 

（鋼板）의 지붕, 2개의 헤드라이트 들이다. V8 엔진은 325마력을 냈다.

C-39

페르디난트 포르셰, 볼크스바겐 비틀, 1936- 1937

딱정벌레와 닮은 모습 때문에 비틀（딱정벌레）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차는 유선형 

디자인 전문가인 포르셰가 디자인한 것으로, 그가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 

적합하고 값싼 소형차를 원했던 히틀러의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민차”로 

개발한 것이다. 이 차의 원형은 1930년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대량 

생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다.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사용한 대량 

생산 방식은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것은 고도로 규격화된 부품들을 이 공장에서 

단순히 조립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 사진은 뒷유리창이 없고 엔진 실을 덮은 

통풍창이 뒤에 달린 초창기 모델리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1930년대에 이에 맞서는 자국형의 소형차를 개발했는데 모두 

급진적인 디자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식”보다는 “기능”을 중시했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오스틴 세븐, 프랑스의 시트로엥 뒤 슈보, 이탈리아의 피아트 

토폴리노이 다.

C-40

포르쉐（Porsche） 356B 1959년형 （독일）

356시리즈는 1950년에 데뷔했다. 꾸준한 개량을 거쳐 356B형은 59년에 시장에 

나왔다. 공냉空冷） 직렬 4기통 엔진은 배가량 1582cc로 5500rpm서 60마력을 

냈지만 후에 5500rpm서 90마력까지 올라갔다. 특유한 유선형의 모습은 포르쉐의 

상징이었다. 이 356 시리즈는 1965년까지 생산되었다.

C-41

포드 앙글리아 （Ford Anglia）, 1959년식 （영국）

59년에, 런던 모텨쇼에서 선보였다. 4기통 997cc 엔진은 5000rpm에서 39.5마력을 

냈다. 최고시속 115km 뒤창문이 역（逆）으로 경사져 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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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

모리스 미니 마이너, 1959년식 (영국)

59년에 데뷔한 이 시리즈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스틴 세븐' 또는 '미니'로 

불리웠던 차이다. 70년까지 생산했고, 4기통 848cc의 엔진을 달았다. 길이가 3m 

밖에 안되었지만 차실(車室) 공간이 넓어 대인기였다.

C-43

푸조(Peugeot)404, 1960년식 (프랑스)

유명한 404시리즈는 245만대가 생산되었다. 디젤엔진을 단 것은 63년에 나왔다 

(1816cc), 4기통 1486cc 및 1618cc의 두 엔진은 후에 1948cc로 통일되었다. 앞 

서스펜션 및 엔진을 기울게 단 것이 그 당시로서는 큰 혁신이었다.

C-44

도지 플라라 랜서 (Dodge Polara Lancer), 1960년식 (미국)

마치 오픈카나 호화로운 전망대(展望臺) 차를 탄 기분을 내주는 차이다.

차체는 거의 이음새가 엇는 것도 특색이다. V8 5916cc엔진을 썼다. 이 엔진엔 

자동기어가 달려 있다. 날개 같은 것(fin)이 옆에 달려 있어 속도감을 더해준다.

C-45

시보레 코르 베어 (Chevrolet Corvair) 1960년형 (미국)

이 차는 미국 최초의 컴팩트(Compact；소형차)였다. 엔진은 뒤에 실었고, 공냉식 

(空冷式) 6기통 2372cc, 4400rpm서 81마력을 냈다. 1970년까지 생산되었다.

3) 1961년 - 1970년대의 석유 파동(OIL SHOCK)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1) 유럽자동차의 인기

유럽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보급에 대약진을 거듭하였고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이태리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대수는 1960년에 1천 739만 1천대에서부터 73년에는 5천 889만 5천대로 238%나 

증가하였고. 그들은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하고

EFTA(유럽자유교역지역二EUROPEAN FREE TRADE AREAX 만들어 그때까지 강력한 수입 규제를 

취해왔던 것을 완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국제경쟁력은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측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유럽자동차도 품질개량이나 가격조정등으로 맞서야 하는 

새로운 자동차 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시장수요가 복잡한 만큼 자동차도 본격적으로 다양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63년경 미국의 차종은 무려 429 MODEL이 등록되있었다. 이러한 여건하에 과도하게 치장되고 

화려하게 장식화된 미국차의 경향은 점차로 그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되면서 서서히 간결한 차체의 

형태로 디자인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것과 생산 합리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유럽시장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각축전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아우디(AUD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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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V.W)으로, 아우토비앙키 (AUTOBIANCHI)와 란치아(LANCIA)는 FIAT 수중으로 들어갔다. 

1966년에는 BMC가 BMH(BRITISH MOTOR HOLDINGS)로 재규어(JAGUAR)를 인수한 뒤 

개편되었고, 68년에는 상공용 차량 전문메이커인 LEYLAND를 합병시킴으로써 BLMCCBRITISH 

LEYLAND MOTOR COMPANY)라고 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생산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격경쟁도 치열하여 값이 싼 차를 방매(放賣)하는 유행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거칠게 

달리면서도 기능적으로 우수한 두가지 모델이 선보였는데, 그 하나는 61년형 르노(RENAULT) 4이고, 

또 하나는 시트로앵 2CV였다.

그 후에 보다 더 승차감이 좋아진 르노 6 및 아미(AMI) 6로 발전되었다. 심카(SIMCA)는 뒤에 

ENGINE을 탑재한 100형을, 그리고 푸조는 60년에 404 SALOON을 발표 했고, 65년에는 약간 작은 

엔진을 장착한 204 MODEL을 내놓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오스틴 미니(AUSTIN MINI)와 힐만 임프(HILLMAN IMP)가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하였는데, 오스틴 미니의 인기가 더 좋았다.

60년대는 영국의 작은 스포츠카(SPORTS CAR)의 전성시대였다.

특히, 인기있었던 차종은 오스틴 힐라 스프라이트 (AUSTIN HEALEY SPRITE) 및 MG

미지트(MIDGET)였는데, 젊은이에게 호감이가는 가격과 기동성 그리고 COMPACT한 STYLE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다이믈러(DAIMLER)는 8기통 SP250을 발표하였는바, 처음으로 BODY 재료를 철판이 아닌 합성 

수지를 사용하였다. 재규어(JAGUAR)는 “E형”을 만들어 유체역학적인 유선형 STYLE의 형태로 

디자인에는 관심을 모았으나 기능면에서는 불안감을 주어 문제를 남겼다. MK-n SALOON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비틀(BEETLE)에 이어 미국의 코르베어를 모방한 NSU 프린츠, 오펠의 

카데트(KADETT)와 포드 ESCORT가 명성을 유지하였다. 미첼로티(MICHELOTTE)가 디자인 했던 

BMW700은 소형차로서 인기를 끌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쇠퇴하였지만 62년에 발표한 1500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하게된다.

한편, 이태리에서는 영국의 오스틴 A40, MINI의 생산허가를 얻어 이노첸티(INNOCENT)란 이름으로 

나왔고, 64년에는 아우토비앙키 프리뮬라(PRIMULA)가 최신기술의 SYSTEM으로 FF식, 4WD, 

완전자폐 냉각방식등 4기통 1221cc차를 선보였다. FIAT는 66년에 세련된 STYLE의 스포츠카를 

내놓았는데, 베르토네 (BERTONE)와 피닌파리나(PININFARINA)가 디자인한, 디노쿠페(DINO 

COUPE)와 스파이더(SPYDER)가 그것이다. 란치아(LANCIA)는 60년에 플라비아(FLAVIA)를, 그리고 

63년에 풀비아(FULVIA)를 FF식으로 제작하였고, 알파로메오는 (ALFA ROMEO)는 62년 

줄리아(GIULLIA)라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 STYLE로 보여지는, 차의 뒷부분이 잘려나간 것 같은 

형태를 디자인하여 관심을 모았다.

(2) 일본의 부상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자동차 산업은 20세기 들어와 미국에서 성숙하게 되어, 대량생산 

SYSTEM으로 발전하였고, 1960년대 이후의 자동차 산업은 유럽, 미국에 이어 서서히 일본이 자동차 

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3대 세력으로 분할 되어진다.

일본은 이미 1967년 독일을 넘어서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고, 1974년에는 역시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 된다.

1960년 부터의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이전의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GAP이 이 시기부터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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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70년대는 소형차 생산이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점차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의 추세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60년도엔 7000여대의 차를 호주, 미국에 수출했던 것이 70년 

72만 5천대, 72년에는 145만대를 돌파했다.

60년도가 끝날무렵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되었고, 2년후, 기년에는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도요다와 닛산은 67% 생산점유율을 기록했다.

일본차의 특징은 STYLE의 세련됨보다는 기능적으로 실용적이며 고장율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66년 도요다의 llOOcc 카롤라(CAROLLA)는 3년간에 100만대를 

판매하는 성공을 하였고, 닛산은 61년에 생산한 블루버드(BLUEBIRD)가 성공작이었고, 69년에 

생산했던 240ZSMS는 71년에 동부 아프리카 사파리(SAFARI) 랠리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70년에 만든 체리(CHERRY)는 일본 최초의 FF차로 큰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다. 마쓰다도 782cc의 

페밀리아(FAMILIAL 이태리 베르토네에게 디자인을 위촉한 루체(LUCE)를 1000, 1400cc급으로 

등장시켰고, 로터리 엔진을 개발, 탑재한 코스모(COSMO)를 데뷰시켰다. 이 로터리 엔진차는 

마쓰다의 상징이 되었고, 세계자동차 업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가 이제는 개인의 성공의 척도보다는 편리한 생활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혀 갈무렵 1973년 급기야 석유값의 폭등으로 인한 석유파동으로 보다 경제적인 차의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즉, 고객들이 사치와 멋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자동차 구매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다. 

60년대에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제조에 있어서 최고 출력이나 성능 위주로 개발, 경합을 벌이면서,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경제성이 없는 차는 더 이상 매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3) 미국의 딜레마

60년대 미국은 생산비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차대(車臺, CHASSIS)의 공용화를 이루어, GM은 

중간형을 통일시켜 적용하였고, FORD는 대형 차대를 공용화하였으며, 크라이슬러와 GM은 이음새를 

대폭줄인 단일형 차체(UNITARY BODYX 채택하여 자동차 제작의 공정과 시간을 절약하였다.

미국 정부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조치로 75년 에너지 절약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따라서, 자동차 

업체도 고성능의 차를 싸게, 휘발류 소모가 적은차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를 개발함에 있어 컴팩트(COMPACT)한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GM은 1976년 

1400cc 시보레 시베트(CHEVROLET CHEVETTE)를 개발하였지만 독일 오펜 카데트 시티(OPEL 

KADDETT CITY)와 별반 차이점이 없었고, 크라이슬러(CHRYSLER)도 77년 닷지 옴니(DODGE 

OMNI)를 개발했지만 이것 역시 VW 엔진을 탑재한 유럽차를 미국식으로 변형시킨 것이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사정이 달라 미국보다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부터 작은 엔진, 차체를 꾸준히 

개발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분히 석유파동으로 인한 대처 방안으로 1500~2000cc급 엔진의 차가 40%나 차지하였다. 프랑스의 

시트로앵(CITROEN)은 사운을 걸고 개발한 GS형을 1970년에 출시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구형인 

아미 (AMI)와 DS 판매에 의존하였다.

르노(RENAULT)는 1970년대에 계속된 호조로 크게 성장하였고, 특히 르노5 MODEL은 세련된 

STYLE에 안정된 주행 성능, 엔진의 우수성 등으로 유럽 최고의 자동차 제조 업체로 성장하였다. 

영국의 브리티시 레일랜드(BRITISH LEYLAND)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75년 국유화되었고, 오일쇼크 

여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77년까지 400만대의 생산댓수를 자랑한 차는 미니(MIND였다. 고급차인 

367

W래 디자인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레인지로버(RANGE ROVER)의 1970년형을 호화롭게 개발하여 실패하였으나 1979년 일본의 혼다와 

합작 MODEL인 트라이 엄프 어클레임 (TRIUMPH ACCLAIM)을 개명(改名)한 발라드(BALLADE)를 

출시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는바, 영국 최초의 합작 계약으로 만들어진 차로서 기록된다.

80년대 초반까지, 유럽에서는 영국만이 73년 석유파동이전 상태도 원상복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독일의 73년과 75년 사이에 VW은 파사트(PASSAT), 골프(GOLF) 및 폴로POL6를 

연속적으로 출시하고 판매에도 성공하였다. 메르체데스(MERCEDES)와 BMW는 그 명성 그대로 

대형차 생산에 큰 지장이 없었으며, 82년 MERCEDES는 중형급 차종으로 신모델 190형을 선보였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이태리 정부의 자동차 관련 규제는 심각하였지만 피아트(FIAT) 

스트라다(STRADA) MODEL은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현대화 개념의 뉴모델의 개념을 

보여주었고, &)년에 판다(PANDA), 82년에 우노(UNO), 그리고 83년 레가카(REGATA)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란치아(LANCIA)는 76년에 델타, 81년에 프리스마(PRISMA)를 84년 테마(THEMA)를 

발표하여 고급차 제조업체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4) 1980년대 이후의 기술 혁신

(1) 환경 보존 기술

또 하나의 기술적 노력은 배개개스가 만드는 대기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으로 미국,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제를 매우 강하게 법제화 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 메이커는 대미수출에 있어서 대단히 큰 

타격을 받았다. 유독(有毒)성 배기개스 억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자본 투자를 강요 받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일본은 중, 소형차의 배기개스 억제에 대한 기술 연구를 꾸준히 해온 탓에 미국 

시장 진출에 확고한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기술적 기능적 개량이 본격화 됨에 따라 80년대 부터는 자동차의 STYLE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0, 60년대 유행했던 번쩍이는 크롬장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70년에도 

일부 범퍼나 트림(TRIM)에서 크롬 도금이 여전히 적용되고는 있었으나, 합성수지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PLASTIC이 적용되었고, 지느러미 형상을 응용한 날개와 같은 장식적 STYLE도 

사라졌으며 보다 현실적인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1979년 또 한 번의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형차보다는 컴팩트카나 준컴팩트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나 되었고, 중형차는 22%를 차지했다.

(2) 월드카(WORLD CAR)의 등장

1956년에 이미 지구상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수가 총 1억대를 돌파하였는데 자동차가 발명되고

100년이 되는 86년에는 3억대를 넘는 자동차가 지구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 즉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자동차 보유수가 지구상 8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은 보다 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생산기술의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발생되는 IDEA가 이른바 “월드카(WORLD CAR)〃였다. 이것은 

공동 개발의 개념으로 서로 경합을 하기 보다는 협조 관계로의 진전으로 80년대의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석유파동으로 인한 타격으로 이러한 개념의 차를 필요로 했다. 이 때문에 골프(GOL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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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까지 무려 600만대가 팔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가지 생산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하나가 기준 모델을 

시대의 요청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시키면서, 차종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즉 세단의 기본형을 가지고 엔진. 샤시 등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차종을 

웨곤(WAGON), 쿠페(COUPE), 하드톱(HARD TO), 소프트톱(SOFT TOP) 등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대중의 심리는 “네가 갖고 있는 차를 나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구매력이 움직였으나, 이제는 

차의 소유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남이 안갖고 있는 차를 내가 갖고 있다”는 개성(個性)이 강조되는 

구매력으로 변화되고 있개•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생산 공장 시설의 개선이었다. 즉 자동화된 설비를 통하여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포드 에스코트(ESCORT)란 이른바 미국 및 유럽시장 공동 판매를 목표로 개발된 

윌드카(WORLD CAR)가 등장했다. 같은 목적으로 82년에 시에라(SIERRA)가 포드에서 출시되었다. 

독일의 VW 골프(GOLF)는 1974년 첫선을 보였으나 70년대 말기에 세계의 많은 대중들이 요망했던 

“월드카”(WORLD CAR)의 개념을 암시하는 자동차였다.

(3) 사회주의 블록과 한국 등 신홍 생산국의 등장

80년대의 세계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이제 미국, 서구(西歐) 및 일본 위주의 

독점적 생산 형태에서 탈피하여 범세계적으로 자동화 제조업체가 확대 되었다는 것이다.

1949년 스페인은 세아트(SEAT)설립으로 유럽의 자동차 생산국에 들게 된다. 처음에는 

피아트(FIAT)의 제조허가를 얻어 생산하다가, 1951년 프랑스 자본 유치를 

파사-르노(FASA-RENAULT)를 만들었다. 이후 1984년 세아트는 피아트와의 30년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VW과 손잡고 독일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스페인의 국산차라고 할 

수 있는 세아트 계획에 의한 최초의 MODEL인 이비자(IBIXA)가 탄생된다. 이 차는 이태리 

디자이너인 쥬지아로(GIUGIARO)가 설계, 디자인하였고, 포르쉐(PORSCHE) 기술자가 엔진 제조에 

참여 되었다.

시트로앵(CITROEN)과 크라이슬러(CHRYSLER)가 스페인에 투자했고, 76년에는 포드(FORD), 

82년에는 오펠(OPEL)이 공장을 설립했다. 83년에 이르러 스페인은 97만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공산권 국가의 경제사정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서방국가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뒤쫓아 갈 수밖에 없었다. 2차 대전 이전에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성능 좋은 

스코다(SKODA)와 타트라(TATRA)를 생산했으나, 대전이후 자유세계의 기술발전의 추격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피아트는 1954년 동구 유고슬라비아의 자스타바(ZAXTAVA)사와 계약을 맺어 

피아트 600, 1300, 128 및 127형을 모방한 차를 생산하고 127형의 차체를 그대로 사용한 유고(JUGO) 

45형도 만들게 했다.

소련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다.

르노와 시트로앵은 루마니아를 통해 공산권 진출을 시도했으며, 다시아(DACIA)사(社)는 1310형와 

르노 12형을 만들게 되었고, 올트시트(OLTEIT)사는 시트로앵의 비사'(VISA) 및 GS를 생산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자동차 자체 생산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나, 일본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대만 등에 공장을 설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못했다. 

이 무렵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인 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현대는 67년 설립등기를 마치고 

영국 포드(FORD)社의 소형 승용차인 코티나(COTINA)를 KD로 조립 생산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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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성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적으로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 의존하였으나, 단순 조립 

생산을 과감히 탈피하고 76년에 이태리 디자이너 쥬지아로(GIUGIARO)의 설계인 국산 고유 모델 

포니(PONY) I이 탄생되어 대성공을 하였고, 83년 스텔라(STELLAR)를 출시하였다. 이것 역시 

쥬지아로의 설계로 미쓰비시(三菱)의 도움을 받았다.

현대와 함께 대우(大宇)와 기아(起亞)도 한국자동차를 대표하는 업체로 성장하였고, 80년 후반 부터는 

본격적인 세계 수출시장을 겨냥한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

호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이 자동차 생산을 먼저 유도하지 못한 나라이다. 호주의 자동차 생산은 

1948년 GM의 지사(支社)인 홀덴(HOLDEN)이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드, 

크라이슬러와 영국의 레이랜드(LAYLAND)도 공장을 설립했다. 70년대 후반 일본차들이 급격히 대거 

수입되면서 공장이 설립되었고, 83년에는 33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90년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는 이상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일본의 자동차 회사 6개사와 독일의 

VW이 일제히 현지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을 개시한 것과 또 하나는 신홍공업국(NICS) 자동차의 

상륙이 다.

(4) 미국

1990년의 세계 20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는 약 3,288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1985년에 

비해 1.08배로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연간 생산 비율이 L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모두가 아시아 신홍 공업국(NICS)들이다. 그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그 대상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다. 두 번에 걸친 오일 위기를 맞은 

GM은 그 대응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갖지 못했다. 기름이 적게 드는 차의 개발의 요건은 엔진 개선, 

차체 경량화, 차량의 소형화 등이었으나, GM의 방법은 오직 차량의 소형화 개념으로만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40여종의 차를 동일하게 작은 형태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부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전차종을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니 각기 특색이 있었던 다른 계열 자동차가 동형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GM의 불리한 상태는 87년까지 10여년간 지속되었고, 이런 경영의 문제가 86년 판매고는 

포드(FORD)보다 높았으나 순이익은 오히려 뒤지고 말았다.

다음번 실패의 원인은 새턴(SATURN) 계획으로, 이 계획은 GM의 기존 5계열 회사외에 또 하나의 

계열사를 창설하는 계획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GM의 취약 부분인 소형차 구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본차에 대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의 사장으로 “조셉J산체스”씨가 임명되었으나 

사장 취임 12일후 사망하여 이 계획은 혼미 속에 빠지게 되어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드디어 계획이 

절반으로 상태로 되었다. 따라서 GM 전체 계획이 차질을 빗게 되었다.

포드(FORD)는 87년 6년간 30억불을 투자하여 개발한 미드사이즈카(mid size car)인 세이블(SABLE, 

토러스 TAURUS)의 성공으로 순이익이 GM을 능가하게 해준 MODEL이 되었다. 이 차는 크기에 있어 

일본 도요다의 크라운이나 닛산의 세드릭보다 길이가 길고, 높이가 조금 낮으며, 엔진은 직렬 4기통 

2.52 의 것과 V형 6기통 3.0Q 의 것이 채용되었다. 이 차는 포드(FORD)가 자기 개인적 스타일을 

주장하던 고집을 버리고 디자인너의 취향과 감각에 충실한 에어로다이나믹한 스타일을 채용하여 

날씬한 형태를 만들었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유럽풍의 감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 

오일쇼크는 포드에도 큰 시련을 주었으나 이 위기를 사내결집과 고객제일주의로의 자세전환을 통하여 

극복하였고, 우선 소형, 수입차 멸시 태도를 버리고 이들의 특성을 철저히 연구하여 세이블(SABLE) 

활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목표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전진의 기본 

방향을 세워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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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다.

둘째,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다.

셋째, 성실성이 뿌리 끝까지 번지도록 한다.

넷째, 상품 생산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허락치 않는다.

이러한 정신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세이블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기본 자세로 변신하여 

출발시킨 세이블이기 때문에 성공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숙의한 끝에 세이블의 

발표 50개월 전에 뉴 모델 계획을 조기에 공표해 버렸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구형 

MODEL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지만 포드의 의연한 변신과 새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이런 위험스런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5) 기술 혁신과 안전성 증진

가장 현대화된 생산시설은 로봇(ROBOT)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컴퓨터(COMPUTER)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개의 설비로 여러 차종을 동시에 제작하는 것으로 시장 변화에 신축적으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기술개발의 노력과 더불어 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취향도 갈수록 까다로워짐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급기야 채산문제를 초월한 경지까지로도 이루어 졌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연비 

향상을 위한 무게 감소, 구조 강도 증가, 접지성과 안락성 향상, 소음 제거와 서스펜션 개량등이 주요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결의 시작은 차체(BODY) 설계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화를 통한 

개선이었다.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방법은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서 긴밀한 연관을 맺게 해주었다. 

수학적으로 컴퓨터에 모형을 구현시켜 검토해 보는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재래식 방법인 

시작품(PROTOYPE)을 만들어 실험한 것과 비교할 때, 차량개발에 있어서 획기적 방법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과 비교해 볼 때 5년 이상 걸렸던 개발 기간이 3년으로 축소되는 (DESIGN 단계에서부터 

생산까지)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1972년 메르체데스(MERCEDES) 및 푸조(PEUGEOT)만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를 제조하였는데 

오일쇼크로 다른 유럽 업체, 미국, 일본 등의 메이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디젤 

자동차 구매에 관심을 가졌다.

안전성을 위해서 197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던, ESV(EXPERIMENTAL SAFETY, VEHICLE = 

안전시작차)는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토피아차”(UTOPIAN CAR)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보통차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무겁고 가격이 높아서 결국 “절대로 안전한 차” 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차”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차가 충돌할 시 각 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충격의 힘이 분산되어 탑승자에 안전성을 주는 설계 방식이 주도 되었다.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90년대에 들어서 더욱 크게 변신을 

시도하였으나 특히, 스웨덴의 “사브(SAAB)〃는 9000시리즈를 통하여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프랑스 푸조는 405 MODEL을 스피드와 다양한 신기능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VW과 

합병한 아우디 (AUDI)는 200 콰트로QUATTRO)를 야심작으로 개발해 벤츠와 BMW에 버금가는 

경쟁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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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벤츠와 BMW는 세계 정상의 품질과 STYLE을 가진 업체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EFI(EGI)나 ABS 등에서도 전자 기술을 도입하고, 엔진 둥 기본 기관에서는 별다른 보조장비를 

채용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의 극한에 접근하는 기술을 시도하여 전통적 고급차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외관 STYLE에서도 변신을 거듭하여 전통적 BOX형의 고급차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에어로다이나믹한 형태를 채택하였고, 공기저항치 0.3(CD 0.3) 수준의 스포티한 STYLE로 변신하고 

있다. 또한 *97 프랑크프르트 모터쇼(MOTOR SHOM0에 출품한 초소형차인 스마트(SMART)는 

벤츠와 유명시계회사 스와치(SWATCH)의 합작사(社)인 MCC에서 벤츠 A클래스를 기본으로 

개발하였는데, 길이가 1m 정도로 작지만 차체를 높이고 엔진을 뒷자석 하단에 배치하였고, 충돌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후드(HOOD)에 주름을 넣었고 고강성 섀시를 쓰는 등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고급차, 대형차 제조업체로 명성있는 벤츠의 이러한 변신은 벤츠. A.클래스 등 새로운 

개념의 MODEL의 개발과 함께 고객 라이프(LIFE STYLE)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46

재규어 (Jaguar)E형, 1961년식 (영국)

이 차는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6기통 3781cc DOHC 엔진은 269마력을 냈다.

최고시속은 240km, 0 - 시속 100km는 7초였다.

C-47

메르체데스 220 SE 쿠페 1961년형 (독일)

1961년에 선보인 명차(名車)이다. 6기통 2195cc 엔진은 이미 이때 연료 분사식 

장치를 지니고 있었다. 500rpm서 120마력을 냈다. 이 勿0SE가 벤츠로서는 최초로 

앞바퀴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했었다.

C-48

오스틴 힐리 (Austin-Healey)3000, 1962년식 (영국)

55년에 데뷔한 이 차는 유명한 데이빗 힐리(David Healey)가 설계한 것이다. 6기통 

2912cc 117마력 엔진을 달았고 70년까지 생산되었다. 미국 대학생들의 인기차였다.

C-49

스튜드 베이커 호크GT 1962년형 (미국)

1962년에 나온 스튜드베이커의 호크 그란 투리스모(GT)는 V8 4739cc 엔진으로 

4500rpm에서 210마력을 냈다. 최고 출력 225마력인 모델도 있었다. 트랜스미션은 

자동 3단과 수동 4단이었다.

C-50

르노(Renault)8 1962년형 (프랑스)

1962년 도피느(Dauphine)을 합병한 후 르노8을 내놓았는데 4기통 956cc 48마력 

엔진을 달았다.

문이 둘인 무개차(cabriolet)도 만들었고 이것은 플로라이드(Floride)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카라벨(Caizv이匕)(아래)이라 불렀다. 64년엔 1108cc 50마력으로 증강, 

4바퀴에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비했었다. 1973년까지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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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

RAYMOND ROEWY'S "아방티 자동차“ - 1962년

1893년 프랑 TM에서 태어난 ROEWY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1920년대 

후반에 산업디자인 분야의 개척자로 자리 잡았다. 그 후 ST증기엔진과 1940년대의 

정겹고 맵시있는 “그레이하운드'버스를 디자인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여러 

미국 기관차들을 디자인했다. 그 중에서 아방티 자동차는 스튜드베이커사를 위한 

그의 “디자인적 직관”에.의해 태어났다.

C-52

힐만임프（Hillman Imp） 1963년형 （영국）

힐만은 20년대서부터 여러 자동차회사를 합병해 온 루츠 모터 （Rootes Motor）의 

계열회사의 하나이다. 이 모형은 1963년부터, 오스틴 미니와 싸울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엔진을 뒤에 실었는데 4기통 875cc로 5000rpm서 37마력을 냈다. 

최고시속은 130km.

C-53

피아트 2300S - 피닌파리나 작품 1964년형 （이태리）

이것도 피닌의 걸작중의 하나이다. 6기통 2279cc엔지은 150마력을 냈다.

이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 범퍼 밑에 안개등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54

시보레 론다인（Chevrolet Rondine） - 피닌파리나 작품 1964년형 （미국） 

미국에서 가장 유명 했던 스포츠카이다. V8 5346cc 엔진은 5500rpm에서 250마력을 

내며 최고시속 207km를 냈다.

C-55

마쓰다 （Mazda）UOS 코스모 （Cosmo） 1967년형 （일본）

1964년 도쿄에서 열린 모터쇼에 처음으로 선보인 차이다. 그러나 생산은 6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최초로 로터리 엔진을 사용한 양산차로 유명하다. 배기량 

491cc X 2로 7000rpm서 130마력을 냈다. 최고시속은 200km.

C-56

알파로메오 카라보（Car간）O）- 베르토네 작품 1968년형 （이태리）

1968년 파리 오토살롱에 처음 출품된 차로 V8 1944cc 엔진을 달았다. 이 차의 

디자인 특색은 도끼날 같은 앞부분으로부터 거의 직선으로 앞창, 그리고 지붕까지 

흐르는 선이다.

C-57

페라니250 P5 - 피닌파리나 작품 1968년형 （이태리）

이 차는 1960년대에 페라리 특유의 스타일로 내놓은 것의 하나인데 63년서부터

250P형이 나왔다. P5는 5년 지난 68년형이라는 뜻이다. 엔진은 전형적인 페라리 

▽형 12기통으로 배기량은 2953cc이다. 이 차는 앞 헤드라이트를 한줄로 된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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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했다. 이와 같은 헤드라이트는 69년 알파로메오33에도 흉내를 내어 만들어졌다.

C-58

포드 카프리 (Ford Capri) 1969년형 (영국서독 합작)

4인숭 쿠페는 미국의 머스탱(Mustang)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차로 69년에 나왔다. 

이차엔 4기통 1300-1700cc, 또는 6기통 2300과 2600cc 엔진 등 다양한 옵션이 

가능했다. 74년엔 차의 스타일을 크게 바꾸었다

C-59

혼다 (Honda)Z쿠페 1970년형 (일본)

이 차는 2기통 354cc 엔진을 얹었다. 31마력 엔진은 후에 36마력까지 내게하여 

TS형이라 불렀다. 이 599cc의 36마력짜리는 수출전용이었는데 최고시속은 120km 

까지 나왔다.

C-60

Ferrari "Testarossa" (19기년 이태리)

세계 최초의 Luxury sports car 이며, 일명 “Red head" car 로 불리워진다. 

최고속도는 290km/h이다. 0-100km/h 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5.8초가 걸리는 

놀라운 성능을 가졌다. Testarossa의 가장 큰 특징은 side body의 huge air 

intake와 다섯 개의 rib가 그것이다. 운전자의 eyepoint를 고려하여 side mirror 

를 A-pillar 중간에 위치시켰으며, Low nose와 aerodynamic한 style을 뽐내고 

있다.

C-61

로터스 에스프리 (Lotus Esprit) - 이탈 디자인 작품 1972년형 (영국

이 차는 1972년 한정 제작되었지만 76년에 정규제작되었다. 83년엔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다. 4기통 2174cc 수퍼차저로 160마력을 냈다. 에스프리 터보는 

80년데 시판되엇는데, 같은 엔진으로 210 마력까지 낼 수 있었다.

C-62

마세라티 부메랑 (Maserati Boomerang) - 이탈 디자인 작품 1972년형 (이태리)

죠르지오 쥬지아로가 유일하게 디자인한 이 차는 1972년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 

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기계부분은 아세라티 보라(Maserati Bora)를 이용했다. 

8기통 4700cc 미드십 엔진을 가진 이 차의 특색은 비트러진 사각형 스타일링에다 

넓은 유리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C-63

LAMBOGHINI "COUNTACH" - 1973년, 이태리

이태리 LAMBOGHINI 사가 8년내에 제작한 sport car COUNTACH는 최고속도 

307Km/h 순간가속도는 O-lOOKm/h.s는 4.6초에 도달한다. MarceUo Gandini에 의해 

만들어진 COUNTACH는 오늘날 FERRAR［의 sports car 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 

다. speedy하고 strong한 body section이 sports car 다운 면모를 확실히 느끼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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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4

볼보 (Volvo) 343 1976년형 (스웨덴)

볼보343은 메커니즘에서는 볼보66의 발전형이다. 1397cc로 늘린 이차의 엔진은 

르노(Renault”] 4기통 엔진인데 5500rpm에서 70마력을 낸다. 드디움(De Dion)의 

후미부와 바리오매틱(Variomatic) 트랜스미션은 그대로 채용되었다. 최고 속력은 

시속 145km 이다.

C-65

BMW 630 1976년형 (독일)

BMW의 6SERIES엔 두 종류의 6기통 모델이 등장햇다. 630은 배기량 2985cc로 

185마력을 냈고, 633i 형은 연료분사식으로 3210cc 엔진으로 5500rpm에서 200마력 

최고시속은 630 210km, 633i 215km였다.

C-66

아우디(Audi)lOO 1976년형 (독일)

이 차는 1976부터 82년까지 생산되었다. 4기통 1588cc, 1921cc 및 2144cc 엔진 등 

세종류를 택할 수가 있었다. 78년 5기통 디젤유를 사용하는 1986cc 엔진이 

등장했고, 왜건 타이프인 아반티(Avanti)라는 차종도 만들었다.

C-67

란치아 감마 쿠페(Lancia Gamma Coupe) 1976년형 (이태리)

유명한 피닌파리나가 설계한 차이다. 엔진은 4기통 1999ccdhk 2484cc로 각기 120, 

140마력을 냈다. 최고시속은 185km와 195km였다.

C-68

포드 타우누스(Ford Taunus) 1976년형 (독일)

1970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차는 76년 대폭 모델 개량을 했다. 4기통 1300cc

59마력과 2000cc 98마력 엔진을 썼고 2도어와 3도더 왜건식 차들이 만들어졌다.

C-69

알파로메오 알파수드 스프린트(Alfa Romeo Alfasud Sprint) 1976년형 (이태리) 

1983년까지 생산되었던 알파수드형은 4기통 1186cc 엔진으로 6000rpm에서 63마력을 

냈다. 최고시속 150km. 차체는 쥬지아로(Giugiario)가 설계했다.

C-70

아우디 (Audi)80 1978년형 (독일)

1972년에 나온 이 차는 84년에 이르러 앞부분의 스타일을 개량했다. 이 차엔 4기통 

1296cc 60마력과 5기통 2144cc 136마력 엔진이나 1588 디젤엔진을 단 것 등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었다.

C-71

르노(Renault)18터보 1980년형 (프랑스)

이 차는 4기통 1565cc터보 엔진으로 5500rpm서 110마력을 냈다. 최고 시속 18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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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엔 125마력으로 증가되어 최고 시속 195km까지 달렸다.

C-72

피아트(Fiat)127 1980년형 (이태리)

127형은 1971-82년사이에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 이차엔 처음 브라질의 

벨로호리존테(Belo Horizonte)서 만든 4기통 903cc엔진을 얹었지만 뒤에 1050cc 

및 1300cc 엔진을 장비했다. 81년엔 1301cc 디젤 엔진도 등장했다.

C-73

탈보 아트라 뮤레나(Talbot Matra Murena)S 1980년형 (프랑스)

뮤레나는 바기라(Bagheera)가 개발한 것인데 엔진을 차의 뒤쪽에 단 것이 특징이다. 

좌석도 세 개가 독립적으로 서로 옆으로 붙어 있다. 엔진은 두종류의 형식이 

생산되었는데 하나는 1592cc 92마력, 다른 하나는 2155cc로 118마력이나 142마력 

이었다.

C-74

아우토비앙키 (AutoBianchi)A112 1980년형 (이태리)

이 차는 1969년에 4기통 903cc 44마력 (6000rpm) 엔진을 달고 시장에 나왔다.

A112형은 앞바퀴굴림(FF)에다가 네바퀴 독립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다. 길이는 불과 

2.23m 밖에 안되며 15년간에 120만대가 생산되었다.

C-75

폰티액 그랜드 르망 (Pontiac Grand Le Mans) 1980년형 (미국)

이 차는 1979년에 2도어형으로 시장에 나왔다. 여러 종류의 엔진을 장비할 수 

있었고, 표준형은 V형 6기통 3800cc 엔진을 단 것이었다. 8기통 엔진도 두 종류가 

있어 요구에 따라 4300cc 또는 4900cc 짜리를 달 수 있었다.

C-76

FIAT 〃PANDA〃 - 1980년

1980년 GENEVA SHOW에 출품된 PRODUCT-CAR로써 GIUGIARO가 디자인 

하였다. SIMPLE한 BODY와 평평한 유리, 652cc급의 두 가지 TYPE ENGINE을 

소유하고 있으며, BODY SIZE는 3380 x 1460 x 1445mm이다.

C-77

르노(Renault)9 1981년형 (프랑스)

르노9은 1981년에 데뷔하였고 닮은 것이 미국의 AMC서도 생산되었다.

엔진은 1108 및 1397cc 엔진이 실렸고 각기 48 및 72 마력을 냈다. 1595cc 디젤 

엔진도 나왔으며 55 마력의 힘을 가졌었다.

C-78

포드 시에라(Ford Sierra) 1982년형 (독일)

이 시에라 시리즈는 기체동력학(氣体動力學)의 철저한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4기통 1300-2000cc 및 6기통 2000-2800cc 휘발유 엔진과 푸조의 23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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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도 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뒷바퀴굴림식을 고집했다.

C-79

스코다 래피드 (Skoda Rapid) 1982년형 (체코)

4기통 117cc 엔진을 단 래피드는 5200rpm에서 58마력을 냈고, 최고시속은 153km, 

그리고 0—시속 100km 가속은 18초였다. 4단 변속기와 앞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썼다.

C-80

ITALDESIGN 〃CAPSULA〃 - 1982년 이태리

Italy ITALDESIGN 이 1982년 concept car로 선보인 CAPSULAR van과 passenger 

car 그리고 cargo van 의 개념을 도입해 design했다. 한가지 Flatform(Crassis)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Idea를 제시한 차로 Concept car 

로서의 미래의 차에 대한 제안의 성격을 띄고 있다.

C-81

오펠 코르사 (Opel Corsa) 1982년형 (서독)

세가지 종류의 엔진을 얹은 이 차는 1982년에 데뷔했다. 그것은 993cc 55마력 

및 1297cc 70마력 엔진들로 각각 140, 152 및 166km의 최고시속을 낼 수 있다.

C-82

알파로메로(Alfa Romeo)33 1983년형 (이태리)

알파수드(Alfasud)의 기계구조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이 차는 1983년 시장에 

나왔다. 1350cc 79마력과 1490cc 86/105마력의 엔진을 달았고, 

피닌파리나(Pininfarina)의 도움을 얻어 만든 4WD 모델도 있었다.

C-83

아우디 콰르츠(Audi Quartz) - 피닌파리나 작품 1982년형 (독일)

아주 교묘한 네바퀴굴림(4WD)식인 아우디 콰르츠는 새로운 소재를 많이 사용한 

미래형 차이다. 케블러는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고, 보네트와 지붕 및 측면은 

알루미늄, 문짝은 강철 샌드위치로 되어 있으며, 좌석과 핸들은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있다.

C-84

미쓰비시 콜트(三菱, Colt) 1984년형 (일본)

1300cc-1600cc 엔진을 장비한 이차는 1983년에 선보였다. 78년에 첫 모델이 

나왔지만 모델체인지하면서 그대로 이름을 계승시킨 것이다. 이 차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성공작이었다.

1660터보 ECI형으로 수퍼차저를 더한 4기통 1570cc 엔진을 장비하여 5500rpm서 

125마력을 냈으며 전자연료분사장치도 갖추고 있다.

C-85

세아트 이비자 (SEAT Ibiza) 1984년형 (유럽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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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SEAT 계획은 유명한 쥬지아로의 디자인을 택했고 포르쉐丁 기술자들이 설계한 

시그마(Sigma) 엔진을 실었다. 1193cc 62마력 및 1461cc 85마력의 두가지 엔진을 

실었는데 터랜스이도 역시 포르쉐 것을 가져다 썼다.

C-86

사브(Saab)9000 1984년형 (스웨덴)

쥬지아로가 설계한 사브2000은 피이트 크로마 둥과 공동으로 개발된 차이다. 

터보를 갖춘 44L통 1985cc 엔진에 16개 밸브를 부착시킨 175마력 엔진을 쓰고 있다. 

최고 시속은 220km이다.

C-87

IAD "HUNTER" - 1988년 이태리

Italy LAD가 1988년 S.U.V concept model 이 다. FORD SIERRA SR 4x4를 base로 했 

고, rugged open top(off)이다. '88 Toronto motor show에 출품되었으며, design적 

실험성을 엿볼 수 있는 design이다. 제품 design적 요소가 많이 첨가되어 car 

styling 다운 dynamic함이 아쉬워 보인다.

C-88

ITALDESIGN "ASGARD" - 1988년, 이태리

Italy ITALDESIGN이 1988년 개발한 4WD의 차로 200hp 엔진에 round type으로 

design했匸七 edge-soft style이고, pillars는 glass window에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내장했다. 항상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탈 디자인은 실험적인 proto car를 많이 

제작하고있어 design적인 segments를 배울 수 있는 측면에서 그 공헌도가 높이 

평가된다.

C-89

ITALDESIGN "AZTEC" - 1988년, 이태리

Italy ITALDESIGN AZTEC은 1988년에 concept으로 제작된 2seat에 semi 

-gull-wing type으로 aerodynamic styl，g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뛰어난 quality 

와 기교적인 plastic modeling은 GIUGIARO의 또 다른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늘 strong한 character 아름다운 shape를 적절하게 다듬어 unique 

한 car design으로 사랑받고 있는 designer이다.

C-90

RENAULT “LAGUNA“ - 1990년, 프랑스

제 75회 "MONDIAL DE L，AUTOMOBILE〃에 출품된 LAGUNA는 RENAULT 

design의 21 세기를 위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우 홍미로운 style적 

제시로 bio-design 혹은 retro-design면을 보여주는 미래 지향적 아low car이다. 

windshield가 없는 roadster 개념의 2-seater cockpit type으로써 l,995cc의 6ngine을 

달았다.

C-91

MERCEDES-BENZ T-Class" - 1990, 독일

Simple한 Body shape과 compact한 느낌을 주는 4DR Sedan이다. “190”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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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로하여 carryover했으며, BENZ Style의 large R/Grille만 보아도 BENZ Car임을 

멀리서 알 수 있다. 최고의 품위와 안전성을 자부하며, elegance & classic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C-92

AUDI A편 “QUATTRO" - 1991년, 독일

독일 AUDI?} 1991년에 개발한 AVUS QUATTRO는 mid-mounted 12 cylinder

6 liter 에 509 horsepower의 4WD로 시속 210MPH(335Km) 0~96Km 순간 가속도 

는 4초에 도달하고, all-aluminum body로 처리해 경량화 시켰다. dramatic한 shape 

와 aluminum texture, 그리고 지름이 20 inch인 장엄한 whe이은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all-aluminum body structure의 구성은 recycle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무게도 

크게 경량화 시켜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한다.

C-93

MERCURY 〃MC4〃 - 1991년, 미국

미국 FORD사의 designer MARK ADAMS가 1991년에 design한 coupe 4-door의 

concept model이다. 길고, 짧은 4개의 door로 승하차의 편리성을 도모했고, hatch 

door는 gull-wing type이다.

부드러운 면과 sculpted된 line 그리고 clean한 new edge style을 지향하고 있다. 

rear 〃half-d(xT'는 front door•가 열리기 전에는 결코 열리지 않게 설계되어 

안전성에도 신경을 썼다.

C-94

RENAULT "SCENIC" - 1991년, 프랑스

프랑스 RENAULT사가 개발한 SCENIC은 1991년 IDEA COCOON의 concept 

model이다. middle-class와 monospace를 강조한 compact vehicle이며 Europe 

의 life-style을 의식하며 design 하였다. bio-shape의 section과 특히 opening 

-door type 이 인상적이 라 할 수 있다. 거의 bus에서 사용하고 있는 “double- 

deck〃 floor는 넓은 공간과 luggage space를 확보 할 수 있게 만들었다.

C-95

OPEL "TIGRA" - 1993년, 미국

미국의 OPEL人］•가 1993년에 개발한 TIGRA는 2+2의 coupe이다. 유럽을 겨냥한 

compact coupe TIGRA는 독신자와 젊은 여성을 target으로 design 되었다.

smart하고 clean surface를 가진 TIGRA는 5개의 scale model 중에서 unique한 

glass tailgate 때문에 최종 선택 되었다.

C-96

FIAT+PININFARINA "COUPE FIAT” - 1993년, 이태리

이태리 자동차의 전통을 중시하며 피아트사와 피닌파리나사가 축척한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합작한 야심작으로써 우아한 디자인과 탁월한 주행성능의 첨단 

메커니즘을 자랑한다.

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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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Celicar GT〃 - 1993, 일본

유럽 현지에서 개발된 Sports 以哄危로써 high-quality오} powerfid한 image, 

안전성과 Racing car 답지않은 넓은 거주공간을 가졌으며, 최고속도는 245km/h이다. 

0-100km/h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6.3초가 결린다. 4개의 원형 headlamp와 tailgate 

일체형의 spoiler■가 개성적인 style을 연출하고 있다.

C-98

RENAULT MATRA "ZOOM" - 1993년, 프랑스

프랑스 RENAULT사가 1993년에 개발한 electric city car concept model이다.

2 seat로서 최고속력 120Km이며, 0-50Km/h.s는 6초이다. wheelbase의 길이를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를 용이하게 하였다. “elytron' 

door open 방식을 취했으며, 2 인숭 compact "EV" car라 할 수 있다. pastel color 

와 soft한 image 가 프랑스 문화에 걸맞는 design이라 생각된다.

C-99

Buick "Riviera"-1994년 미국

Jaguar의 front image를 가진 V6, 3.8 literal silent engine을 달았다.

coupe style의 middle class이며, 같은 platform에서 “Lumina"가 제작되었다.

풍부한 Round shape과 타원형의 R/Grille이 유니크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C-100

CHRYSLER 〃NS〃 MINIVAN - 1994년 미국

미국 CHRYSLER7} 1994년 개발 완료한 Minivan으로 기능에 따라 다양한 spec이 

있고, PLYMOUTH "VOYAGER", CHRYSLER 〃TOWN & COUNTRY", DODGE 

"CARAVAN"으로 판매되고 있다. seat는 remove할 수 있도록 roller mechanism이 

적용되어 필요시 적재공간을 크게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C-101

Opel "Omega"- 1994, 독일

중형 Sedan과 파생차종인 wagon이 있다. 간결하게 표현된 surface, high-tech적인 

휴머니즘을 연상케 하는 Model이다. 검소한 독일적인 문화가 Design적 life style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듯하다.

C-102

Renault "Argos" T994년 프랑스

1994년 Geneva Motor show 에 출품된 Arg6s는 Renault design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concept car이다. open-air의 3-seat roadster style로써, 차가운 알루미늄과 

따뜻한 우드를 잘 접목시킨 advance car이다.

C-103

Oldsmobile "AURORA" - 1995년 이후

Sporty한 Body section과 적절히 사용된 edge성 line0] 돋보이는 model이다. 

aero dynamic하고 volume감이 적절히 살려있는 미국풍의 style을 뽐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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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4

Chevrolet "Lumina"- 1995년, 미국

World car concept과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Lumina는 Buick의 “Riviere"를 생산한 

같은 Platform에서 생산되었다. 그 후 coupe version인 "Monte Cario"도 이곳에서 

출시되었다.

C-105

ISUZU 〃DESEO〃 - 1995년, 일본

일본의 ISUZU사가 1995년에 concept model로 개발한 RV이다.

'검소하고 용감한'을 기본 concept으로 해서 off-road와 city car로 활용할 수 있도록 

design 하였다. 짧은 overhang은 RV다운 날렵함과 강인함을 표출하고 있다. front 

door는 swing type이며, rear door는 slide open type으로 body의 무게를 줄이 기 

위해 all-aluminum frame을 사용하였다.

C-106

SUBARU 〃 a-EXIGA" - 1996년, 일 본

일본 SUBARU사가 concept으로 design한 4WD차량이다.

'first, beginning and perfect'라는 의미 의 a-EXIGA는 super wagon type의 tallboy 

sedan이다. dynamic한 형상과 3열 seat 배열이 독특하며, compact한 touring 

wagon이라 할 수 있다.

C-107

FORD 5INERGY 2010〃 - 1996년, 미국

미국의 FORD사가 1996년에 제작한 concept mod이이다. new edge design으로 

body는 aluminum이고, fender는 air fence로 extractor의 효과를 내주었다. 

aU-roof type의 유리는 자외선은 물론 봄과 겨울에 적절하게 보온성을 유지시켜 

주는 특수 film이 코팅되어있는 high-technology의 면을 유감없이 시도하고 있다. 

Formula의 new edge style을 영향받았으며 aerodynamic한 shape로 0.20의 cd 값은 

얻기도 했다.

C-108

GHIA "SAETTA" - 1996년, 미국

미국의 FORD사가 1996년 GHIA designed 함께 개발한 2seat의 SUV이다.

soft한 곡률과 aerodynamic한 form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더욱 advance하고 

functional적인 package를 지향한 niche product model이다. geomeEcaU한 line의 

사용과 함께 metallic blue오｝ silver color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C-109

MERCEDES-BENZ "AA VISION" - 1996년 독일

독일의 MB사가 V.S MARKET으로 개발한 4x4 SUV이며, all-wheel-drive system 

을 갖추고 있다. 특히 rear tailgate쪽에 spare tire를 포함시켜 design적 인 요소를 

많이 첨가시켰다.

C-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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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TT〃 - 1996년 독일

독일 AUDI사가 1996년에 small car 로 제작한 120마력의 four-wheel drive. 최고속 

도 225Km/h 0-100Km/h.s는 8초이다. 많은 관심과 홍미를 유발시킨 dynamic style 

의 AUDI 丁丁는 fresh하고 modem한 coupe의 느낌을 주었다. 전체적인 proportion 

의 균형이 결핍된 모습이나 bio-design적인 shape을 지니고 있다.

C-111

FORD "TAURUS" / MERCURY "SABLE" -1996년 , 미국

미국의 FORD사가 1996년 개발 완료한 3000cc급 sedan이다. lamp의 형상에 따라 

TAURUS와 SABLE로 이원화하였다. 기존 TAURUS보다 약간 upscale했으며, 

rear deck가 조금 더 길다. 또한 같은 belt line 이지만, rear door 윗 쪽 부분과 

backlight shape이 다르게 design 되었다.

C-112

AUDI 〃A6〃 - 1997년, 독일

독일 AUDI사가 1997년에 양산한 A6 2.8은 최고속력 236Km/h이며, 

0->100Km/h.s는 8초이다. 자유로운 idia sketch에서 출발하여 more compact하고 

soft한 surface# 강조하며 design하였다. side view에서 보면 coupe와 엇비슷한 

proportion을 취하고 있어 speedy한 feeling을 보여주고 있다.

C-113

MERCEDES-BENZ "A-CLASS" - 1997년, 독일

독일의 M.B가 1997년에 3가지 모델로 개발한 (A.140, A.160, A170) 최고속도 

182(A.16O)이고, 100Km/h.s는 10.8을 기록했다. Geneva motor show에 출품되어 

가장 인기를 모았으며, concept과 structure, 그리고 design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ROAD-test 중에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그 문제점을 보안한 뒤 우리에게 

다시금 손 보일 것 같다.

C-114

MERCEDES-BENZ 〃F300 LIFE-JET,Z - 1997, 독일

독일의 MB가 1997년에 개발한 3 wheel에 2 seat sport limited utility

v산血le(SLUV)이다. lOOKm 순간 가속도도 7.7초이고, 최고속도는 211Km/h이며, 

dynamic 한 motorcycle의 proto type 이다. F300에서 “F'는 Future, Fun, 

Fascination등을 의미하며, side view는 A-Class와 유사한 styling을 하고 있다. 

ATC(Active Tilt Control) sensor를 달아 comering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cockpit-type의 interior와 가죽 seat, leds tail lamp의 turn signal 

lights로 장식되었다.

C-115

VOLVO "C70〃 - 1997년, 스웨덴

스웨덴의 VOLVO사가 1997년에 양산한 C70은 coupe type으로 개발되었다. 

전통적인 VOLVO의 design적 요소를 지키면서 simple하고 간결하게 design되었 

으며, “C70 convertible"까지 젊은 층을 target으로 선보였다. Detroit motor show에 

출시시켜 new marketing의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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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6

MERCEDES-BENZ 〃CLK〃 - 1997년, 독일

독일의 MB가 1997년에 개발한 coupe이다. 3加의 경우 최고속 240Km/h이며, 

OTOOKm/h.s는 9.9초이다. C-Qass를 base로 하여 만든 E-Class coupe라 할 수 

있으며, strong edge와 타원형의 headlight가 인상적 이다. Sporty한 느낌을 주기 

위해 16-inch wheel과 낮고 넓은 suspension으로 setting 되어 더욱 powerful하고 

dynamic한 느낌을 준다..

C-117

LINCOIN SENTINEL CHIA - 1997년, 미국

미국의 FORD사가 1996-1997 design 했으며, new edge concept으로 처 리 했다.

Los Angeles auto 아low에 출품되었으며, luxury하고 이egance한 surface오｝ line으로 

짜임새있게 design 되었다. new edge style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design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C-118

FORD "TREMOR： - 1997년, 미국

미국 FORD 사가 HYBRID WAGON으로 1997년 개발한 SUV concept model이다. 

최고 속력 140mpH이며, 70mpH까지 도달시간은 5초이다.

Thunderbird의 rear suspension을 적용시켰으며, SUV 스포츠카의 성능을 완벽히 

소화시키고 있다.

C-119

AUDI 〃A12〃 - 1997년, 독일

독일 AUDI사가 1997년에 concept으로 선보인 A12는 compact sedan이다. round 

shape에서 new edge-style로 넘어가는 design적 흐름을 “A12"가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으며, 앞으로 4WD type의 sedan과 RV개념의 wagon sedan0] 강세를 보일 

것 같다,

C-120

BENZ + SMH사의 “MCC SMART" - 1997년 독일

MERCEDES BEN451%)와 SMH(49%)의 참여로 개발된 smart mini car이다. rear 

쪽에 engine을 배치시켜 충돌을 대비한 안전성에도 만족하고 있다. mono volume 

structure의 형상으로 driver와 passenger 모두 airbag 장착되어 있으며 body color 

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조로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C-121

MERCEDES-BENZ 〃F300 LIFT-JET"

독일의 MB사가 1997년에 개발한 3wheel에 2 seat sport limited utility vihicle 

(SLUV)이다. lOOKm 순간 가속도도 7.7초이고, 최고속도는 211Km/h이며, dynamic 

한 motorcycle의 proto type이다. F300에서 “F"는 Furture, Fun, Fascination들을 의 

미하며, side view는 A-Class와 유사한 styling을 하고 있다. ATC(Active Tilt 

Control) sensoi를 달아 cornering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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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kpit-type의 interioi와 가죽 seat, leds tail lamp의 turn signal lights로 장식되었 

다.

C-122

최무성 3형제 시발 자동차' - 1955년, 한국
미국 Jeep를 개조하여 우리손으로 만든%ngine을 얹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승용차이 다.

최초로 우리 이름을 달고 다닌 이 승용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C-123

DAEWOO 〃새나라“ - 1962년, 한국

배기량이 l,200cc급인 닛산 블루버드 Engine을 실었다. 총 생산대수가 2,700여대에 

달했으며, 수동 4단과 승차정원 5명의 Seat배열이 현재와 유사하다. Bumper와 

Mold'G 부위가 모두 크롬 재질로 만들어져있으며, 원형 head Lamp가 인상적이다.

C-124

DAEWOO 〃 CORDOVA" - 1966년, 한국

1.3 GSL engine0] l,323cc급 4Door sedan이며, 총 44,248대를 신진자동차 공업에서 

생산하였다. large grill과 한쌍의 원형 headlamp가 돋보이는 Design이다

C-125

HYUNDAI "CORTINA" - 1968년, 한국

총 생산대수가 9,290대로 l,597cc급 배기량을 지닌 4DR Sedan이다. 크롬

Mold'G을 절제하면서 Edge style의 Body section0] simple하고 clean하게 처리 

되었다.

C-126

DAEWOO "RECORD 1900〃 - 1973년, 한국

GM KOREA에서 총 4,178대가 생산된 102마력의 l,897cc급 4DR Sedan이다.

Soft-Top Type의 Roof와 colorful한 색조가 크롬 Mold'G과 잘 조화된 MODEL 

이다

C-127

KIA BRISA" - 1974년 , 한국

수냉 직렬 4기통 162마력의 engine과 985cc급 배기량을 갖춘 4Door Sedan이다. 

Simple한 Body흐름과 out-side mirror가 Hood앞에 위치한 것이 요즘과 차이가 

있다.

C-128

DAEWOO "GEMTNI" - 1977년, 한국

배기량이 l,492cc의 102마력 engine을 탑재하였으며, 총18,900대를 새한 자동차에서 

생산하였다. GM KOREA에서 만든 RECORD 1900과 유사한 package를 하고있으나 

R/Grill과 Headlamp 일체형화 한 것이 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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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9

HYUNDAI "CORTINA M-IV〃 - 1977년, 한국

배기량이 l,593cc급인 4DR Sedan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Hood Mask가 인상적이며, 

총 14,278대를 생산하였다. clean하고 simple한 body surface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된 크롬 장식이 높이 평가된다.

C-130 .

HYUNDAI " PONY - 1982년, 한국

1.4 GSL engine과 l,439cc급 배기 량을 가진 4DR Hatchback sedan이다. 국내 최초 

수줄 model이며 총 363,598대를 생산하였다. simple한 edge-line과 절제된 design 

으로 최연장 인기 차종이었다.

C-131

DAEWOO 〃MAPSY〃 - 1983년, 한국

85마력의 engine과 l,492cc급 배기량을 가졌으며 총 7,0이대를 생산하였다.

점차 크롬 Mold'G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커다란 Grille과 headlamp와 일체화 시킨 

T/signal lamp가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함을 보여준다.

C-132

DAEWOO "PRINCE" - 1983년, 한국

128마력 engine과 l,979cc급 배기 량을 가진 4DR Sedan이다. 변속기는 수동 4단과 

자동3단이 있으며 총 7,001대를 생산하였다. 또한 지금의 New prince의 원형이 

되었으며, 2등분된 R/GriUe이 처음 선보였다.

C-133

SSANGYONG "KORANDO" - 1983년, 한국

DC23 engine의 72마력과 배기량 2,238cc를 지닌 정통 Jeep이다. 파생차종으로 

Soft-Top RSH-4와 Long Body 9인승 Jeep이 있다. 단종된 Model이지만 아직까지 

40대의 젊은 층이 많이 몰고 다닌다.

C-134

HYUNDAI "STELLAR" - 1983년, 한국

G4cM의 engine과 l,796cc급 배기 량을 가진 중형 4DR sedan이다. 국내 최장기간 

（14년）판매 model로써 총 438,317대가 생산되었다. 전형적인 sedan style의 edge 

아iape과 넓은 space, 승차감등이 우수하여 많은 인기를 모았다.

C-135

HYUNDAI "PRESTO" - 1985년, 한국

1.5 FX engine과 l,468cc급 배기량을 가진 준중형 sedan이다. 수동 5단과 자동3단의 

변속기와 1.3GX/l,298cc급 파종차종이 있으며 총545,457대를 생산하였다. 그 후 

full-사iange되어 “EXCEL〃이 등장하게 되었다.

C-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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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SONATA" - 1985년, 한국

G4cM의 engine과 l,796cc급 배기량을가진 중형 sedan이다. 수동5단과 자동4단의 

변속장치를 갖추고 총 26,369대를 생산하였다. SONATA series의 원형이며, 중류층 

소비자들에게 좋은 image를 남겼다.

C-137

HYUNDAI "GRANDEUR" - 1986년, 한국

G6AT engine과 배기 량이 1,斯以:급인 대형 sedan이다. 수동 5단과 자동 4단의 

변속기를 가졌으며, 총 95,781대를 생산하였다. 대형차다운 large R/Grille과 

headlamp, 넓은 실내공간과 안정성 및 주행성이 우수하여 관용차로 많이 사용 

되었다.

C-138

SSANGYONG "FAMILY" - 1988년, 한국

XD3P/79마력 engine과 2,498cc의 배기량을 얹었다. 파생차종으로는 DC23/72마력의 

2,238cc급 RSH와 DC23/72마력의 VAN이 있다.

Edge style을 강조하고 넓은 실내공간과 안정성이 탁월하여 인기가 많았다.

C-139

DAEWOO 〃 ESPERO" - 1990년, 한국

이태리 BERTONE7} 디자인 한 대우의 최초 고유 모델로서, 1.5DOHC, 1.5SOHC, 

2.0SOHC의 3가지 engine type이 있으며 기존 Sedan과 많은 Design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reen-house 의 C-pillar 부위가 모두 Glass처리되어 개방감과 

speed감을 더해주며, flat한 Hood section과 Body surface가 fresh하게 느껴진다.

C-140

HYUNDAI "ELANTRA" - 1990년, 한국

G4CN engine과 l,468cc 배기량을 지닌 4DR sedan이다. 수동 5단과 자동 4단의 

변속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총 949,439대를 생산한 최대 인기차종이다. 굵은 round 

아iape의 design으로 소비층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

C-141

KIA "ROCSTA" - 1991년, 한국

F8 engine과 배기량 l,788cc급인 아iort body open-top이다. KORANDO와 치열한 

경쟁을 한 Jeep이지만 경제성과 기동성이 우수하여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후 “RZ'로 modify되어 정통 Jeep의 맥을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다.

C-142

DAEWOO 〃TICO〃- 1991년, 한국

총 생산대수가 330,861대를 육박한 최초 MINI 소형자동차로 요즘 IMF한파 이후 

급속히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5DR HATCHBACK style을 지닌 TICO는 주행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며 1998년 3월경 “마티즈로 Full-Change up되어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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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3

HYUNDAI "NEW GRANDEUR” - 1992년, 한국

V6 engine의 3,496cc급 배기량을 가진 대형 4DR sedan이다. fuzzy 제어 자동 

4단의 변속장치와 함께 총 138,759대를 생산하였다. edge style에서 round volume0] 

많이 접목된 design이며 대형 sedan의 기수가 되었으나 쌍용의 CHAIRMAN이후 

판매대수가 급속히 감소되었다.

C-144 .

SSANGYONG "MUSSO" - 1993년 , 한국

OM662/95마력의 고급Jeep형 승용차이며 배기 량이 2874cc의 Auto T/M 4단을 

갖추었다. M104E32/220마력의 3,199cc급 IL6 3200인 500Limited 차종과 

M601E201/136마력의 l,998cc급 DOHC이 있다. 세련된 body line과 안전성이 

뛰어나 4WD급 최고급 Model로 손색이 없다.

C-145

KIA 'SPORTAGE" - 1993년, 한국

DOHC/139마력의 l,998cc급 engine을 실었다. 그 후, 2.0터보인터쿨러와 2-Door 

short Body hard-Top, 그리고 4-Door wagon을 유사차종으로 내놓았다. Round 

Type의 section과 승차감이 탁월해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C-146

HYUNDAI "SONATA - 1993년, 한국

G4CP engine과 l,796cc급 배기량을 갖춘 4DR sedan이다. 수동 5단과 자동4단의 

변속장치가 있으며 총 550,312대를 생산하였다. SONATA series의 2번째 

model로써 round shape과 volume, body mould'g이 simple해졌다.

C-147

HYUNDAI "ACCENT" - 1994년, 한국

국내최초 100% 독자기술로 생산된 ACCENT는 l,495cc의 “G4FK〃 engine을 

탑재하였으며, 3DR, 4DR, 5DR등이 있다. 소형차 답지않은 넓은 공간과 날렵한 

image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았다.

C-148

HYUNDAI “AVANTE” - 1995년, 한국

부드러운 곡선과 풍만한 volume을 마음껏 살린 AVANTE는 edge-style에서 

round-shape type으로 변해가는 design적 life-cycle를 잘 나타내 주고있다.

l,495cc의 배기량을 탑재하였으며, 그후 5DR wagon style의 

“AVANTE TOURING〃으로도 출시되었다.

C-149

HYUNDAI "DYNASTY” - 1996년, 한국

GRANDEUR 이후의 최고급 대형차라 할 수 있으며, 3,496cc의 배기량과

V6 engine을 탑재하였다. hood mask가 예전과는 달리 색다른 style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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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

HYUNDAI "TIBURON"- 1996년, 한국

1990년에 발표된 2DR coupe "SCOUPE〃의 후속 model로써 l,975cc의 배기 량을 

지닌 'sport-coupe'이다. concept car "HCD'series를 제작하면서 축적된 많은 

노하우가 응집되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자동차 경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이싱계에 적지 않은 활력소을 불러 일으켰다.

C-151

HYUNDAI "SONATA IIP - 1996년, 한국

SONATA 시리즈의 최종 MODEL이며, l,796cc의 배기량을 가진 4DR 중형 

sedan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R/Grille 과 bumper 일체형의 front mask가 

unique한 느낌을 주어 fresh한 feeling을 주었다.

C-152

DAEWOO 〃LAN0S〃- 1996년, 한국

E-TEC engine의 110마럭을 지녔으며 l,498cc급 배기량을 얹었다. 수동 5단과 

자동 4단의 변속기를 달았으며 HATCHBACK Style의 로미오와 쥴리엣의 파생 

차종이 있다. all-round Type의 Body section, 패밀리풍의 R/Grille의 시도가 

색다르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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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가치변화 위탁연구 종합

C.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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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1） 가구의 기원（역사 이후 - 1850）

< 고대〉

인류 역사상 가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가구가 최초 

로 제작된 것은 '스코트랜드 오크니 제도Orkney Islands）'의' 스크라 브래（Skra Brae）'에서 발굴된 신 

석기 시대의 주거지에 있던 의자와 침대가 통합된 가구를 최초의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의 

발생은 인간이 일정 지역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그 거주 공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 

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구가 제작, 실용화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지에르 렉마이어（Vizier Rekhmire）'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에 노예들이 가구를 제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국가의 형 

성 이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가구의 발생과 유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 

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보다 나은 신체적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 가구를 제작하였다. 인간은 직립하며 상 

체를 두 다리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앉거나 드러눕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의자나 침대 또는 평상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농경 생활로 인해 인간이 일정 지역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점진적인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의식 

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와 기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장은 작업을, 음식을 담는 그릇은 

식탁 또는 찬장을, 일상 용품이나 식량, 의복 등은 수납 기능의 상자나 함, 장롱을, 문자의 발달은 문방 

구를 두는 책상과 탁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로, 특별한 범주의 가구로는 상징적이거나 의식적（儀式的）인 의미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왕 

권을 과시하거나 신성한 절대자의 힘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의미는 강조된 반 

면, 일상생활의 편리함이나 안락함과 관련된 가구의 기능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하게 되었다. 이 

러한 예는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의자와 중세의 제식용（祭式用） 가구 및 동양의 사찰 

（寺刹）이나 사당（祠堂어】서 사용하는 제기（祭器^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러한 제기에서 

파생된 양식（樣式）들이 일반 가구에도 적용되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는 오늘날까지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계층적 권위를 상징하며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로 이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의 상징성은 예술성과 결합하여 가구의 양식 또는 디자인의 특성이 되기도 한 

다.

인간이 농경 생활과 같은 정착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구는 의식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 

닌 생활 용품으로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구의 형성과 발달 과정은 좁은 의미로는 계급적 

분화가 일어난 역사 이후의 시대부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조형물（造形物）로서 건축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각 인종과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내재하고 있는 사상과 종교의 

역사적 전통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구의 양식은 어느 한 민족의 문화적 요인으로 

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적 요인을 흡수, 융화시켜 그 민족 특유의 미의식을 내포 

한 조형미로 창조,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형성, 발전은 역사적 • 문화적 요인 외에도 지리적인 영향과 기후 조건, 천연자원 등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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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가구는 시대별, 지역별, 계층별 특성에 따라 각 시대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형 예술품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복잡 

하지만 신중하게 디자인된 가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집트 문명은 관료적이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문명이었고 상류계급은 갖가지 복잡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정성껏 안락함 

을 추구했다. 이집트 문명은 또한 그 장례 습관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일상 용품을 보존한 문명이며 그 

래서 오늘날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집트 문명의 의자, 침대,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품 상자 

까지도 정상적인 사용과 보관 상태로서는 수 천년간 보존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재료로 만들 

어졌는데도 모두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 가구는 종종 사실적인 디테일을 양식화하거나 생략하는 일러스트레이 

션을 통하여（꽃병에 그려 넣어진 그림인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고대 로 

마 가구와 비슷하게 실례보다는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용 가능한 정보 자료로 상당히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고 우리들 자신의 몸가짐이 진보한 문명인들이 취하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몸 

가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식사할 때 우리는 의자에 똑바로 앉는 반면 로마 

인들은 비스듬히 드러눕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명들（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문명들）이 복잡한 가구를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현대 유럽의 

가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유래된 것은 아니다.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가구는 최소한에 그치는 원시 

상태로 되돌아가며 중세가 복잡하고 풍부한 문명으로 변모하면서 비로소 복합적이며 발전된 형태로 재 

출현하였다.

〈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의 가구 >

기능적이라 할 중세 가구는 단순한 등받이 없는 의자, 긴 의자, 수납용 상자, 그리고 침대에 국한되었 

다. 침대는 북유럽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 종종 방안의 움푹 들어간 곳（앨코브）속에 마련되었다. 

상자처럼 된 트렁크와 같은 장에는 아무 것이나 넣어 두었고 종종 앉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애초에 

는 주로 의식에서 높은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똑바로 앉도록 하기 위해 등받이와 

팔걸이를 마련한 상자 또는 장의 특별한 형태로서 출현했다. 현재까지 전하는 대부분의 중세 가구는 

귀족적이거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이루어 주었던 것들의 일부이며 정교하게 판각된 장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상 가구는 대체로 없어져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시대에 그려진 회화나 소묘로 미루어 

보면 일상 가구가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회귀했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의 간소한 이런 패턴에 덧붙여 몇 개의 독창적인 가구 종류（즉 접는 스툴과 의 

자）를 발전시켰다.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가구의 눈부신 혁신이 이루어지고 수량과 정교함이 증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의자와 제단의 장식이 아무리 정교해졌더라도 안락과 편이의 기본 조건은 상대적 

으로 원시적인 채 머물렀다.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면서, 특히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점이 개선되는데, 

대체로 복잡한 가구에서 신체적인 안락과 실용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발전이 있었다. 팔걸이가 있는 

소파나 장의자 같은 다양한 좌석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자 쿠션도 개선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서 

랍장, 책상, 필기대의 출현과 함께 점점 기능적인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 

술적 발전이 이루어짐과 때를 같이하여 외면적인 장식은 오래된 과거의 유물과 멀리 떨어진 이국의 양 

식을 모방하는 어떤 것으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전적 건축의 요소들이 가구에 도입되어 다양한 이국적 요소, 특히 “중국풍”과 결합되었는데 이것은 

여행의 증가와 교역 덕분으로 동양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명한 가구의 

“시대”는 골동품 수집가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풍적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당시 서구의 발전된 공예기술과 창의력에 결합될 수 있었다. 이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방식에서는 아무 

리 경탄할 만하더라도 유럽의 귀족계급을 위해 발달한 정교한 가구의 형태와 개념들은 현대 가구로 직 

접연결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중산계급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안락과 편이에 대한 고려와 덜 허 

식적인 시각적 표현이 결합된 보다 단순한 종류의 가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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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 초기의 미국 >

미국의 시작은 유럽에서 브루조아(중산층)이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프랑스와 

영국 귀족의 “고상한 스타일”보다는 종종 시민적인 전통에 더욱 가까웠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 

에서 광범위하게 제작되었던 윈저풍의 의자, 뉴잉글랜드의 실용적인 소나무 가구는 현대적 감각에서 

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능적이다. 불행하게도 “식민지풍”의 모방에 대한 유행이 사회 

의 지식층 계급의 등장과 함께 일반화된 귀족적인 스타일을 흉내내려는 경향을 띄었는데 대부분 성 

공하지 못하였다.

2) 산업 혁명의 등장과 현대 가구의 출현(1851 - 1930년)

< 산업혁명과 가구산업'의 등장 >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중반에 결실을 맺게된 과학, 발명, 기술 

의 눈부신 발전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용 가능한 철과 강철, 증기기관의 개발, 공장생산의 급격한 발전 

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새로운 공산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려는 “소비자대중”이 출현하였다.

장인에 의한 소규모 가구 제작소는 가구공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중세에서는 왕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정교한 가구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평민의 욕망은 이제 얼마든지 충족될 수가 있었다. 안락과 

정교함 , 쓸모없는 자질구레한 것들로 지나치게 꽉 들어찬 빅토리아 왕조 당시의 실내가 중산층의 생 

활 분위기가 되었으며 한편 부유층은 과거의 스타일을 점점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모방한 것을 찾았 

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현된 고딕식 성채, 프랑스식 성곽, 조지왕조풍의 저택은 또한 적절히 모방된 

스타일의 가구가 들어차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당시의 가구 공장이 취한 태도는 백화점 

가격으로 다량으로 “시대”를 생산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발명과 산업화의 힘은 새로운 종류의 가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동시 구시대 스 

타일의 모방에 대한 염증은 현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가구의 개발을 유 

도하였다.

< 미술공예운동과 가구: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

영국에서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그가 주도했던 '예술과 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이 기계식 공장생산을 통해 장식의 무차별적 복제와 모방에 열중하는 빅토리아조의 풍조를 

포기할 것을 제창했다. 모리스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본으로서, 스타일 상으로 반드시 아주 단순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공예솜씨와 그 솔직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 중세의 공예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예술과 공예”도 그 자체力 하나의 스타일이 되려는 경향이 있었고 공장 생산과의 

관계를 전혀 배제함으로써 산업사회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역할을 맡게 될 운명이었다. 사회 

는 미학과 우수성에 대한 모리스의 이상 보다는 공장생산에 의한 제품이 갖는 경제성을 선택하였다. 

이 운동은 그러나 후대의 디자이너들에게 강한 지적 영향을 끼쳐 이후 모너니즘 운동의 기원이 되었 

다.

< 신미술(아르누보, Art Nouveaue) 운동 >

유럽 대륙에서는 당시 생산품에 대한 유일한 접근방식이었던 과거의 모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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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으로서 또다른 종류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른바 신미술운동, '아르누보'(art nouveau)운 

동이다. '아르누보'(art nouveau) 라는 명칭은 건축, 그리고 가구를 포함하는 다른 모든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미학 원리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전통 미술 쪽으로 보다는 

자연으로 주의를 돌렸다.

벨기에인 앙리 방 드 벨드(Henry van de Velde)가 이 운동에서 가장 활약한 이론가였고 역시 같은 벨 

기에인 빅토르 오르따(Victor Horta), 프랑스인 엑토르 귀마르(Hector Guimard)도 비슷한 독창성을 지 

닌 작품으로 그에 가담하였다. 아르누보는 나무줄기와 잎 같은 식물형태에 모티브를 둔 물 흐르는 듯 

한 곡선형태의 스타일이었다. 주요작품이 건축적인 것이었지만 아르누보의 디자이너들은 가장 작은 디 

테일에 이르기까지 양식에 따라 일관성있게 디자인한 물건들로 가득찬 실내를 꾸며 그들의 건물을 완 

성시 켰다.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Antoni Goudi)의 작품에는 다른 아르누보 작품과 관련을 맺는 환상적인 

곡선형태의 가구가 종종 보인다. 그 반면에 세제션(Sezession, Secession)이라고 불리는 빈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요셉 호프만 (Josef Hoffmann)과 다른 멤버들은 아주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또다른 양식의 

아르누보를 완성하였다.

스콧트랜드의 챨스 레니 매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는 건축가였지만 또한 아주 독창적으로 

자기가 세운 건물의 인테리어(그리고 엄격하게 말하여 인테리어의 변경이라 해야 할 프로젝트들)를 다 

루면서 독특한 가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미국의 H.H•리챠드슨(Richardson)도 간혹 자신의 건축프로젝트를 위한 가구를 디자인했으며 가구에 대 

한 독자적인 관점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그의 제자인 프랭크 로 

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에 의해 계승되었다. 당시 다른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라이트는 자 

기의 혁신적인 건물 자신의 의도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 토네트의 실험과 가구 생산방식의 혁신〉

과거의 것에 대한 모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기술된 어 

떠한 운동이나 디자이너도 시대의 최대 관심사인 점점 증가되는 산업기술과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경 

우란 없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공장제에 의하여 생산된 가구는 미카엘 토네트(Micha이 Thonet)와 그 

의 형제들의 시도한 제품은 오늘날 잘알려진 예술과 디자인 “운동들” 과는 그다지 관련을 맺지 않았 

다.

토네트 형제는 나무를 곡선의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증기로 굽히는 기술, 그리고 의자를 비롯한 다른 

가구제품을 나사못으로 조립하여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테크 

닉은 재료를 절약했고 공장생산의 “생산방식”과 어울렸다. 생산 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것 

에 대한 모방을 배제했고 현대의 산업기술과 관계를 갖는 진정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촉진하 

였다. 벤트우드(bent wood)로 만든 가구는 당시의 “예술적”취향의 바깥세계에 있었지만 실용성을 성취 

했다.

실용성과 경제성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토네트 의자는 오늘날에도어디에서나 혼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네트의 많은 디자인이 이룬 창조적인 업적은 현대건축과 현대 디자인의 출현을 기 

다려야 하였다.

< 현대 가구의 등장 >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영향력은 1919년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바우하우스(Staatliches Bauhaus 

im Weimar)”라고 불리는 유명한 디자인 학교의 교장이라는 지적인 지도자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처 

음에는 도이췌 베르크분트'(Deuts사】e Werkbund)의 아이디어들, 네델란드의 '데 스틸(De Stijl)'운동과 

소련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로피우스 자신이 대표하는 건축 

에 대한 공장제 대량생산지향의 접근방법을 창조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조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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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학교로 평가 받는다.

'바우하우스'의 시설(특히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1925년에 세워진 데사우 소재 시립 바우하우스의 

새 건물)에는 완전한 설비가 갖추어진 작업장들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드로잉으로만이 아니 

라 다른 재료들 가운데서도 목재와 금속을 사용하여 재료와 생산기술과 관련한 디자인을 개발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가구는 건축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학생과 교수들에 

의해 매우 영향력이 큰 디자인이 많이 나왔다.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초기 작품은 나무를 재료로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가늘고 긴 조각 

(strips)과 평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데 스틸'의 작품, 특히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리트벨트의 디자인은 - 때때로 생각보다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안락함과 효용성 만큼 미적 효과를 의도한 조각형태로서 발전되었고, 그리고 몇몇 

디자인에서 밝은 원색을 사용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도형적인 감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브로이어의 가 

구는 금속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서 크게 변한다.

브로이어는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자전거에 사용되고 있는 관 모양의 강한 크롬합금의 관을 의자 프레 

임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1925년 처음 제작한 관 모양(steel t니bin山의 강철 안락의 

자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많은 찬탄을 받는 디자인으로 남아있다. 크롬관의 사용은 즉각 광범위 

하게 채택되어 현대가구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능률적인 공장생산 기술에 적합하며 비용이 드 

는 도구사용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없고 외견상으로든 실제로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가구에 사용된 

다. 크롬관의 사용은 현대의 소비자와 비평가들에게 “'바우하우스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지 

게 되었다.

1910년 베렌스 사무실에 나타난 제3의 건축가 미스 반 데어로헤 (Mies van der Rohe)또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 냈다. 르 코르뷔지에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가 설계하고있던 건물에 이 

용할 만한 적당한 가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구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이를 처 

리했다. 그가 관을 이용한 캔틸레버 의자를 제작한 것은 1926년이지만 1929년 바르셀로나 박람회의 독 

일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해 그가 디자인한 강철막대 프레임의 의자와 테이블이 얻은 명성속에 가려 

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자는 가죽쿠션을 받치고 있는 X형의 강철막대 프레임으로 되어있으며 

1920년대의 모든 가구디자인 가운데서 가장 찬탄을 받고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의자는 “공장생산된 둣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수공을 요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려우 

며 또한 그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고 안락함이나 효용성에서도 별달리 두드러지는 점이 없다. 그렇지 

만 이 디자인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현대디자인의 이상들에 대한 상징으로 만든 어떤 특별한 미적 우수 

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후 미스는 1930년 '바우하우스'의 교장이 되었고 그후 이 학교가 나치제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폐교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의 작품의 성격과 더불어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이 

반드시 연상되는 현대 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독일의 특별한 공헌의 일부를 느끼고 있다.

한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도 그의 건물에 알맞는 가구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피에르 쟌네 

레(Pierre Jeanneret)와 샬로트 페리 앙(Charlotte Peniand)과 더불어 효용이 탁월하면서 또한 공장생산 

과 관계되는 표현에도 관념을 우선시키는 것과 함께 크롬 철판과 같은 “현대적인 부자재”를 사용하는 

많은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3)가구의 시대, 1931년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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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형(streamline style)와 아르데코(Art Deco) >

1933년의 시카고 박람회는 때로는 기계적이기도 하나 때로는 그 근원이 스타일상 “아르데코(art deco)” 

- 1920년대의 프랑스 장식미술운동(French Arts Decorative)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 운동에서는 “현대 

적” 이라고 불린 둥글린 코너와 지그재그형의 번개 모양을 자주 다루었다. - 라고 알려지고 있는 엄격 

한 장식적인 경향과 더욱 관계가 깊은 “유선형을 살리는 현대적인” 어프로취의 진열장이 되었다. 구부 

러진 크롬 관과 같은 '바우하우스가 이루어 놓은 요소들은 자동화된 유선형과 결합하여 미국의 몇몇 

회사를 위해 길버트 로드(Gilbert Rohde)가 디자인한 가구와 같은 제품들에 하나의 현대적인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

좀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대 가구는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의 핀란드 관에 '아르텍'(Artek)이라고 불 

리는 회사에 의해 판매된 약간의 합판 가구였다. 이 가구는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과 아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는 아이디어들을 탐 

구했으나 기본 구조가 되는 재료로는 금속관 보다는 그의 고국의 산림에서 나는 자작나무를 사용했다. 

이 나무는 전통적인 생나무가 아니라 몰딩에 의해 구부려진 나무 조각(strips)과 판(sheets)으로 이루어 

진 합판이었기 때문에 전부 공장 생산을 거친 것이었다.

알토는 그의 스타일을 핀란드와 나무에 대한 애착심에서 유추하였다고 한다. 그의 디자인은 기계적인 

수단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창의력 있는 형태,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 구별되는 목재를 다루는 유능한 

솜씨를 보여준다. 현대적 양식의 이 가구는 값싼 비용으로도 제작되었고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고 우아 

했으며 시대의 유행을 초월했다. 이는 그가 30년 이상 곡목(bent wood)을 이용한 가구를 연구하였으며 

재료를 유기적으로 이용한 형태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 전문 디자이너의 등장 >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 

으며 라이트가 제시한 방향들도 대체로 무시당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전통적인 재현”이 1930년대까 

지 그랜드 래피즈(미국의 대부분의 가구 공장들이 이곳에 있었다)의 상업적 표어가 되었다.

대공황 시대에 가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이라는 “새로운 작어'의 출현으로 변화의 

전기를 맞는다.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는 유럽의 현대 건축가들보다 덜 이론적이었고 덜 이상 

적이었다. 그들은 원리원칙과 이념보다는 새로운 양식, 바로 기체 역학이라는 당시의 최신 기술을 상징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안해낸다. 오늘날 “유선형화(化)”라는 아이디어와 관계를 갖는 하나의 “스타일” 

이 그것으로, 유선형은 신제품에 첨단 기술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지 

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욕구를 촉발시는데 중점을 둔 조형적 조작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당시의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자 직업적인 산업디자이너는 산업화된 세계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작 

업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많은 제품(인공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물건을 갖는 것이 더 이상 

세련된 안목을 지닌 부자의 특권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기술발전과 생산성 혁신에 힘입어 점차 '모양 

을 의식한 상품들이 대중 시장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바꿔 버리기 시작했다

상품의 대량생산과 '디자인을 의식하는' 시장 부문의 확장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모가 이처럼 극적 

으로 변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모두가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공학적인 변화들과 관련된 

다.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전에는 생활 필수품 이상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 

을 갖지 못했던 사회집단들의 부가 늘어난 것이었는데, 이는 다른 한편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고를 늘리게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공학적 수단들을 찾아내도록 했다. 그 수단들 중 

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재료의 활용, 특히 새로운 금속(그리고 그 합금)과 플라스틱의 활용이었다.

< 가구산업의 성립과 전문 가구 디자이너 >

가구 생산이 일반적으로 아주 위축되었던 전시(戰時)에 HG.놀'(KnoD)사에서는 코펜하겐에서 가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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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과 공예를 공부한 덴마크 출신의 젠스 리좀(Jens Risom)가 개발한 몇몇 디자인이 생산되기 시작했 

다. 이 디자인은 좌석 부분의 캔버스로 된 가장자리 webbing을 지탱하기 위해 견고한 자작나무로 된 

단순한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그에 덧붙여 단순하고 직접적인 테이블과 수납용 유니트도 전시의 결핍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생산 판매되었다. 이를 계기로 '놀'사는 훌륭한 현대 가구를 제작하고 

해외의 가구를 수입하는 주요 회사로 성장한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전쟁 전 길버트 로드(Gilbert Rohd切의 디자인을 제품화하였던 미시건 

소재의，허먼 밀러'(Herman Miller)회사는 조지 넬슨(George Nelson)4 헨리 라이트(Henry 

Wright)가 제안한 “정리 보관용 벽(Storagewall)”이라는 현대적인 수납장 시스템을 생산했다 

(1944년). 이 디자인은 단기간 내에 제한 생산되었을 뿐이었지만 그것이 갖는 이점을 확신한 

'허먼 밀러'의 중역진은 넬슨을 회사의 디자인 부장으로 임명했다. 전후 최초의 '밀러가구는

미국에서 서% 드여지기 시직 의 저

1949년에 나타난 BSC(Basic Storage ComDon6nts)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넬슨의 수납장 콘 

셉트를 제품화한 것이었다. 아틀리에와 같은 넬슨의 사무실에는 그후 여러 해 동안 많은 창 

조적인 가구 디자이너들이 모여들었으며 디자인이 뛰어난 최초의 사무실용 가구를 포함하여 

우수한 현대 가구를 폭넓고 다양하게 생산하였다.

챨스 임즈(Charles Eames)의 디자인을 '허먼 밀러'회사에 소개한 것도 넬슨이 현대 가구에 끼친 중요 

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임즈가 디자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940년 혀대 미술관'(Museum of 

Modem Art)에서 주최한 “가정용 가구의 유기적 디자인”이라는 현상모집에 이로 사리넨(Eero 

Saarinen)과 더불어 일등상을 수상했을 때 였다. 임즈와 사리넨이 출품한 것 가운데는 강철 다리로 지 

탱되는 조각과 갇은 조가비 모양을 사용하고 몰딩된 합판으로 만든 의자와 모듈화된 수납 케이스로 이 

루어지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가비 모양의 복잡한 곡선을 몰딩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 

은 제품화되지 못하였으나 임즈와 그의 부인 레이는 다른 관계되는 의자 디자인들에서 연구를 계속 하 

였고 결국 1946년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태를 개발해 냈다. (미국 해군의 의뢰를 받아 몰딩된 합판에 

대하여 일한 것이 - 부목 둥은 보통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 가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즈에게 많 

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로 나온 의자 디자인은 잠시 '에번스 프로덕츠 컴퍼니'(Evans Products Co.) 

에서 제품화되었다가 '허먼 밀러，에 넘어갔다) 이 의자들(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테이블과 수납장 유니 

트)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전시되었을 때 넬슨은 이들을 '허먼 밀러'에서 제품화하도록 촉구하여 

그에 따라 임즈부부와 '밀러'사 사이의 오랜 생산적인 제휴가 시작되었다. 원형의 몰딩된 의자와 유사 

어 보강한 플라스틱-화이버글라스(fiber glass)로 복잡한 커브의 조가비 모양을 몰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화가 이루어졌다.

사리넨의 주요 활동은 건축이었으나 때로는 그 '미술관'의 현상모집에 출품했던 자기의 가구 콘셉트들 

을 다루어 보기도 하였으며 결국 그 자신의 조가비 형태의 의자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놀'사에 의해 제 

작 판매되고 있다. 이 회사는 1951년 제품화된 그와 비슷한 몇몇 디자인을 위하여 임즈와 함께 일하였 

던 조각가이자 디자이너인 해리 버토이어 (Harry Bertoia)가 개발한 청시 프레임 구조로 된 의자도 제 

작하였다.

세기 중엽 이태리가 누린 디자인 명성은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엘리트를 위하여 정교한 물품들 

을 제공했던 소수자를 위한 미학의 발달에 기초를 두었다. 종전 직후 이태리는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중요한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거기서 디자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했다.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처럼 이태리는 전쟁 전의 근대 디자인 운동에 결부되어 있는 엄격한 철 

학과 형식들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 내에서의 디자인의 상징적 역할을 더 의식하는, 보다 표현적인 미 

학을 전개시켰다. 이태리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급작스레 출현하게 된 데에는 새로운 생산 기계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벌어진 급속한 전후의 산업화에서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이태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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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의 곡선은 이태리가 전후 미국에서 수입한 유선형 양식 결과였던 동시에. 전전의 파시즘과 같은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다. 새로운 미학은 현대주의 건축의 사각형과 입방체보다는 한스 아르프, 호안 미 

로,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같은 작가들의 유기적 조각을 취하기도 했다.

이태리 디자인이 1945년 이후 돌연 세력을 얻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신세대 디자이너의 출현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비코 마지스트레띠(Vico Magistretti), 에토레 솟싸스(Ettore Sottsass), 아낄레와 삐에 

르 쟈코모 카스띨리오니 (Achille and Pier Giacomo Castiglioni),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등이 유 

명하다. 이들은 모두 1930년대의 합리주의 전통 속에서 건축가로서 훈련받아 왔지만 전후에는 실직 상 

태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 밀라노의 유한 고객을 위해 일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굳혔히는 과정에서 명성을 획득했다.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이태리 디자이너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구 디자인으로 쉽게 전업하였고,

기류에서 성취된 미학의 여운을 풍기는 새로운 가구 미학을 발전시켰다. 소비자용 기계의 특징이었던 

유기적 미학이 얼마 안가서 새로운 소재, 특히 가구용 합판과 플라스틱 포움(foam)의 도움으로 가구 

디자인에서 나타나게 된다. 토리노의 디자이너 카를로 몰리노(Carlo Mollino)의 과장된 '유선형의 초현 

실적인'형식이 한쪽의 극단이었다면, 곡목 합판으로 만든 무수한 작은 의자들이 다른 쪽의 극단이었 

다. 이를테면 아르플렉스(Arflex)사를 위한 자누소의 '레이디' 안락의자나 테크노(Tecno)사를 위한 오스 

발도 보르사니(Osvaldo Borsani)의 등받이 의자에서는 포움 채우기가 이용되었다. 50년대 말에 수많은 

책상. 테이블. 의자들이 울퉁불퉁 자라기 시작하여 후기 초현실주의 조각의 아메바형음 닮게 되었다.

< 팝디자인 운동 >

50년대 말에 잘 확립된 더 부유한 시장으로 인해 - 여성들도 예전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독립적이 

되어 가정 제품에 관한 한 더욱 막대한 시장을 구성하게 되었다. - 이제는 대중 스타일(popular 

style)뿐만 아니라 대량의 스타일(mass style)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산업화된 사회가 더욱 부유해지고 분화되어, 그 한 결과로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 기간은 

또한 일련의 딱딱하고 고정된 법칙들에 의존하는 전쟁 전의 단일화된 기능주의 디자인 철학에 종말 

의 종소리가 울린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디자인과 스타일에 대한 보다 절충적이고 개방적인 시도 

의 시작을 열었는데, '일회용의 윤리를 환영하였으며 장기적 수요보다는 단기적 수요를 충족시키려 

는 '물건에 대한 상징적 적절함의 개념 또한 받아들였다. 스타일에 대한 상업적 적절함이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재는 현대 사회와 과거 모두에서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팝 디자인 운동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나 다른 국제적 중심가들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모더니즘 

운동이 물려준 디자인에 대한 고루한 개념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디자이너들의 행복한 결합에서 비 

롯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젊고 부유한 시장이 출현하여 대중문화와 관련된 상품에 기꺼이 투자하려 

하였고, 디자이너를 기꺼이 고용하고 그 시장을 이용하려는 소매 상인들과 기회 업자들과 제조업자 

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처음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모성과 상징을 강조하는 임 

시방편적인 운동을 낳았고 엄격한 형태나 실용성에의 강조를 거부하였다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고 물리적 지속성과 연관이 있는 점 때문에 가구는 대중 윤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디었다. 50년 

대 후반, 세계는 20년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생활 장소가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용품 

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했고 디자인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양상이 되었다. 이는 동시대 문 

화의 일부이며 '즉석 생활양식，의 가치를 전달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함을 뜻했다.

50년대 중반에 이르자 이태리의 디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함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세계 

무역에서 특수한 역할을 스스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국제적인 통념이 생겨났다.

50년대 말에 이르면서 50년대 초 젊은 시절의 열기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좀더 침착하고 보다 정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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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와 형식의 혼합이 이를 대체하였다. 이 시기는 칙(chic), 즉 조각적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주조된 의자의 시기였으며, 그 당시의 중요한 디자이너들-그들 가운데는 마지스트레티(카씨나社), 자누 

소(카르텔社), 그리고 조 콜롬보(Jo Colombo)같은 디자이너들이 있다-이 프로젝트에 가담하여 진취적 

으로 현대적인, 밝게 채색되고 미묘한 곡선을 지닌 각종 의자들을 생산했다. 그러나 60년대가 되자 가 

구도 결국은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들이 나옴으로써 가구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영 

원히 바꾸어 놓았다. 50년대 초의 트리엔날레들은 이태리 디자인의 진열장 구실을 하면서 여타의 세계 

에 대해 대단히 자신 넘친 상을 보여주었다.

전후 이태리의 성공을 위한 공식 중에서 세 번째 요소는 수많은 제조 산업이 디자인에 대해 갖는 개념 

의 적확성 이었다. 제품 회사인 올리베티사와 브리온베가(Brionvega)社. 가구 제조 회사인 아르플렉스. 

카씨나. 테크노. 아르테미데(Artemide)社. 그리고 합성수지 회사인 카르텔社가 가장 중요한 회사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완벽한 후원 체계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못했을 

지 모른다. 어떤 회사들 - 아르플렉스, 테크노, 카르텔 - 은 디자이너들 자신이 이끌기도 했는데, 필연 

적으로 현대 디자인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주요한 의무로 보게 되었다.

2) 1961 - 현재

< 60년대, 전환기의 디자인 >

1960년대는 대중문화의 폭발과 스타일의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지배한 시기였으며 한편 

단순한 스타일의 재미 이상의 어떤 소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 

대 말이 되면서 이전의 낙관주의는 운명적인 경제 현실에 대한 점진적 인식으로 대체되었다. 70년 

대 초반의 유류 파동이 이러한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고, 몇 년 내에 60년대의 유희 지향적 분위기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우주 실험과 기술 신장이 처음에는 모든 사회악에 

대한 치유책으로 보여졌지만, 차츰 미래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시각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가구의 새얼굴들이 주로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의 '주생활(Habitat)'상점을 중개 

소로 하여 일반 대중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 상점은 1964년에 풀햄街에 처음 위치하였다가 후에 값 

싸고 밝은 가구와 젊은이 취향의 대중 시장을 겨냥한 가정 용품의 주요 판매구로 확장되었으며, 그 

특징은 단순한 모양과 밝은 색상에 있었다. 페인트칠을 한 가구에 에나멜 고리가 부착되었으며, 값 

싼 세라믹과 대담한 직물은 원래 스칸디나비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니트 도면이 실린 매우 잘 디자인되어 있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통해 조장된 해비텃 스타일 

은 직접 자기가 싱내를 꾸미는 이들(home maker)을 겨냥한 것이다. 이시기의 북유럽 스타일로 된 

가구도 상자에 포장되어 배달될 수 있어 집에서 조립하도록 되어 나왔다. 하고자하면 모든 룸 세팅 

을 우편으로 주문하여 꾸밀 수 있다. 해비텃 상점은 가정을 위한 모든 것 - 깡통 따개서부터 베갯 

잇, 조명등, 비품용 직물에 이르기까지 - 을 한 곳에 모아놓은 최초의 상점으로 여러 색상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노동자들이 단순하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스타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있다. 제품들의 특징은 밝고 단순하며 과장됨이 없고 온화한 이미지를 갖았는데 프랑스 

의 농가 부엌을 콘란식으로 해석한 원목으로 된 전통적인 형태의 의자. 항아리, 프라이 팬, 전시되는 

부엌세간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피터 머독(Peter Murdoch)의 점박이 무늬 종이 의자(사실은 섬유 판자로 만들어짐)와 같은 개인 

의 실험적 작품들은 일회용의 원리가 수명이 짧은 품목뿐만 아니라 가구같은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가구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의미있는 모양을 담은 다른 실험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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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길을 열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 맥스 클렌더닝(Max Clendenning)의 '단어 게임(jig-saw)'가구와 

로저 딘(Roger Dean)의 붉은 모피로 덮은 '부풀린 플라스틱 의자 등이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 

다. 즉 이시기에 너무나 강력한 대중과 일회용 문화라는 맥락에서 기능주의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어떤 새로운 미학 이론을 모색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그 

들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태리에서는 또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조 산업 내에서 그리고 진보된 자본주의와 소비와 

의 필수적인 동맹 하에서 논의하는 '대안적' 디자인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다. '급진적 디자인 

(Radical Design)','반디자인(Anti-Design)',또는역디자인(Counter-Design)'등의 이름이 붙여진 이 운 

동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및 과시적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 

되었다. 그것은 대중들의 기호 특징을 기본적 요소로 포용하는, 보다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하였다.

< 급진적 디자인과 반디자인, radical design and anti design >

급진적 디자인은 60년대 말에 최고조에 도달하였는데, 68학생 운동과 시기가 일치하는 이때, 그들 

주위에는 소비자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열렬한 대중들이 있었다. 그 대안적 환경을 위해 제시된 제 

안으로서 제작된 시각적 작품들은 전시회나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잡지 그 중에서도 특히〈인 In> 

과〈카사벨라 Casabella>등을 통해 선보였으나 실제로 실현된 계획은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슈 

퍼 스튜디오의 '꿈의 침대'는 단지 그 원형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주류파와 혁신적 디자인 사이의 

선은 비록 몇몇 회사들이 후자의 분야에 뛰어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보려 하긴 했지만 여전 

히 분명히 나뉘어진 채로 남아 있었다. 예를 들면 자놋타사가 '사코(Sacc。)'와 '풍선' 의자를 이 시기 

에 생산하였는데, 처음엔 공을 넣어서, 다음엔 투명한 플라스틱의 팽창 의자를 만들었다. 곧 뒤이어 

미국의 팝 조각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에 큰 영향을 받은 거대한 가죽 야구 장갑 모 

양의 속 채운(stuff)의자가 나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주류파와 혁신적 디자인이라는 두 영역간의 

통로는 막힌 채로 있었고, 이태리의 급진주의는 가구 생산의 주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후의 대량소비 주의는 어쩔 수 없이 새로움을 쫓아가느라고 어설프게 디자인에 손을 대기는 했 

지만,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생각을 거의 투여할 수가 없었다. 소비 

자들은 산업 제품에서 비타협적인 기능주의와 단순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맨해 

튼의 고층 건물 거주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표출되었는데, 이전의 상업 빌딩에서 살게 된 그들에게는 

그 당시의 주거용 가구들이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산업 

제품들이야말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산업(기계) 미학이 하이테크(high 丘h)란 이름으 

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볼트로 죈 앵글 철제 구조물처럼 가정 환경 내에서는 산업 미학이 너무 거칠다 

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물건의 외관은 종종 익살스런 색들을 사용하여 부드러워졌다. 그리 

하여 알루미늄 쓰레기통이 노란 원색으로 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이 모든 류의 디 

자인으로 확산되었고, 70년대 중엽 영국에서는 최초로 노출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었 

匸Mbrutalism의 출현).

그러한 한편, 많은 가구 제조자들은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이태리의 카씨나社 처럼 순수하게, 

네오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었지만 과거 바우하우스의 스타일의 깨끗한 선 

보다 더멋진 것이 나오진 못했다. 많은 디자인 회사나 제조업체들은 기능주의, 완벽한 단순성, 디테 

일의 제거라는 바우하우스의 가르침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팝 문화나 하이테크, 고대의 고전적 원천 등의 다양한 영향 하에서 몇몇 디자이너들은 '적올수 

록 더 좋다(Less is more)'라는 공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만한 최초의 혁명가는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투리(Robert Venturi)였는데. 그는 70년대 초반의 돌연히 '적을수록 따분하다(Less 

is a bore)'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새로운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서 종종 새로운 장식적 스타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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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었다. 그것은 간혹 터무니없는 장식주의의 의미도 갖고 있었으며, 장식회화나 장식공예의 부활 

과 그 진일보도 가져왔지만, 그것은 전원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사해동포주의적인 감각을 가진 것이 

었다. 이것은 당시 건축, 가구, 직물, 소비재에 영향을 주고 있던 포스트모던 운동의 한 줄기가 되 

어, 고도로 특화된 질로을 통하여 부유하고 견문이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이 내세우는 것은 생경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작업장에서 인간들을 대신하고 가정에까지 침투

다.

< 포스트모던 디자인 >

뉴욕에서 '뉴욕 5인방New York Five)'이라 불리는 건축가들 -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존 

헤즈덕 (khn Hejduk), 피터 아이젠맨(Peter Eisenman), 찰스 그와트메이 (Charles Gwathmey), 로버트 

시젤(Robert Siegel)등과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도 포함 - 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양식 

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단색이나 백색으로 된 것이었다.

196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에서 건축학을 강의해 왔던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70년대 중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상의 제양식을 조화롭게 절충시킨 데다 색채와 장식을 부가했다. 실험적 

방법은 1983년에 완성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기묘하게 생긴 퍼블릭 서비스 빌딩(Public 

Service Building)에서 절정을 보이는데, 이 건물이 그가 맡았던 최초의 방대한 건축이었다. 홍미롭 

게도 이것은 설화석고(雪花石膏:새하얗고 매끄러운 대리석의 일종)로 만들어지고 닫집모양의 차양을 

가진 투탄카멘의 성골함과 닮았다. 그가 디자인한 휴스턴에 있는 써너쇼룸(Sunar Showroom)은 한 

편으로는 임의로 잘려진 원주와 각진 수평구조로 된 모조품같은 기념비적 인테리어에다가, 이와 대 

조적인 수평면은 냉정하게 진정시키는 색채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는 또한 사적인 고객을 위해 

서 혹은 이태리의 멤피스 그룹의 사무실용으로 단일 품목으로서 생산되는 가구들 디자인하기도 했 

다. 그가 디자인한 가구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면, 위쪽이 무거운 나무판으로 된 탁자라든가 고 

급스럽게 옻칠된 대리석 무늬를 넣은 유형을 가졌든지, 아니면 계단식 기부에다 끝이 잘려 있고 홈 

이 패인 기둥을 가졌다.

대중적인 주제의 산실이 된 멤피스 가구사의 탄생을 주도한 일련의 사건들과 급진적인 운동, 그리고 

，악취미，(특히 이태리 지방의어］ 대한 고집스러운 평가는 홍미진진한 것들이며 이태리 디자인 산업이 

움직여 가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에토레 솟사쓰는 건축가로서 교육을 받았으나 

제도 교육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는 성격에다가 틀에 박힌 디자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건축 학업 

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드리아노 올리베티(Adriano Olivetti)와 친분이 있어 1980년대 초까 

지 15년 이상 많은 올리베티 전자제품을 디자인했다.

오랫동안 솟사쓰와 그의 밀라노 학회 친구들은 조형의 새로운 도해법을 찾고 있었고 그의 동료인 

알레싼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는 이태리 지방 부르즈와의 취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는 얇은 판자를 덧붙여 만든 칵테일 바라든가 플라스틱으로 장식된 의자같은 것들이 그 당시 일 

어나고 있는 현실, 가장 많이 보급된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멘디니는 스튜디오 알키미아 

(Studio Alchymia)에서 안드레아 브란지(AndrOa Branzi)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1978년 이곳에서 

멘디니와 솟사쓰가 전시회를 열었다. 그들은 여러 문화의 다른 요소들을 골라 그것들을 새로운 방법 

으로 종합시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물체의 장식을 위하여 그들은 '악취미'로부터 차용해 와서 

그 결과를 '현대의 인용'이라고 불렀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는 얇은 조각으로 된 플라스틱을 사용 

했는데, “그 딱딱한 마무리 표면 처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대신 감정은 장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태리의 라미네이트 회사인 아베트 라미나티(Abet Laminati)사가 그 

들이 원하는 재료를 충분히 소량으로 만들어 준비해 준 것이 그들의 계획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후 솟사쓰와 멘디니는 곧 알키미아를 떠나 가구상을 하는 친구에게로 가서 그들의 작품을 만들 

고 가구 전시실을 얻어 자신들의 작품을 밀라노에서 판매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1981년 1월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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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그해 9월 멤피스(Memphis)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여기서 내놓은 단일 품목 가구 컬렉션 

은 상업적인 성공은 솟사쓰 자신도 매우 놀랄 정도였다. 그는 ”멤피스가 둑을 부수는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다. 이제 멤피스는 가득한 홍수 속에서 전세계의 디자이너 

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즐겁고 다채롭고 매우 많이 모방되는 재미로서의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솟사쓰의 '카사블랑카(Casablanca)' 사이드보드(Side board)는 경사진 선반들로 되어 기능 

에 대한 모든 논리적 생각들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전시용 견본품들은 실제적으로 아무 기능도 

갖고 있지 않은 거대한 손잡이나 제멋대로 붙여진 다리 등과 같은 터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멤피스 그룹의 반.디자인적이고 반 기능주의적인 작업은 기존의 디자인 개념을 벗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운동과 함께 세기말 디자인의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라미네이트, 새로운 밴딩 기술, 라미네이트된 나무의 조합 등의 기술이 제공한 가능성들은 1940 

년대의 가구 디자이너들을 홍분시켰다.

또한 고무一특히 발포 고무一는 가구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금속 스프링 연결대용으로 이용 

될 수 있었다. 현대적인 가구는 고무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가구보다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술들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편리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유기적인 가구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번째 이유는 근대조각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의자는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음.)

1914년 이래로 헨리 가우디어 브제스카, 콘스탄틴 브랑쿠지, 장 아르프, 자크 립시츠, 바바라 헤프워스, 

헨리 무어와 같이 지적으로 존경받는 아방가르드 출신의 조각가들은 라운드 미학을 발전시켰다. 산업 

디자인의 一그래서 합리주의의一 극치는 항공산업이었는데 비행기의 형태 또한 유기적 형태를 따랐다. 

가구 디자이너들의 생태학적인 스타일링 실험은 한편으로는 조각을,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적 기술을 

모범으로 하였던 것이다.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미국적인 스타일은 특히 미국 기업들의 사무실 디자인에서 대단히 중요하 

였다.

사무 '스타일，의 특성은 편안한 색상, 밝음, 질서, 위생이었다. 그 스타일은 의자 커버나 커튼, 혹은 찬 

장의 판넬을 싸는 라미네이트의 단순한 패턴에 이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도한 패턴이나 장식없 

이 깨끗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현대회화나 적당한 수의 화분으로 장식되었다.

전쟁시기에는 대량생산을 위해 디자인된 단순하고 저렴한 가격의 가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유틸리티 퍼니처였다. 영국에서는 1954년까지 음식과 용구들의 보급이 계속되었고 전쟁동안 톱질할 때 

거친 모서리가 나는 낮은 품질의 하드보드가 이용되었다. 1940년대 후반 목재의 공급이 용이해지자 유 

틸리티 퍼니처는 인기를 끌게 되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회사들이 간편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 디자인과 세부사항은 극도로 자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일부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 사이 

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1950년대 들어와 소비자들은 선택의 범위가 늘어나자마자 기능만을 강조한 관 

료주의적이며 청교도적인 가구들을 더이상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지를 통하여 일시적인 디자인 원칙들이 전체 사회계층에 퍼 

졌고 유럽에서는 'DIY운동(Do It Yours이f)' (이 구호는 1953년의 런던 무역박람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 만연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후 공공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그에 따라 이사때마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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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녀야 되는 찬장과 장, 그리고 서랍장들은 촌스럽고 공간만 잡아먹는 구식으로 여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구분야의 국제교역이 급속하게 팽창했다.

그러나 결국 다른 많은 디자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타일의 탄생을 예고하는 자극은 이탈리아 

에서 시작되었다. 전후 이탈리아의 다양한 디자인 전문 생산업체와 소매상의 성장은 디자이너의 이상 

과 시장 사이의 도량을 마련했다.

안드레아 브란지가 분명하게 설명했던 디자인, 건축그룹 아키줌 아소시아티는 성공적으로 키치 디자인 

에 숨겨진 도전성을 획득해나갔다. 이 공격은 키치, 요란한 색상, 거친 패턴, 그리고 이성의 부재와 억 

제 혹은 자기말살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속에 존재한다.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자에서 단순한 의미 전달자라기보다는 성직자와도 같은 컨설턴 

트와 발명가로 변신하는 과정은 1945년 이래 디자인 발전의 주제 중의 하나였다.

멘디니는 “디자인은 모두 표면적인 것이며 장식이라는 주제에 다양한 풍자적인 유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프루스트의 새 의자＞(1978)와 같은 의자들을 만들었는데, 이 의자들은 이상하고 환하 

게 색칠되었고 대단히 현란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가구의 일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화처럼 이상하게 

보였다. 이것은 근대운동과 그들의 평범하고 좋은 취미라는 태도에 대한 단순한 공격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취미에 대한 종래의 모든 가정들을 뒤집는 것이었다.

밀라노에서 가구와 오브제 아트는 색상이 화려했고 컴퓨터로 만들어진 추상적인 패턴을 가진 플라스틱 

라미네이트를 이용했지만, 그것은 1950년대 중반 미국 도시의 노동자 계급의 아이스크림 가게 장식으 

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F-1
기원전

이집트의 가구 제작자나 목공인 들은 그 기능성이 아주 세련되어 최고의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부유 

한 집에는 의자, 스툴, 테이블과 아름다운 물건들로 채워졌다. 그 당시 몇몇 의자들은 현대 야영에 쓰 

는 접이 의자와 같은 것이 있었고 의자 다리, 등받이, 팔걸이 등이 정교하게 조각된 의자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자 높이는 매우 얕아 앉는 이가 불편해 보이나 이집트인들은 원래 마루에 웅크리고 앉는 

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상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의자나 침대 디자인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자나 개의 다리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서 동물의 뒷다리는 의자 뒷다리에 앞다리는 앞부분에 

이용하였으며 개의 발 모양을 조각한 의자 발은 작은 나무토막 위에 얹어 놓아서 장식적 부분이 밀짚 

매트의 깔개 위 부분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였다. 상아색과 검은 색이 상감 세공에 이용되었고 상징적 

모양의 금 장식품은 목공에도 응용되었다. 밝게 채색된 쿠션은 면으로 싸거나 나무가 휘고 비틀리고 

갈라지며 오그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하였다. 목재는 절약하여 지나치지 않게 사용되었다. 의자 

제작시에 앉는 부분과 기대는 부분의 디자인에 안락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다.

F-2
• Table
• England
• 16세기

이동할 수 있는 상판과 트레슬 다리를 지닌 고딕 트레슬 테이블에서 영구적인 구조를 지닌 테이블로의 

변화가 16세기 중엽에 일어났다. 엘리자베스 시대 가장 중요한 식사용 테이블은 길고 좁으며 사각형 

으로 된 참나무 테이블이었다. 이것은 육중한 상판과 화려하게 조각된 에이프론(Apron)이 있으며 4개 

의 볼보스형 다리 위에 놓여졌고 이 다리는 바닥에 인접해 있는 지지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고안된 드로우 탑 테이블(Draw Top Table)은 1558년경에 소개되었으며 상부 서랍은 종종 고정되어 

있는 상판과 대치되기도 하였다. 이 테이블은 디자인 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18세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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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되었다. 볼보스형이나 화병 모양의 다리는 플렌더즈가 그 기원이며 대체로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홈이 파여져 있었다. 17세기에는 볼보스형 지지대가 보통 덜 사용되었으며 종종 돌려 깎은 볼보 

스 형이 되었다. 에이프론과 지지대는 때때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취향에 따라 바둑판 패턴을 상감 장 

식하였다.

F-2
• 장식장

• Italy
• 16세기

이태리 사람들은 소규모 궁전 양식에 맞도록 캐비넷을 디자인하는데 기쁨을 느꼈다. 캐비넷은 벽에 

기대어 놓이도록 만들었으므로 정면이 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발루스트레이트(Balustrader), 박공, 

원주 둥의 건축적인 모티브가 고전적인 양상에서 모방이되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피에트르 듀르(Pietre dura)는 16세기에 이태리에서 소개된 또 하나의 기법이었다. 이것은 석재 중에 

서도 특히 아주 광택이 좋은 대리석, 자갈, 마노, 유리등을 이용하는 상감의 한 형태이다. 상인 귀족들 

이 서로 다투어 점점 더 사치를 일삼게 됨에 따라, 모든 종류의 재료가 체스트를 만드는데 쓰였다. 조 

각된 상아는 얕은 돋을 새김을 한 형태로 쓰였고, 놋쇠와 은, 자개, 귀갑 등은 상감하여 썼다. 상아는 

정교한 당초무늬로 상감용으로도 이용되었다. 금속 장식으로 체스트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16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쇠와 강철, 놋쇠 등으로 만든 아름다운 세공품들은 이태리와 독일에서 모두 생산되 

었다. 그런 장식은 산에 의해 부식되어 상감한 효과를 내었다. 아주 복잡한 자물쇠도 이런 예술품 같 

은 체스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F-3
• Chest
• 17세기

영국 바로크 시대의 특징적인 가구 중 하나였던 화장대는 17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다. 그 이전 시대에 

서는 화장대의 원형올 알아내기 힘들다. 다양했던 종류 가운데 우아하고 세련된 휘장으로 완전히 덮 

어 씌워진 것도 있었다. 1690년경에는 상자 위에 회전 가능한 거울이 달린 화장대가 유행하였으며, 호 

두나무나 참나무로 만들었던 테이블은 벽에 기대어 놓게끔 디자인되었다. 사각형의 상판은 한 줄의 

서랍이 달린 균형 잡힌 에이프런 위에 놓여져 있었다. 4-6개의 돌려 깎은 점점 좁아지는 다리는 X형 

버팀대에 연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드레싱 테이블이나 사이드 테이블을 미국에서는 Lowboy라고 한 

다. 테이블의 이러한 변종을 위한 디자인은 나중에 그 위에 서랍이 있는 체스트를 올려놓는 모양으로 

발전되었으며 이것은 하이 보이(High Boy)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체스트는 16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졌 

다. 스텐드나 틀 혹은 기단 위에 놓인 체스트는 18세기 대 유행을 하였으며 이것들이 담요 가게에서 

많이 사용되어 이들을 혼히 Blanket Chest라 하였다. 초기의 미국 체스트인 Hadley Chest는 그 이름 

이 이런 형태의 체스트가 많이 발견되던 매사추세츠의 헤들리 시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이것은 상판 

에 경첩이 달려 깊은 웰(well)을 가려 주는 직사각형의 체스트였다. 헤들리 체스트 앞면은 쑥 들어간 

세 개의 직사각형 패널로 디자인되었으며 그 밑이 일반적으로 1-3개의 긴 서랍이 부착되었다. 짧은 

다리는 세로대의 연속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체스트는 단순한 디자인의 평평한 조각으로 장식되었다. 

거칠게 된 조각 장식은 주로 튤립 패턴과 넝쿨잎 등과 혼합된 형태였다. 대개 소유주의 첫 글자를 조 

각하여 디자인하였고 이 글자들을 흔히 중앙 판넬에 새겨졌다. Connecticut chest나 Connecticut 

sunflower chest는 원래 Connecticut에서 제작된 직사각형의 초기 참나무 체스트 일종이었다. 체스트 

의 정면은 보통 두 줄 이상의 서랍이 있는 세 개의 직사각형 패널로 디자인되었고, 짧은 다리는 세로 

대의 연속물처럼 되었다. 패널은 조각 장식이 되었다. 보통 중앙 패널은 세 개의 조각된 원형 디자인 

으로 조각되었으며 여기에는 양식화된 해바라기나 개미쉬 꽃(aster)으로 장식이 되었다. 끝 쪽의 패널 

403

W래 디자인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에는 일반적으로 튤립 패턴이 조각되었다. 다른 특정적인 장식은 세로대에 Split Banistei■를 사용한 것 

과 서랍에 원형이나 타원형의 보스(Bosses)를 달은 것이다. 농부들이 좋아하는 채색 장식이 된 

Pennsylvania dutch chest는 1680년경 독일에서 이주하기 시작하여 Pennsylvania 남동쪽에 정착했던 

독일인들이 만든 것이다. 대게 체스트 정면은 채색된 꽃과 과일, 잎새 등으로 장식된 2-3개의 모양있 

는 패널로 장식되었는데, 튤립이 즐겨 사용되던 꽃 모티브였다. 소유주의 첫 글자도 흔히 이들 체스트 

에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것들이 Dower Chest로 만들어졌다. 이들 체스트의 아주 소박한 특성은 

단순한 매력을 주는 지방 예술 장식과 구조에서 나타났다.

F-4
• 장식장

• 영국, 미국

• 18세기

• Samuel McIntire
19세기에 비하여 18세기의 가구는 장식적이고 우아한 양식을 추구하는 시기였는데 그것은 제작자나 사 

용자가 모두 수공예 작업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시기였고 예술가와 가구 제작자 사이에 아직 그리 큰 

차이가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역사 학자 G. M. Trevelyan은 그의 저서에서 “인생과 예술 

이 아직은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이었고, 질(quaHty)이 수(quantity)보다 더 우위의 가치에 있었다.” 

라고 당시를 표현했다. 영국인 WilBam Kent는 아마도 자신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사용될 가구도 함 

께 디자인했던 최초의 건축가일 것이다. 그리고 Robert Ada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구를 그의 실내 

장식에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비록 건축가들이 가구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이 아직은 이상하게 받 

아들여졌던 18세기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가구의 설계도를 목수에게 맡기곤 하였다. 실제로 

19세기까지도 그러한 것은 건축가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안 좋은 행위로 여겨졌었다. 미국에서도 소규 

모이거나 간단하게나마 비슷한 성향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Robert Adam의 스타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석해 들여온 사람은 Samuel McIntire였다. 그러나 그는 Salem이라는 곳에서 나서 그곳에서만 지냈 

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Adam의 인테리어를 본 적은 없었고 단지 Adam의 스타일을 건축학 편람에 

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어 받은 목공예 기술과 건축술의 독학을 통한 완벽하 

리 만치 치밀한 예술적 감각으로 그것을 그의 고객들의 청교도적 스타일에 맞도록 다듬어 나갔다.

F-5
• Kitchen
• 17세기

17세기 유럽 사회는 해외 무역으로 성공한 상인 계급이 점차 발달해 가면서 초콜릿, 설탕, 과일 둥과 

같이 외부 세계로부터 수입된 호사스런 식품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또한 왕정의 복고로 인한 영국 왕 

실의 부는 유희적 삶으로 이어졌는데 그런 현상들은 주방 가구의 개선을 야기시켰다. 찰스 2세의 후 

원으로 왕족 사회에서는 조리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Papin's Digester라는 조리 기 

구를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비록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현대 압력 

조리 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F-6
• CHAIR No.14
• Gebruder Thonet, Vienna / Austria
• 1859〜60
• Michael Thonet and sons

No.14는 근대 대량생산의 역사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제품가운데 하나이다. 또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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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net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1930년에 벌써 그 매출 량은 5천만 개를 넘 

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정된 형태로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1830년 Mi산ia이 Thonet은 라미네이트 나무를 

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하였고 1836년 bentwood를 이용한 첫 번째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효과 

적인 생산을 위해 의자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여 나갔으며, 결국 전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 판매망 

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회사로 도약하기에 이르렀다. 라미네이트 되거나 몰드된 이 의자들이 아열대 지 

역의 나라에 팔려 나갔을 때 높은 습도로 아교가 녹아 내려 그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빗발쳤었는데 그 

러한 압박 때문에 Michael Thonet은 원목을 증기로 휘는 공법을 개발하고 풀대신 나사로 결합시키게 

되었다. No.14는 이러한 공법에 의한 첫 모델이고 1865년경에 와서는 전체적인 조립 공정이 이 방식으 

로 바뀌게 되었다. 나사 접합 방식 덕분에 의자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배에 실려 현지에서 간단히 

조립될 수 있게 되었다. 1입방미터 안에 No.14가 36개나 포장되었으며, 나사로 필요에 따라 재조립 될 

수 있는 연결부는 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가적인 이득을 안겨 주었다.

F-7
• Desk & Chair
• 1899
• France
• Hector Guimard
1900년 Hector Guimard에 의해 아르누보 곡선으로 장식된 Metro 지하철역 입구는 Paris의 명소로 자 

리잡게 되었다. 그의 집도 아르누보의 장식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그의 장난스럽고 가끔씩은 사악해 보 

이기까지 하는 완벽에 가까운 예술 종합적인 실내장식을 보여준다. 그는 실제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통 

제하고 그 건물의 구조나 장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표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건축가로 

서 그의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에 대한 열망으로 로 

코코 가구와 장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프랑스의 장식적인 예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거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는 자연으로부터의 형태를 그의 디자인에 자주 도입을 하였는데 그것은 Antonio Gaudi와 마찬가지 

로, 자연을 그대로 복사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구조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가구 디자인에 아주 뛰어났으며 1899년 그의 스튜디오를 위해 디자인한 책상은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 

진 초기의 가구이다.

F-8
• LADDER-BACK CHAIR
• England 
• 1902-1903 
• Charles Rennie Mackintosh 
영국의 건축가 Charles Rennie Mackintosh는 Glasgow School of Art를 졸업한 뒤 Herbert Macnair, 

Francis와 Margaret Macdonald 자매와 함께 The Four'그룹을 결성하여 아르누보운동의 진행과 함께 

실내디자인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 1900년 그와 그의 부인 Magaret Macdonald가 

디자인 한 Vienna에서 열린 Secessionist 전시회의 Cafe는 당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당 시대에 앞서가는 건축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는 가구의 디자인에도 많은 홍 

미를 갖고 있었는데, 직선과 직각, 과장된 수직선 둥을 이용한 구성으로 우아한 형태의 독특한 가구들 

을 만들었다. 1902년 Helensburgh에 있는 Hill House의 실내장식을 하면서 제작된 가구들은 그가 그의 

가구들을 실내와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가구의 딱딱한 수직, 수평의 선들과 벽 

장 등에 장식된 그의 절제된 아르누보 적인 곡선들과의 절묘한 대조는 가구들을 마치 실내의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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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완전히 스며들어간 것 같이 보이게 한다.

F-9
• Chair
• SPAIN
• 1904-1906
• Antonio Gaudi
카탈로니아 출신 건축가인 Antonio Gaudi는 그가 제작하는 모든 형태에 자연의 움직임을 그 만의 독 

특한 기법으로 주입시켰던, 아르누보 시대의 가장 신비주의적이고 괴벽스러운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 

의 건축물은 극단적인 찬사와 극단적인 비난이 오고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 

나 당시 이전의 모든 스타일의 건축 -특히 고딕, 바로크, 로코코, 19세기 낭만주의 -에 대한 많은 연습 

은 그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져 그 토대 위에 그만의 자유스러운 형태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그는 아르누보 시대에 살면서 그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만의 독특한 스타 

일을 아르누보에 국한시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가 디자인 한 가구와 물건들은 그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종합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1904년에서 1906년에 걸쳐 지어진 Casa BatUo 의 가구들은 전적으로 기능적이면서도 그 

내부를 주도하는 곡선의 패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역동적인 건축물 

과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 그의 가구들은 원래는 바르셀로나의 저택들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스페인 장인들의 손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F-10
• ROODBLAUWE STOEL
• Gerard van de Groemekan, Utrecht / Netherlands
• 1918 〜현재

• Gerrit Thomas Rietv이d
가구의 모든 조각들을 공간 안에 있는 면과 선의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구성으로 인식한 Gerrit 

Rietveld가 1918년 제작한 Roodblauwe Stoel은 현재적 가구 디자인의 대표적인 의자이다. 그가 도입한 

추상적 형태와 색상은 같은 De Stijl그룹의 화가 Piet Mondrian과의 비교를 낳게 되는데, Mondrian은 

자연 경치를 그의 주제로 삼은 데 비해 Rietveld는 전통적인 팔걸이 의자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기하 

학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데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 De Stijl의 추종자들은 그 채색도 되지 않았 

던 첫 번째 의자를 그들의 이론을 대중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Rietveld는 

그 의자가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리라고는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 

의자를 제작하였는데 그 결과 그 의자는 이렇다 할 원형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조금씩 다른 몇 개 

의 형태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Rietveld는 그 의자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양산을 할 수 있다는 

면과,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18년에 제작된 최초의 의자는 채색이 되어였지 않고 나중 것 보다 좀 크며 팔걸이 밑에 판을 댄 형 

태인데, 오늘날에 잘 알려져 있는 Red-blue라는 이름의 의자는 1923년경에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Cassina사는 1973년부터 이 의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F-11
• B3, WASSILY
• standard Mobe / Germany
• 1926-7
• Marc이 Breuer

406

미래 디자인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1890년 병원용 가구에 처음 도입되고 자동차 의자에는 체코의 Tatra사에서 1919년에, 비행기 의자에는 

1924년에 쓰이기 시작한 금속 파이프는 Marcel Breu6r의 ste이 club arm산iair에 의해 처음 일반 가구에 

소개되어 가구 제조 산업에 미학적 전기를 마련하며 중요한 지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바우하 

우스를 통해 직접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자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그룹의 정신을 잘 내 

포하고 있는 완벽한 샘플로 여겨졌다. 바우하우스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공업 생산물들은 가장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이었고 그것은 경제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재료의 선택이나 구조에 

있어서 B3는 그러한 범주에 잘 맞아 들어갔으며 “이런 금속 가구는 이제 현대의 삶에 필수적인 물건 

이 되었다.”라고 한 Breu可의 기대와 같이 생활은 기능성을 위주로 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의 디자인에서 가장 큰 혁신이라 할 것은 당시까지의 육중한 club arm사iair를 금속 파이프를 용접한 

가벼운 구조를 갖게 한 것이다. 좌판과 등받이의 위치는 Gerrit Rietveld의 Roodblauwe Stoel의 이미지 

를 연상시키는데 그 나무구조를 금속 튜브의 사용으로 반투명하게 하고 평평하고 길쭉한 천을 사용하 

여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강조하여 그 의미를 발전시켰다. 파이프간을 팽팽하게 잇는 

부분은 사용자가 차가운 금속 부분에 접촉되는 것올 막아 주는 한편, 금속과의 적절한 대조를 형성한 

다.

반짝거리는 금속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그 재질을 선택하면서 Breuer는 처음에 짜여진 말총을 고 

려했는데 그것은 비싸고 또 작업도 너무 어려웠으며, 게다가 금속 튜브를 둘러싸는 것은 쉽게 파손되 

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Eisengam'이라는 재질이 개발되었고 B35라는 첫 번째 

version부터 그 뒤의 많은 대체된 디자인에 사용되었다. Breuer, Kalman Lengyel, Anton Lorenz등이 

함께 1926년에 설립한 Standard Mibel사에 의해 출시된 최초의 B3는 아홉 군데의 용접부가 있었다. 

그 후 Standard M6bel사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B3의 디자인은 처음엔 그 용접 부분들을 볼 

트, 너트와 코넥터들로 대체하였고 등판의 프레임은 그 전의 U형 대신 두 개의 L형으로 만들어 좌판 

과 결합시켰다. 그 결과 분해된 상태로는 50개 이상의 의자가 1입방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것은 당시 전설적이었던 Thonet의 No.14보다 훨씬 높은 포장 효율이었다. 1929년에 Thonet사는 

Standard MGbel사를 사들였으며 그들은 B3를 2년간만 더 생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B3 

는 더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1962년에는 후에 Knoll사와 합쳐지는 이탈리아의 Gavina사에 의해 재생산 

되기 시작하였다. Gabina사에 의해 그 의자는 그 혁명적인 미학에 경의를 가졌던 바우하우스의 거장 

Wassily Kandinsky의 이름을 따서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Wassily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 처음 

부터 B3는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 그리고 Dessau의 바우하우스 방문객들의 존경스러운 주목을 

받았으며, 1926년의 개인 전시회에서 이미 걸작품으로서의 찬사를 받았다. 그의 공간 절약형 조립 가구 

에 대한 열정은 접이식 B3를 개발케 하였고 이듬해 그 두 가지 의자에 대한 독일 특허를 획득하였다. 

사람들은 그 경쾌함과 신선한 느낌, 그리고 닳거나 찢기지 않는 품질에 금새 매료되었고 30년대에는 

당시의 유행이 되기까지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20세기 전반부 'Modem'이라는 의미의 대표적인 정신으 

로 자리잡고 있다.

F-12
• E 1027
• Atelier Eileen Gray/Galerie Jean Desert, Paris / France
• 1927〜1930
• Eileen Gray
전위적이었던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금속 튜브의 가구는 사회 

경제학적 측면보다는 미와 기능적인 면에 치중되어 건축가 Eileen Gray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녀 

는 1927년 설계한 No. E 1027이라는 집에 사용될 가구로,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을 위한 같 

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밑 부분은 침대 다리를 사이에 두고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앞이 열 

려 있고 높낮이가 조절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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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처음 생산된 이후 1930년경에 와서는 약 열 두개 정도가 존재했는데 그 표면은 유리, 아크릴이 

나 검은 철판 둥으로 된 것들이었다. Eileen Gray가 죽고 난 후인 1976년에 와서야 이 테이블은 평소 

그녀가 원하던 대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983년 이후로는 독일 제조 회사 ClassiCon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F-13
• B 64, CESCA ARMCHAIR
• Gebriider Thonet AG, / Germany
• 1929-현제

• Marcel Breuer
가늘고 탄력 있는 재료로 마치 중력을 개의치 않는 듯이 1920년대 건축의 혁신적인 구조를 표현한 

Cesca arm사iair는 근대 가구 역사에 가장 유명한 현대적 디자인의 하나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유 

동성이 있으면서도 가볍고 안정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네 개의 

다리라는 전통적인 의자 구조를 탈피한 이 의자의 형태는 실제로는 독일의 건축가 Mart Stam과 

Ludwig Mies van der Rohe에 의해 1927년 'Die Wohnung' 전시회에서 그 구조가 소개되었었다. 

Breuer는 'B 32’와 팔걸이형인 'B 64’의 제조권을 Thonet사에 주어 제작을 하게 하였는데, Stam은 자 

신의 디자인을 그가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그가 디자인했던 바우하우스 식당의자의 U자 형태가 

이 의자의 이론과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 그 불만을 종식시켰다. 1962년 이탈리아의 Gavina사는 그 디 

자인의 생산을 인수했으며 'B 64’의자는 Breuer의 입양된 딸 Francesca의 이름을 따서 Cesca란 별명 

을 얻게 되었다.

F-14
• Chaise longue a reglage continu, B 306
• Thonet Freres, / France
• 1930 〜 현쟤

• Le Corbusier, Pierre Jeanneret, Charlotte Perriand
바우하우스의 사회적 정신과 그 디자인의 단순화 경향에 비해 Art Deco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금속 

튜브 가구는 호화스럽다 할 수 있다. 과장된 형태와 복합적인 재료의 구성은 현대적인 형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파리 사람들의 사회상과 잘 결합되었다.

1927년 Paris의 가을 전람회 직후 Le Corbusier의 Studio에 가담한 Charlotte Perriand는 Pierre 

Jeanneret와 함께 Le Corbusiei•의 스케치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안락의자 등을 

1928년과 29년에 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두 유명해진 그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안락의자는 Carbusier 

의 첫 스케치에 의하면 두 번 접혀진 판 위에 쿠션이 놓이고 그 머리 쪽은 기둥으로 받쳐지는 형태였 

다. 그러나 그해 파리의 의사 Pascaud가 신문에 발표한 사람의 구조를 연구해 만든 목 받침과 조절되 

는 둥받이가 달린 인락의자를 본 그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기능적인 구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활처 

럼 휘어진 두 개의 튜브가 의자 밑면에 부착되어 흔들의자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H자형 받침대 위에 

서는 부드럽게 앉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락의자가 되었다.

기계 미학에 심취되어 있던 Le Corbusier는 이 의자를 relaxing machine'이라 불렀는데 그 첫 번째 의 

자는 1928년 교회의 도서관에 놓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1929년 Thon이사와 계약하여 1930년부터 생 

산이 되었는데 그 H자형 받침대의 원래 형태는 앞과 뒤의 높이가 같았었다. 그후 Swiss의 Embru사에 

서 제작되기도 했던 이 안락의자는 1965년부터 Cassina사에서 현재까지 제작하고 있다.

F-15
• MR90, BARCELONA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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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liner Mwtallgewerbe Josef Muller, / Germany
• 1929-30
• Ludwig Mies van der Rohe
1929년 Barcelona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서 독일 전시관을 디자인한 Mies van der Rohe는 그의 

avant-garde적 생각을 철제와 유리를 사용하여 표현함과 함께 그 실내에 어울리는 가구에 대한 영감 

을 역사 속으로부터 끌어내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이집트 통치자의 힘의 상징이었던 가위형의 

접히는 의자였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 의자는 신이나 영원불멸의 통치자 같은 존재의 왕권을 나타내 

는 것이었으며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사법권을 가진 자의 의자(sella curulis)로 쓰였다 한다. 비록 그 

중요성을 상실하긴 했지만 그 의자는 여러 문화에서, 특히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 

지 제작되어 왔다. 1900년대 초에는 커다란 유람선 갑판의 휴식 장소에도 그런 접히는 기능을 가진 의 

자가 등장하였다. 그런 때에 맞추어 Mies van der Rohe는 접히는 기능을 제외한 그 의자의 외양적 특 

성을 그의 Barcelona 건축물에 도입하였다. 여태까지의 의자들과 같이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그는 그 

박물관의 대리석, 금속, 유리등을 이용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크롬 프레임과 단추가 박힌 

흰 가죽 쿠션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재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의자 시리즈는 그 구조에 

있어서 여러 부분이 과거의 목조 의자를 연상케 하였다. 의자 양쪽의 부드럽게 휘어져 교차되는 크롬 

막대는 용접되었고 그 두 측면부는 같은 단면을 가진 금속 막대로 서로 연결되어 나사로 조여졌다. 그 

뒤로

몇 번의 변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 방식을 제작하기는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1948년에는 

결국 프레임 전체가 용접으로 제작되었고, 1964년에는 크롬 판의 구조가 광택을 낸 고급 철제로 바뀌 

게 되었다.

F-16
• Kitchen
• 유럽, 미국

• 20세기초

부엌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수정되어져 왔던 공간 중 하나이다. 가정과 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 

이 되는 부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어 왔는데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은 

1920-1930년대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건축,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럽에서 기능 

주의적 부엌이 최소한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부엌일의 단계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안 미국에서는 주방 기구들과 그 위치 선정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현대적 주방 기 

구들, 특히 냉장고와 가스 스토브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는 부엌에 쓰이는 가구의 설비를 규격화하고 

그들을 공업화하려 하는 경향으로 눈에 띄게 변화되어 나갔다.

F-17

• Kitchen
• 유럽, 미국

• 20세기초

부엌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수정되어져 왔던 공간 중 하나이다. 가정과 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 

이 되는 부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어 왔는데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은 

19方)-1930년대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건축,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럽에서 기능 

주의적 부엌이 최소한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부엌일의 단계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안 미국에서는 주방 기구들과 그 위치 선정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현대적 주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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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특히 냉장고와 가스 스토브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는 부엌에 쓰이는 가구의 설비를 규격화하고 

그들을 공업화하려 하는 경향으로 눈에 띄게 변화되어 나갔다.

F-18

• ARMCHAIR 41, PAIMIO
• Oy. Huonekalu-ja Rakennustydtehdas AB, Helsenki / Finland
• 디자인:1930-31, 생산:1932-현재

• Alvar Aalto
1928년 핀란드에서는 Paimio 근교에 결핵 요양소를 세우기 위한 건축 공모가 실시되었는데 Alvar 

Aalto와 그의 부인 Aino의 설계가 선정되었다. 1929년에 시작된 그 공사에서 건물의 인테리어도 담당 

하게 된 그들은 처음엔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금속 파이프 의자를 떠올렸으나 곧 그보다는 나무 재질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니켈과 크롬을 사용한 가구류는 아픈 사람들의 환경으로는 심리 

적으로 너무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료와 실용적인 구조를 

잘 조화시켜 환자들에 적합한 가구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나무로 재질을 바꾸어 작업하기 시작했다.” 

1933년, Paimio의 요양소가 완성되었고 Architectural Review의 제안으로 Aalto의 건축 작품들과 가구 

들이 런던의 Fortnum and Mason's 백화점에 전시되었다. 1935년 그들은 갤러리와 판매회사를 설립하 

였는데 ARTEK이라고 명명된 이 기업은 현대 가구와 실내장식, 예술, 산업 공예 둥의 중심이 되었다. 

Aalto는 1936년의 VI Milan Triennial 출품, 1937년의 Paris 세계 박람회와, 1938년의 New York 

M0MA 개인전에 이은 1939년의 New York 세계 박람회의 핀란드관 설계 둥으로 곧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Paimio의자는 금방 유명해졌으며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습기가 자연적으로 배어 

있는 자작나무를 휘는 수많은 시도를 통해 라미네이트 우드를 휘어서 제작되었는데 자작나무는 핀란드 

전역에 걸쳐 아주 많으며 제조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에 의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쿠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는 좌판 구조로 안락감을 주며 그 새로운 감각의 자연적 

이며 겸손한 외양은 현대적인 실내 공간에 잘 어울렸다. 이것은 60년대까지 지속된 스칸디나비아 스타 

일 가구의 유행에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였다.

F-19
• Executive Office Desk
• Steelcase Inc. / USA
• 1939
• Frank Lloyd Wright

Johnson 빌딩의 사무 공간을 설계하면서 Frank Lloyd Wright이 디자인하고 Steelcase사가 제작한 이 

금속 사무용 가구는 책상과 많은 기능을 가진 유니트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건물의 모양을 반영하 

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 책상과 의자의 프레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오피스 설계'의 초기 

형태이며 몇 개의 충으로 면이 구분된 책상은 오늘날의 workstation의 시조라 할 수 있다. 그 책상과 

의자는 건물 전체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형태는 건물의 내부, 외부 구조와 연관이 있어서 책상 면의 3 

단 구조는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따랐으며, 측면에 수평으로 둘러진 파이프는 문의 가로 방향 무늬 

와 칸막이의 유리 Tube와 연결된다. 책상의 필기용 상판은 살짝 들려 올려져 있고 그 바로 아래의 선 

반부는 서랍을 지지하기 위해 오른쪽 방향으로 받쳐져 있다. 쓰레기통도 그 수평 파이프 안에 마루 걸 

레가 다닐 수 있도록 들려져서 달려 있는데 그 반원 형태는 서랍의 모양과 일치한다. 서랍은 옆부분에 

힌지로 고정되어 사용자 쪽으로 회전되어 나올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고안들은 책상을 

좀 더 압축되고 효율적이며 정리나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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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F. (Hardoy chair)
• Artek-Pascoe, Inc., New York / USA
• 1938-현쟤

• grupo Austral
이 의자의 모델이 된 듯이 보이는 영국에서 1877년 특허를 낸 접는 의자는 쉽게 접히고 운반이 편했기 

때문에 여행, 레저 등에 많이 쓰였으며 에디슨, 루즈벨트 등 유명 인사들이 즐겨 사용하여 더욱 유명해 

졌다. 1905년에는 미국의 캠핑 가구 제조 업체 Gold Medal사에서 그 의자를 형태의 변형이 거의 없이 

제작하였다. 1937년 Le Corbusier와 같이 프랑스에서 도제를 하였던 Bonet, Ferrari-Hardoy, Kurchan 

둥은 1938년 그 의자의 형태를 수용하여 대칭으로 꺾은 두 줄의 금속 튜브 고리에 천이나 가죽을 씌운 

지금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 평범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즉홍적인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의자가 50년대 

인테리어를 많이 장식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F-21
• LANDI
• P & W. Blattmann, / Switzerland
• 디자인:1938, 생산:1939-현재

• Hans Coray
1939년 스위스 Zurich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의 공식 야외 의자인 Landi는 1938년 정원이나 공원 등 

을 위한 의자의 공모에 모인 1500여 개 의자 중 선정된, “Swiss Metal〃이라 불리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의자이다. 1938년 격자로 타공된 스틸 좌판과 철사로 된 다리를 가진 의자의 축소 모형으로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Hans Coray는 건축가 Hans Fischli, 금속업체 Blattmann과 Rorschach aluminum과의 협업 

으로 무게가 3킬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획기적인 의자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들의 신개발이라 할 수 있 

는 것은 Charles and Ray Eames의 시도보다 훨씬 먼저 등판과 좌판이 하나인 조개 껍데기형 좌석을 

딱딱한 재료를 구부려서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Landi는 실외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면과 닿 

는 부분에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았지만 실내에서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가면서 처음에는 플라스틱 나무 

로, 그리고 점점 plastic으로, 1950년대엔 고무로 캡을 씌우게 되었다. 1962년에는 타공의 배열을 7줄에 

91개의 구멍에서 6줄에 60개의 구멍으로 수정하여 대량생산을 좀더 수월하게 하였고 등받이의 탄력을 

좀더 보강하였다. 현재 Landi는 SF5의 방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F-21
• DAX(Dining Armchair with X-Base)
• Herman Miller Furniture Co., Michigan / USA
• 디자인 ：1948, 생산 : 1950-89
• Charles and Ray Eames, UCLA
'DAX'는 Charles와 Ray Eames가 New York, MOMA의 “Low-Cost Furniture Design" 공모에 출품한 

여러 형태의 다리를 가진 팔걸이 의자와 shell형 의자들 중 하나인데, 비록 그들이 화이버글라스로 보 

강된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의자 등도 출품하였지만 원래의 의도는 깨끗이 처리되거나 네오플렌이 입 

혀진 철이나 알루미늄 판을 이용한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들은 UCLA의 엔지니어들과 알루미늄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었다. 심사원들에게는 철판을 이용한 가구가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한 규정에도 맞고, 자동차 산업에도 유용하다고 증명된 바 있어 1위는 Don R. Knorr의 금속 의자에 

주어졌고 그들의 shell형 의자들은 2위를 하였다. 이 공모전은 도면이나 모형들도 받아들여졌었기 때문 

에 수상한 작품들은 대량생산을 위한 실제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전시 

는 1950년 3월에나 열릴 수 있었다. 여러 회사에서 화이버글라스의 제조 공정을 Eames의 스튜디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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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전투기 앞부분의 레이다실을 위해 전쟁 기간 중에 개발되었던 것이었다. Herman 

Miller사의 협조로 형태의 보강을 위한 코드가 테두리에 삽입된 2000개의 첫 번째 시리즈가 수공으로 

만들어져 시카고의 쇼 룸과 New York의 M0MA에 전시되었다. 이 'DAX，의자로, 이전의 Charles 

Eames와 Eero Saarinen0] 1940년에 제작한 'Organic Armchair' 중심의 아 

이디어는 금속 가구라는 컨셉트 과정을 거쳐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F-22
• DINETTE TABLE IN-20/(STOOL)
• Herman Miller Furniture Company, Michigan, / USA
• 1549-50
• Isamu Noguchi
조각가 Isamu Noguchi가 디자인을 시작하였을 때, 그의 주된 작업 대상은 테이블이었다. 1939년 그는 

New York, M0MA의 관장을 위해 Coffee Table IN-50'을 제작하였는데 그 독특한 받침 형태와 간단 

한 구조는 Herman Miller사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로 하여금 그 형태를 본떠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테이블을 제작하여 시장에 널리 판매하게 만들었다.

“Dinette Table IN-20"은 그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동안 조형적인 의미로 제작되었던 테이블이다. 

"Coffee Table INTO'의 테이블 판이 그 조형적인 받침을 보이기 위해 유리로 된 데에 비해 나무로 된 

위 판은 테이블이란 기능을 강조한 것이지만, 물고기의 꼬리 같이 생긴 한 개의 나무다리와 금속 파이 

프 다리의 대조는 그 형태와 서로 다른 무게들로 인해 떠있는 듯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F-23
• ARABESCO
• Apelli & Varesio, / Italy
• 디자인:1949, 생산:1950
• Carlo Mollino
언제나 일상적인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건축가 Carlo Mollino는 자신의 직업 외에 여러 

가지 일에, 특히 사진 촬영에 많은 홍미를 보였으며 초현실주의자 Man Ray의 여성 사진들을 특히 좋 

아했다. Le Mans 자동차 레이스에서 우승한 그의 기록은 2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었으며, 패션 디자 

인을 하며 그 매장과 옷장 등도 제작했고, 수 편의 수필을 출간하고, 사무 빌딩, 학교, 공장, 묘지의 기 

념물, 교회, 케이블카 정류장을 건축하는 등 그는 무수히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1949년 

Turin에 있는 Casa Orenga의 거실에 놓을 테이블을 제작하게 된 그는 하나의 건축학적 요소가 아닌 

독립적인 물건으로 가구를 해석하여 “Arabesco〃를 디자인하였다. 자신의 가구 디자인에 선정성을 부여 

하려 한 그는 테이블 면의 선을 Leonor Fini의 "Reclining Nude“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하였고 그 

Plywood 테이블 프레임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주된 특색인 아메바같이 생긴 모양이 참고 된 듯한 형태 

로 되어 있다.

F-24
• ESU (Eames Storage Unit) 421-C
• Herman Miller Furniture Co. Michigan / USA
• 디자인:1949〜50, 생산:1950〜1952
• Charles and Ray Eames
이 Eames의 Storage Unit은 20세기 Deutsche Werkstatten과 Bauhaus에서 만들어졌던 가구의 발전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가구들은 기본적인 몇 가지 구조체들이 집쌓기 블록같이 연결 조립되는 형태인 

데, 딱딱한 기하학적 구조와 원색의 사용들은 De Stijl 그룹의 디자인 이론을 연상시킨다. Eame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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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MOMA 의 'Organic Design in Home Furnishingr 공모전에 참가한 이후 여러 형태로 조합 

될 수 있는 벽장에 대하여 반복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그중 1940-41 년에 Eero Saarinen과 공동으로 제 

작한 탁자 위에 올려지는 박스 형태의, 상호 교환하거나 쌓아올릴 수 있는 벽장은 그 공모전에서 수상 

을 하였다. 1946년에 디자인된 'Modular Storage Unit'에서는 플라이우드에 원형 패턴을 새겨넣는 등 

좀 더 흥미로운 외양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던 Charles 와 Ray Eames는 1949년 그들의 Case 

Study House No8 이라는 집을 지은 후 벽장 시스템에 대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연구를 하기 시작하 

여 그들이 지은 집의 구조와 패턴을 따라 대량생산에 입각한 조립식 자립형 선반을 개발하였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들은 장식적이거나 실용적인 요구에 따라 개별적 유니트들을 거의 무한정 

으로 조합해 낼 수가 있었다.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금속 L형 막대로, 다섯 가지 크기에 검정, 아연, 크 

롬 등의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반은 플라이우드, veneer가 입혀진 birch, walnut, 플라스틱 라미네 

이트 등이 있고, 측판과 뒷판도 여러 종류의 재질과 색상이 있다. 교차된 형태로 용접된 금속봉은 칼라 

판넬 대신 사용되는 한편, 구조를 잡고 있는 역할도 하며, 각 공간에는 여러 종류의 미닫이문을 달 수 

도 있다. 그리고 그 system에는 3개의 서랍으로 된 유니트와, 자립형 선반과 매치된 4가지 책상용 선 

반도 있다. 비록 가격이 적당했고 1950년 M0MA의 'Good Design' 전시에 여섯 가지 다른 종류로 전 

시되어 가정이나 사무실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조립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리 잘 팔리지는 못했 

다. 나중에는 조립된 제품이 나가기도 했으나 운송 도중 쉽게 파손되는 등 결국 그 문제를 잘 풀지 못 

하고 1955년에 제작이 중단되었다.

F-25
• NO.3100, ANT
• Fritz Hansens Efa. A/S, Copenhagen, / Denmark
• 1952-현재

• Arne Jacobsen
50년대 초 덴마크 가구 산업은 복잡한 구조의 가구가 인기를 잃자 원목 대신 금속과 플라이우드를 가 

공하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Arne Jacobsen의 이 의자는 바로 그 새로운 단순함의 

뛰어난 예이다. 그것은 단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으며 아주 가볍다. 

좌판과 등판은 평범한 플라이우드로 만들어졌고, 세 개의 금속 파이프 다리는 의자를 쌓아올릴 수 있 

게 좌판의 밑 중앙에 부착되었다. Charles Eames와 Eero Saarinen0] 1940-41 년에 그들의 'Organic 

Chair'에서 입체적인 shell형 의자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등받이와 좌판 人｝이 

입체적인 굴절이 가장 심한 부분에 그 파손을 막기 위해 공간을 남겨 놓아야 했었다. 그러나 Jacobsen 

은 그 문제를 외부로부터 풀어내었는데 그는 우선 그 부분을 좁게 하고 휘는 방향이 다른 등받이와 좌 

판의 연결 부분에 플라이우드를 몇 겹 더 두껍게 하여 등받이를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그의 의자는 그 잘록한 허리와 가느다란 다리로 인해 

'ANr란 유명한 별명을 갖게 되었다. 1955년에 출시되어 크게 유행한 'No.3107이란 의자는 외곽선이 

좀 더 간결하고 네 개의 다리를 가졌으며 색상의 선택도 가능했다. Jacobsen이 세상을 떠난 후엔 다리 

가 네 개인 'ANT'도 생산되었다.

F-26
• No. 422, DIAMOND CHAIR
• Knoll Associates, New York / USA
• 디자인:1952-3, 생산:1953-현재

• Harry Bertoia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조각가 Harry Bertoia 는 Michigan에 있는 Cranbrook Academy에서 

1939년부터 1943년까지 금속 작업을 가르치면서 Eliel과 Eero Saarinen, Charles와 Ray Eame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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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Knoll가구 회사 사장의 부인인 Florence Schuster등과 알게 되어 1943년 그들과 함께 California로 

가서 가구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작업은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1946년 그 곳을 떠난 

그에게 Knoll사의 사장인 Hans Knoll은 그의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도구가 갖추어진 스튜디오와 월급 

제공을 제시하였다. 그의 금속을 다루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안된 Diamond chair시리즈는 1953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까지 Knoll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개발 단계를 거쳤다. Diamond chair는 마치 조각품 

같이 모든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50년대의 우아하고 밀집되지 않은 인테리어 형태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조각에서, 나는 형태와 공간과 금속의 성질에 홍미를 갖는다. 의자는 우선적으 

로 풀어야 할 많은 기능적 문제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 역시 공간, 형태, 금속에 대한 연구이 

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이 기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공간은 그 사이를 

흘러 지나간다.”라고 조각과 의자 디자인에 대한 연관성을 이야기 한 그는 이 의자 이후 조각으로 돌 

아가 많은 유명한 건물에 그의 작품을 남겼다.

F-27
• SUPERLEGGERA NO.699
• Cassina, Near Milan, / Italy
• 디자인:1951-7, 생산:1957-현재

• Gio Ponti
'Normal', 'True', '수식이 제거된 의자라 묘사되는 이 의자는 건축가 Gio Ponti의 의자에서 모든 불필 

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그 고유의 형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19세기에 생산되던 

'SupeHeggera'(super-lightweight)라는 의자에서 그 의미를 빌어 온, 안정감 있고, 물리적으로나 시각적 

으로 가벼우며, 가격이 저렴한 이 의자는 전후 시대의 검소한 생활 속에 대단한 각광을 받았다. 그는 

1949년 그 19세기 의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등받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휘어지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게 한 의자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는데 1951년에는 그 의자 중 꼭 필요한 부분만이 남겨진 

'Leggera'라는 의자가 디자인되었고 그것이 대중화에 성공하자 Ponti는 그 불필요한 요소를 더 제거한 

'Superleggera'를 만들어 내었다. 그 무게가 1.7킬로그램인 이 의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Ponti에 의해 4 

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던져졌는데 그것은 부서지지 않고 공처럼 튀어 올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F-28
• MEZZADRO
• Zanotta S.P.A., Milan / Italy
• 디자인:1954-7, 생산:1970-현재

• Achille and Pier Giacomo Castiglioni
1954년 거행된 Milan Triennial에서 '예술과 제작'이라는 주제의 전시에 'Mezzadro'(소작인)이란 이름을 

가진 이 의자의 첫 모델이 소개되었다. 경제가 거의 회복된 단계에 있던 당시의 이탈리아는 그때까지 

추구되어 오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미학적인 면에 대한 만족도 요구하고 있었 

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기능주의와 이념으로는 이제 충분치가 않게 된 것이다. Castiglioni 

형제는 트랙터의 좌석과 완충 스프링을 이용하여 탄성을 가진 좌판과 그 받침을 만들고 사다리의 가로 

받침 같은 나무로 그 구조를 안정시켰다. 그 각각의 부분들이 모두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들을 표현하 

는 그 형태는, 불필요란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어 구조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 필수적인 면만을 

갖추고 있다.

이 의자는 1970년 처음 생산에 들어갔다.

F-29
• No.670 and No.671 LOUNGE CHAIR and OTT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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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an Miller Furniture Company, Michigan, / USA
• 1956-현재

• Charles and Ray Eames
다른 여러 Eames의 가구 디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의자도 1940년 New York M0MA의 '가정용 가구 

의 유기적 디자인'공모전을 위해 Eero Saarinen과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시에 출품되 

었던 의자를 바탕으로 1946년부터 지금과 같은 3개의 굽혀진 Plywood외피를 고무 디스크로 연결한 형 

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0년 뒤인 1956년 그 모습이 완성되었다. 이 의자는 비록 렌치 하나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그 구조가 여태껏 그들이 만들었던 의자에 비해 가장 복잡하며, 

가장 비싸고 가장 안락하다. 구조상의 한 가지 특기 사항은 알루미늄 서포트와 고무판으로 이어져 있 

는 두 조각의 등받이와 좌판의 연결이 팔걸이 하나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자의 보기 

에만도 편안한 쿠션과 넉넉히 설계된 좌석 공간은 ottoman과 연결되어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한다.

1957년 거행된 Milan의 Triennial에서 1등을 한 이 의자는 Herman Millei사와 Vitra사에 의해 생산되 

고 있다.

F-30
• TULIP CHAIR, NO151
• Knoll Associates, Inc., New York / USA
• 1956-현재

• Eero Saarinen
'Tulip Chair'는 건축가 Eero Saarinen에 의해 5년에 걸쳐 개발된 의자와 테이블 등으로 된 시리즈이다. 

Eero Saarinen은 그 기능적, 형태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의자나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위 부분과 받 

침 부분의 연관성 없는 형태를 보기 흉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였으며, 과거 중요한 의자들이 갖고 있던 

성스러운 구조가 현대의 플라스틱과 우드 라미네이팅에 대한 사람들의 편애로 인해 점점 와해되어 가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과거의 신성시되는 형태와 현대의 플라스틱과 같은 간결한 장점을 통합 

시키려는 생각으로 'Tulip Chair'는 디자인되었는데 와인글라스 같은 형태로 구조의 중심을 받치고 있 

는 기둥에 의해 테이블과 의자의 통일성이 강조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처음으 

로 디자인된 형태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제작되어 오고 있다.

F-31
• INDOOR-OUTDOOR "RECLINING ARMCHAIR" No.684
• Herman Miller Furniture Company, Michigan / USA
• 1958-현재

• Charles and Ray Eames
“Indoor-Outdoor" 혹은 "Leisure Group"이라 불리는 이 의자의 시리즈는 Herman Miller사의 텍스타일 

생산 관리자이고 조경에도 관심이 깊은 건축가 Alexander Girard 와 Eero Saarinen0] 자신들이 지은 

집의 가구를 선택하면서 Girard가 모든 의자가 다 실내용이고 정원이나 테라스에 놓아 보기가 좋을 만 

한 의자가 없다고 불평을 하여 Charles Eames가 그를 도와주려 하면서 그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이전 

에도 1948년 New York MOMA의 '저가 가구 디자인' 공모에서나 1951년의 'Wire Chairs'등에서 금속 

가구를 만들어 보려 했던 적이 있었던 Eames는 이번에는 금속으로 된 딱딱한 좌석 대신 탄력이 있는 

긴 재질을 몸의 곡선에 맞춘 프레임에 따라 설치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Alexander Girard가 개발 

한 'Saran'이라는 섬유를 세 겹으로 하여 그 프레임에 설치하였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섬유는 

실외의 환경에 잘 견디지 못하였고, 계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비닐로 싸여진 두 겹의 Naugahide라는 재 

질을 매 1 7/8인치 간격으로 고주파로 용접한 오늘날의 'Aluminum Group'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원래 

실외에서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의자는 오늘날에 와서는 실내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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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
• ACTION OFFICE No. 64916 / No. 64940
• Herman Miller / USA
• 1964-71
• George N이son
1960년 Herman Miller사는 당시 가구 산업에서는 처음으로 Robert Probst# 최고 책임자로 하는 연구 

소를 발족시켰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요 업무중 하나는 사무실 업무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장기 

간에 걸친 연구였는데, 그 임무의 책임 디자이너이던 George N이son은 조립식 단품들을 이용하여 사무 

실이란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그 업무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응하고 변화될 수 있는, 여태까지와는 전 

혀 다른 다양한 구성의 사무 가구 시스템 'Action Officd를 개발하였다. 그 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테이 

블, 발 받침이 달린 강연대, 높은 간이 의자형의 바퀴가 달린 의자, 통신 장비를 위한 칸막이 테이블, 

열거나 잠글 수 있고 작업대나 여러 종류의 사무용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선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시스템에서 이곳 저곳에 널리 쓰이는 U자형 알루미늄 다리는 그대로는 깊이가 깊지 않은 선반 

등을 받치고, 두 개를 사용하면 H자 형태가 되어 깊이가 더 깊은 작업대나 회의 테이블 등의 다리로 

쓰인다. Action Office의 독특한 신개발 중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에 적절하도록 책상과 강연대 

가 Combination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업무를 보는 책상 면을 할애하거나 자유스러운 움직임 

을 제한 당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 파일 걸이가 책상 바로 뒤에 달려 있거나 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 

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상 면 바로 밑에는 필기구를 놓기 

위한 얕은 서랍이 달려 있으며,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책상 위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나 파일은 셔터를 

닫아 덮어 버릴 수 있다. 이런 모든 시도는 독립적인 가구, 또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F-33
• 1968
• Robert Probst
그러나 그 시스템은 기술적인 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싸고 복잡했기 때문에 Robert Probst 

는 1968년 Nelson의 'Action Office'를 바탕으로 한 보다 경제적인 Action Office를 디자인하였는데 이 

것은 여러 가지 단품들이 자립형이나 변형되는 벽체로 조합되는 형태로, 사무실을 개인용이나 집단용, 

닫히거나 열린 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사무 환경을 유동적으로 구성하는데 적합한 이 시 

스템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70년대의 업무 형태와 사무실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F-34
• USM HALLER FURNITURE SYSTEM
• USM Haller / Germany
• 1967 현재

“기능이 그 가능한 한도 안에서 완벽함을 갖출 때, 그 형태는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바우하 

우스의 'Form follows function'이론은 USM Haller Furniture System의 디자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적 

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제작된 유용하게 고안된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변화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미학적인 완벽함과 설명이 불필요한 기능적 간결함, 기술적인 세련됨 등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이 조립식 수납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영원히 이용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system은 사무 환경의 발달에 따라 수납의 개념 뿐 아니라 배선 

시스템의 개발, 테이블 시스템 Kitos, 진열 시스템 개발 등 개별적인 요구에 다각도로 맞추어질 수 있 

도록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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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 SACCO
• Eanotla S.P.A, Nova, Milan / Italy
• 1968-현재

• Piero Gatti, Cesare Paolini, Franco Teodoro
Sacco라는 이름의 이 의자는 골격이 없이 마음대로 변동이 되는 그 구조로 전통의 틀을 벗어난 의자 

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운동, 집단 생활은 히피 문화로 구분되는 1960년대에 30여명의 디자이 
너들이 모여 중산층 시민*의 취향을 겨냥해 만들어 낸 이 의자는 투명한 PVC외피에 셀 수 없이 많 

은 Polystylene조각이 채워져 있는데 그 투명성은 한 해 전 Zomotta사에서 개발된 'Blow'라는 의자와 

흡사하다. 그러나 그 외피는 그리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그것을 캔버스 천, 가죽 등 

좀 더 튼튼한 재료로 교체하였다. 이 간단한 구조의 의자는 특히 젊은 충에 인기가 좋았으며, 또한 그 

명성은 60, 70년대 이탈리안 디자인이 그 가치를 부여받는데 큰 몫을 하였다.

F-36
• ERGON
• Herman Miller Furniture Co., Michigan / USA
• 1975
• Bill Stumpf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제품들이 일반에게 소개되기 전인 1976년, Ergon 의자를 본 사람들은 누구 

나 그것이 얼마나 '친근감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의자는 우리의 감정 

에 영향을 주지만 한동안 사용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감정은 마치 그 의자에 의해 디자인되어 반응하 

는 것 같이 되어 버린다. 기능적으로 이 의자는 하루의 업무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었으며 Ergon 이라는 이름은 그러한 ergonomics의 연구를 의미한 것이다. 푹신하고 

둥근 표면과 부드럽게 굴러가는 바퀴, 견고하지만 힘들지 않는 Tilt와 Swivel（좌석을 기울이는 장치） 

뿐 아니라, 이 의자는 사용자의 하체를 안정시키고 골반을 약간 앞으로 기울게 하는 둥 올바른 척추 

곡률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Bill Stumpf가 연구한 것은 신체의 극단적 행동 사례이다. 

두툼한 팔걸이는 필요에 따라 팔이나 팔꿈치를 받치는 것 뿐 아니라 디자이너가 얼마나 민감하게 사용 

자에 대해 고려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집중을 요구할 때 몸을 책상으로 끌어당기기 쉽게 

짧게 생겼으며 그것을 받치고 있는 둥근 구조와 위치는 상체가 좌, 우 방향으로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 

을 수용할 수 있어 사용자는 몸을 팔걸이에 기대고 둥받이를 쉬게 할 수도 있다. 조절 레바로 등받이

의 탄성 각도를 조절하고, 빈 의자를 돌려 높낮이를 조절하고, 공기압으로 착석할 때에 충격을 흡수하

는 장치를 받침 부분의 축에 삽입하는 등 Ergon의 정교한 조절기능은 다른 많은 사무 의자들에 영향

을 주었다. Ergon의 의자는 'executive, management, operational, secretarET등 직책의 이름이 붙여져

시장에 내보내졌으며, 발을 받쳐 주는 안정대 등이 포함된 제도용 의자와 등받이가 '휴식 각도，로 누울 

수 있는 휴게실 의자도 제조, 판매되었다

F-37
• EQUA
• Herman Miller, / USA
• 1979
• Bill Stumpf and Don Chadwick
특수 프라스틱 재질을 이용한 유리섬유로 보강된 Polyester resin으로 제작된 Equa의자의 shall은 그 

자체의 유연성에 H자형 공간의 효율적 구조가 가미되어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모든 부분들이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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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하여주며 공기의 순환도 순조롭게 되어 있다. 이 의자는 인체 공학적인 고려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모서리는 사용에 편안함을 더해 주고 좌석 앞쪽의 경사는 다리를 편안 

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 틸트의 축이 중심 기둥이 아닌 무릎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 

용자가 뒤로 기대어도 발이 들리는 일이 없다. Equa는 가볍고 쿠션을 교환할 수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가 옵션으로 있어서 기존의 의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F-38
• PERSONA and FIGURA
• Vitra, / Germany
• 1979-1985
• Mario Bellini
“신체의 확장이라는 의미로서… 그 골격과 피부가 인간의 신체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쉴 수 있게 하는…” 이 말은 Persona, Figura, Imago 의자의 제작에 기본이 되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은 Mario Bellini가 그의 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시도해 온, 우리 일상생활 속의 물건 

들을 지배하고 재 인간화시키는, 한마디로 그들을 길들이고자 한다는 개념이다. 사무 의자의 기술은 단 

계적으로 계속 발달되어 왔지만 가끔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앉는 자세의 다양성에 맞 

추기 위하여 레버, 손잡이, 바퀴, 키 등 필요한 위치에 여러 장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만일 그들로부 

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조절이 사용자에게 요구된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예라 할 수 있는 Persona의자는 등받이의 허리 부분과 좌판 중간에 사용자의 무 

게와 운동 방향에 따라 장력과 탄력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고안된 꺾이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 좌 

우가 분리되어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 한쪽으로 쏠린 하중을 받아 주고 그 양쪽에 보강된 패드는 사용 

자의 옆구리 부분을 감싸준다. 좌석 밑의 손잡이로 등받이의 장력을 조절하며 의자의 높낮이는 공기압 

으로 부드럽게 조절된다. 팔걸이나 의자의 쿠션은 현장에서 탈착이 가능하다. 사무 환경이 기계화되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요구는 좀 더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사무 영역의 

디자인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용 의자에 최초로 인간의 특성을 접목시켰다 할 수 있는 

Figura는 마치 벨트를 풀고 옷을 갈아입듯 등받이의 뒤쪽에서 그 허리 부분을 두르고 있는 벨트를 떼 

어 내고 쿠션과 외피를 벗겨 낼 수 있어 세탁이나 그 골격의 기계적인 문제의 점검에 용이하다. 이 의 

자에는 등받이와 좌판의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synchronized seating mechanism을 사용하 

고 있으며, 예술적인 색상이나 질감의 사용은 그 외양을 편하고 딱딱하지 않게 해준다.

F-39
• BURDICK GROUP
• Herman Miller, Michigan, / USA
• 1980
• Bruce Burdick
처음 Burdick Group이 Herman Miller에 의해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책상과 수납 공 

간의 디자인에 대한 방향의 새로운 제시라고 하였다. Bruce Burdick이 디자인한 이 system은 과거의 

일반적 개념의 '책상'이 아니라, 현대의 하이테크형 사무 공간을 잘 배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작업대'라 할 수 있다. 사출된 알루미늄 빔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선의 다리같이 생긴 받침대에 일반 

작업용, 컴퓨터 작업용, 회의용 등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판들이 자기 기능에 맞는 자리에 올려지 

고, 책이나 종이류의 수납 선반이나, 전화나 컴퓨터 받침, 서랍 등이 그 주변의 원하는 자리에 설치될 

수 있다. 그 알루미늄 빔은 I, T, L, U자형 등으로 배열될 수 있고 배선을 정리하는 데에도 아주 용이 

하다. 고급의 정밀도가 높은 재질들만이 쓰였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우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편안하고, 견고하며,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 테이블 판은 유리, 대리석, 라미네이트 판이나 원 

418

미래 디자인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일반 사무실 뿐 아니라 회의 

실, 집안 거실, 홈 오피스 둥 많은 상황에 잘 어울린다.

F-40
• BALANS VIVA
• Norway
• 1980년
• Oddin Rykkin

Balans Viva는 Norway 출신의 디자이너 Oddin Rykkin의 오랜 기간 연구를 거친 새로운 형태의 의자 

이다. 허벅다리 부분과 등을 받치는 일반적인 앉는 자세를 무릎과 엉덩이를 받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고 척추를 받쳐 주도록 고안된 이 의자는, 기존 의자의 전통적인 기본 골격의 답 

습에서 벗어나 실제로 몸을 받치는 원리를 분석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하다. 다른 높이로 달려 있는 

두 개의 쿠션 중 높은 것은 상체가 약간 숙여지도록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척추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며, 낮은 것은 무릎과 두발로 몸의 균형을 잡게 한다. Oddin Rykkin은 4대째 가구를 만드는 집안에 

서 1937년에 태어났는데, 14세부터 가구에 대해 독학을 하였으며 1957년 가구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번 상도 탓고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전시를 가졌다. Balans Viva 

는 상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의자로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제조되었다.

F-41
• SITY
• B&B itaHa, / Italy 
• 1980
• Antnnio Citterio

Paolo Nava와의 협동 둥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을 하던 건축가 Antonio Citterio는 

B&B사와 함께 이 거실용 가구 시리즈를 개발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가정이라는 우주 공간을 위한 중 

력 장치'라고 불렀다. 이 가구들의 몇 가지 구조 중 철로 된 부분은 Polyurethane으로 입혀져 있고, 가 

죽으로 된 부품은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골격을 갖고 있다. 침대나 소파로 나무판의 구조 위에 

dacron으로 된 쿠션이 덮여 있는데 팔걸이, 등받이 등은 살균된 깃털로 속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외피는 벗겨 낼 수 있고, 천이나 가죽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곡면으로 된 등받이나 그랜드 피아노형의 

소파, 두개의 등받이가 달린 의자 등 이 시리즈의 여러 종류의 가구는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F-42
• CARLTON
• Memphis s.r.l., near Milan, / Italy
• 1981-현쟤

• Ettore Sottsass Jr.
1981 년 Milan의 디자인 그룹 Memphis가 그들의 작업올 최초로 세상에 공개했을 때 Ettore Sottsass의 

Carlton'은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었다. 하루아침에 Memphis는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작품은 현실적이고 평면적이며 표면이 라미네이트로 가공된 재료를 사용하는 Memphis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대담함과 천박함으로 새롭고 장식적인 미학의 

이상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도식적이거나 기하학적인 구조의 혼합, 가짜 대리석이나 나무, 아프리카의 

상징적 도형들, 연재만화, 그리고 자극적인 색깔 등 그들의 도발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Sottsass의 디 

자인은 항상 각 부분끼리의 정밀한 연관관계가 존재하는데, Calton의 색상은 상호 주의 깊게 연관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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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 그 구조는 마름모형 입방체에 기초한 것이다. 수평과 수직의 혼합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선 

반에 비해 이것은 다목적이고 역동적이며 물건을 감싸안은 둣 한 모습으로, 자신의 공간에 자유스럽게 

서 있는 조각품과도 같다. 초록색 선반 위의 사람 모습을 한 이미지는 마치 미래에 대한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주는데 그렇게 의미를 가진 심볼리즘이나 자유분방한 소비 주의는 Sottsass의 전형 

적인 디자인 성향이다.

F-43
• KING ALPHA
• Konig + Neurath/Germany
• 1982
• Hartmut H, Esslinger (frogdesign)
디자인과 기능이 돋보이는 시스템 사무 가구 'King Alpha'는 인체 공학적 특성을 잘 적용시킨 가구이 

다. 높낮이 조절과 틸팅은 이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컨셉트로, 레버를 조정하여 사용자의 키에 맞 

추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책상 면이 앞으로 기울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능의 다양성 만 

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쓰기, 그리기, 읽기, 컴퓨터 사용 둥 여러 종류의 동작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장비의 배선도 덕트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책상에는 전화기 받침대나 램 

프, 모니터 받침, 서류 선반, 종이 홀더 등 액세서리들을 추가로 조립할 수 있어 그런 주변기기들에게 

책상 면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책상에 캐비넷이나 수납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완벽한 사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이 King Alpha 시스템은 사무 기기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사무 환경의 변화에 탄력 

있게 적응하며 새로운 사무 가구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용자와 더욱 밀접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쫒 

아갈 수 있는 진보적인 생각과, 사무 가구 시스템 자체가 경제적인 합리성과 더불어 그 사용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사무 형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시스템은 그 

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좋은 본보기이다.

F-44
• ACTIVITY CENTER MODULE
• Voko/Germany
• 1984
• Karl Dittert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이 가구는 책상 면이 독립적으로 각도와 높이가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용 책상을 연상시킨다. 사용자는 각각의 작업 특성에 맞게 넓은 수납 공간과 

칸막이를 작업 공간 주변에 수평, 수직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어 원하는 workstation을 구성할 수 있 

다. 그들은 주로 책상 밑에 놓이는 간단한 서류 정리를 위한 작은 서랍과 그보다 조금 큰 위쪽에 문이 

달린 서랍장 외에, 양쪽에서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한 캐비넷, 보조 작업대로나 

공간 분할용으로 쓰일 수 있는 위쪽에 문이 달린 캐비넷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크기의 책 

꽂이 선반과 여닫이 도어가 달린 캐비넷, 전기 콘센트가 달려 있는 이동형 벽 등도 생산된다.

F-45
• ETHOSPACE
• Herman Miller Inc. / USA
• 1984
사무실 가구에 실내 건축의 개념을 도입한 Ethospace의 개발은 Herman Miller사의 사무 가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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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진보로 여겨진다. Ethospace는 당시의 작업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적이나 

물리적인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공간을 창의적이고 미학적으로 마음껏 구성하여 그 회사만의 

독특한 개성(corporate identity)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형의 질에 대한, 실제로 일 

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불빛의 조절이나 시야의 안정감, 개인적 공간의 이용 성향 

이나 재구성의 경우 등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사려 깊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은 천장 높이 

의 벽체와 부분적 벽체의 시리즈를 토대로 구성되는데, 천장 높이의 벽은 배선로가 설비되어 있고 부 

분 벽체는 32쌍의 데이터나 전화 케이블과 에너지 전송선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wire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있다. 그. 벽들은 타일이라 이름지어진 직사각형의 클립 걸이식 패널을 벽의 골격 구 

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교환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 그 타일은 

Herman Miller사에서 여러 색상으로 생산하는 천을 부착한 것, 무늬가 라미네이팅된 것, 유리, 방음 처 

리된 것, 액세서리 류의 부착을 위한 수평 레일판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F-46
• FS LINE
• Wilkhahn, / Germany
• 1985
• Klaus Franck, Werner Sauer
회전의자와 팔걸이의자 두 종류의 FS Line은 사용자의 자세와 무게의 움직임에 거의 자동적으로 적응 

을 한다. 이로써 조절 손잡이나 나사류 등은 구시대의 것이 되어 버렸다. FS Line의 다양한 모델들은 

computer사용자나 접수창구에서부터 최고 관리자 사무실까지, 방문객을 맞을 때나 회의실에서 등 모든 

종류의 업무 기능에 적절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의자의 기본적 이론은 '시각화된 기능'이다. 의자의 형 

태는 그 외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 의자는 아무런 유행도 첨가되지 않았고 모든 작업 공간에 잘 어울린다. 다양한 종류의 색상이나 

커버, 부품들이 있다.

F-47
• ASTRO-OFFICE
• Scharf / Germany
• 1986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편안한 사무 영역을 구성하는데 아주 적합한 Astro-Office^ 모든 공간은 사 

람의 신체에 대한 측정치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사람의 팔 길이에 의해 인체 공학적 작업 영역의 한 

계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작업 면과 그 주변의 정리 기능들을 연결시켜 개인이 업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요소에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추가되거나 더 많은 

용품들을 수납하기 위해 Astro Office는 3단까지 쌓여 올라갈 수 있으며, 책상 면의 기울기나 높이는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게 조정된다.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개인 사무실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그 해체 

도 매우 용이하다. Astro Office는 사무 가구를 더 이상 가구로서만 보지 않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직 

화하는 요소로서의 의미를 추가하여 그 해석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F-48
• FROM NINE TO FIVE
• Castelli / Italy
• 1986
• Richard Sapper
'From nine to five'는 넉넉한 배선 공간과 책상의 높이 조절기능이 달려 있는 다목적 삼각 빔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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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용 사무실이나 넓은 사무 공간의 구성에 모두 적합하게 만들어진 사무 가구 시스템이다. 배 

선 기능을 갖고 있는 다리와 그 반대편 다리 역할을 하는 서랍장을 이어주는 삼각 빔은 모든 케이블과 

플러그, 소켓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위치에 맞추어 선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작업 면은 

67cm부터 72cm, 76cm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서서도 일을 할 수 있게 72cm부터 110cm까지의 연속 

적인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도 있다. 밝은 빛이나 소음 등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책상을 에워싸는 칸막이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 칸막이 벽에는 선반이나 램프를 부 

착할 수 있고 수직, 수평으로 배선도 가능하다. 'Operational', 'Professional\ 'Managerial' 등 세 가지 

기본 타입이 있다.

F-49
• UNIVERS V 10
• VOKO / Germany
• 1988
VOKO사가 제작한 Universe V 10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여러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 

할 수 있는 사무 가구 시스템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맞추어 작업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 

고, 점점 빠르고 복잡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사회에서 정보를 얻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곧 

전자 매체의 극심한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자 기기 사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여 

러 종류와 많은 양의 배선이 잘 정리되도록 이 시스템은 설계되었다. 책상 면을 들어올리면 손쉽게 소 

켓을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 키보드, 프린터 등을 작업에 맞추어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다. 서로 맞바꾸어 배치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과 몇 가지 모양의 책상들, 기능적인 연결 시스템 

표면과 색상의 다양한 종류는 매우 여러 가지 모습으로 workstation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칸막이는 소음의 영향을 줄여 주고 작업 공간을 보호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사용자는 두께가 50mm와 

100mm 되는 칸막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F-50
• LOUIS 20
• Vitra AG. / Germany
• 1992
• Philippe Starck
1980년대부터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선도하는 Philippe Starck은 80년대 말 플라스틱과 금속 파이프를 

함께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재질의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Louis 20〃 의자는, 큼직 

하고 속이 빈 앞쪽의 두 다리와 Starck의 독특한 곡선을 가진 좌판, 탄력 있는 등받이가 한 판의 

Polypropylere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자가 틸팅되어서 생길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의 파손을 방지하는 커 

다란 연결 조인트가 알루미늄 다리프레임을 그 판의 뒤쪽에 고정시키고 있다.

Louis 20의 처음 디자인은 두께가 각기 다른 두 조각의 플라스틱으로 된 등받이와 좌판에 다른 재질의 

팔걸이와 다리를 부착시키는 형태였다. 1989년 12월에 토의된 이 의자의 제한 사항은 우선 제조가 저 

렴해야 하고, 등받이와 좌판에는 polypropylene을 사용해서 금속의 뒷다리를 붙임으로써 안정성을 도모 

하고, 사출 금형을 제작할 때 Parting line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좌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 

감과 앞다리로서의 굳건한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도록 크고 넉넉해야 하고, 팔걸이는 의자를 쌓아 올리 

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 2월에 의자의 전체적인 형태가 결정될 때까지도 

등받이는 좌판과 분리가 되어 있었으나, 그 해 4월 Starck은 그때까지는 전례가 없었던 개스사출을 이 

용하여 등받이와 좌판을 동시에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덩어리의 플라 

스틱 판이 만들어졌으나 그 구조를 이루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다리와 팔걸이를 부착하는 

방법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더 큰 접촉 부분이 필요했고, 넓은 금속판을 그 연결부에 스크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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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켜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왕의 호칭이 번호순서로 진행되던 프랑스 왕실의 전통을 따서 'Louis 20, 이라 이름 붙여진 이 의자는 

1992년 4월 Milan의 가구 쇼에서 처음 일반에게 소개되었다. 광을 낸 알루미늄과 독특하게 조화된 플 

라스틱의 색상은 이 의자를 개인용이나 공공장소, 그리고 실외에서도 널리 쓰일 수 있게 하였는데 특 

히 팔걸이와 뒤쪽 다리의 연결 판에서 볼트 몇 개만 풀어내면 재활용을 위해 간단하게 분리되는 장점 

이 있다.

F-57
• Armchair 'POWER PLAY'
• Lounge chair 'HOT TRICK'
• easy chair 'CROSS CHECK'
• Knoll Associates, New York / USA
• 1992
• Frank O. Gehry

Frank 0. G안uy의 이 의자 시리즈는 Alvar Aalto의 Paimio의자와 비슷한 면이 많다. 확실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두 의자는 차이점이 명백한 것도 사실이다. Aalto의 작품이 '단순함' 

과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말해질 수 있다면, Gehry의 것은 그 과정에서 조각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 증거로 3년간의 개발 기간동안 만들어진 115개의 prototype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디자인 

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3차원적 점검들이었다 할 

수 있다. Aalto의 Paimio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지껏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Gehry의 것은 실제로 매 

우 견고하지만 구조가 갖고 있는 휨의 다양함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의심은 의자를 모두 해체해 볼 

때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기술에 대한 경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태껏 이것보다 더 어 

렵게 제작된 의자도 없었으며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완성된 의자도 없었다.

재료 사용의 유사함을 차치하고라도 Gehry의 형태에 대한 접근 방식은 Thonet의 의자와 또한 매우 흡 

사하다. 그리고 역사 속의 다른 두 시점에서 그 두 의자는 당대에 비슷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 19세 

기에 Thonet의 의자 역시 기술적인 경탄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 역시 수많은 Model 제작을 통해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Gehry의 그러한 접근은 기능적이 면이 훨씬 많다. 기능을 갖지 않고 단지 장 

식적이기만한 곡선은 하나도 없으며 그 짜임도 모두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짜임은 바구니를 짜는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로 매우 장식적이지만 기능면에서는 사용자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고 

의자의 무게를 덜어준다. 휘어진 Maple 플라이우드 외에 아무 보강 구조도 첨가되지 않은 이 의자에 

대하여 Frank O. Gehry는 '여태까지의 bentwood 가구들은 모두 두텁고 무거운 기본 골격과, 좌판을 

위한 구조에 의존하여 왔다. 이 의자는 그러한 기본 골격과 좌석 구조가 모두 가볍고 얇은 나무로 된 

띠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F-58
• MODUS
• Wilkhahn, / Germany
• 1994
• Klaus Franck, Werner Sauer

Dynamic seating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Wilkhahn사는 수 년 전 synchro-mechanism을 개발하여 세 

계적으로 고급 사무 의자의 기능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Synchro-mechanism'은 인체 공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어서 좌판과 등판은 앉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 

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뒤로 기댈 때 등판에는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의 힘이 증가 

하게 되어 뒤로 넘어갈 염려가 전혀 없다. Modus의자는 인체 공학과 건강한 착석법 등에 대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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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모든 지식을 연구, 도입하여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장시간을 의자에서 보낼 때 움직임을 자연스럽 

게 유도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synchro-mechanism에서 부품 수와 재료의 양 

을 줄이고, 구조, 등판, 직물 등의 경제적인 이용과, 관절 부분 등을 재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그 

로 인해 외관도 간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좌판과 등판은 딱딱한 편이어서 푹신한 쿠션보다 피로감을 덜 주며, 얇은 판이 내장된 유연하고 약간 

의 탄력이 있는 등판의 형태와 신축성은 최대한 안락감을 준다. 골반의 지지 구조가 등판 쪽까지 올라 

가 있어 업무시 꼿꼿한 자세를 유도하고 좌판의 앞부분은 허벅지를 압박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앞으 

로 숙여 작업하는 자세를 위해 앞쪽으로는 4도 기울여질 수 있다.

modus의 등판은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재질이며 그 커버는 Wilkhahn에서 생산하는 모든 

천이나 가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등판, 좌판 모두 커버를 벗겨 낼 수 있고, 알루미늄 다리도 

Wilkhahn의 색표에 따라 색을 입히거나 닦아 낼 수 있다. 무게에 의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캐스터는 

Modus를 위해 제작되었고, program 27과 방문자 의자의 팔걸이는 glass-fiber가 보강된 polypropylene, 

program 28은 glass-fiber가 보강된 polyamide에 검은 도장을 하여 제작하였다. program 27과 28 모두 

높고 낮은 등받이 형태가 있으며 다리가 타원형 알루미늄 파이프로 된 방문자 의자가 있다.

F-59
• AERON CHAIR
• Herman Miller Inc. / USA
• 1994
• Bill Stumpf, Don Chadwick

Herman Miller에서 이 두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제3세대 업무 의자의 설계를 의뢰했을 때, 가장 기본적 

인 형태로 거슬러 올라간 그들은 평균적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된 거의 모든 현존하는 의자가 현실적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eron은 그 문제를 독특한 방법으로 풀어낸 

의자이 다.

3년 반의 개발과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구상을 거친 이 의자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영업 담당, 그리 

고 제조 공급자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들은 매 중요한 시점마다 모였으며, 거기서 나오 

는 결정은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 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다. Stumpf와 Chadwick은 이러한 작업 

방법은 그 전에 개발했던 의자보다 개발 시간을 반이나 줄어들게 하였다고 한다.

완벽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수개월에 걸친 prototype 제작으로 그들은 스틸스 전투기 같은（모든 현대 

의 technology가 다 들어가 있는） 의자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검은색의 조각품같은 모습으로, 과거의 

어떤 의자와도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교하고, 단 한 개의 부품도 새로이 제 

조되지 않은 게 없으며, 천이나 foam, 쿠션, staple 등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사용 대상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평균적인 40대 남성 관리직에 대한 통계자료 조사가 아닌 모든 사용 

가능한 사람들의 물리적 구조와 성향 등에 대한 조사로 전환되었으며, 그리하여 초기 로봇의 움직임같 

이 어딘가 어색하고 딱딱한 과거의 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기능을 그저 드러내지 않고 살아서 사용 

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Herman Miller가 개발해 특허를 출 

원한, torselastic（비틀리며 늘어나는） 스프링이라 알려진, 'Kinemat tilt'의 미묘하게 엃혀있는 twist와 

tilt운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다. 새로운 의자와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새 

로운 특징들을 찾게 되는데, 이 의자의 경우에는 앉아 보는 순간 다른 의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Chadwick은 이것을，Wow'인자라 부르는데, 그만큼 다른 의자들에 비해 느낌이 다르고 편하다.

AERON의 우선적인 특징은 한가지가 아닌 세 가지 크기 - S, M, L - 가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가 

다 다른 공구로 조립되지만 그들의 가격표는 모두 같다. 여기에서의 Big'은 '상위'의 은유적 표현이 아 

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Herman Miller의 주요 판매 대상은 관리경영자 층이었으나 1980에서 90년 

대에 와서 그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 비서직과 실무자 층을 위한 구매가 60%를 넘어서게 되었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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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의 책상에 키보드트레이를 부착하는 것은 지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는 생각 등과 같은 과거 

의 관념에서 벗어난 현대의 업무 개념과 비서직, 또는 컴퓨터 사용자 등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은 진행되었다. 두 디자이너는 충분히 기능적이면서 품격과 편안함 

을 갖춘 의자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자동차로 본다면 고급 차종에 4륜 구동을 장착하고 가격은 중간 정 

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Herman Miller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human scale에 대한 통계가 

추상적이며 그 추상이 현실과 다를수록 디자인이 현실과 멀어질 것임을 감안하여 가장 편안한 자세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출현한 세 가지 사이즈는 1%부터 99%범위까지의 사람 

들의 신체적 특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견고성과 제조 공정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는 최초에 의자 설계를 시작하면 

서부터 요구되었고, 재활용 음료수캔 등이 이용된 알루미늄 합금 구조는 의자의 수명을 길게 연장시켰 

다. AERON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말루미늄과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골격은 아주 복합적인 기하 

학적 구성과 그 너머로 달려 있는 tilt에 의해 독특한 외양을 보여준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천과 foam 

에서 대체된 Hyti•이이라 불리는 얇은 막같이 짜여진 재료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기어 박스나 의자 등 

에 쓰이는 재료인데, 주어지는 힘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그 힘이 없어지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로 인해 AERON은 타이완, 중국, 독일, 영국, 미국등 세계 여 

러 지역으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았고 그렇게 구성된 특이한 형태는 다시 세계의 어떠한 시장에도 적 

응하게 되었다.

F-60
• T-CHAIR
• Vitra, / Germany
• 1995
• Antnnio Citterio with Glen Oliber Low

T-Chair의 부드러운 자유곡 선형의 외관은 의자의 외피를 입히는 방법에 관한 혁신으로 만들어졌다. 

그 커버는 T-Shirt같이 벗겨 낼 수 있고, 게다가 세탁기로 세탁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은 

팔걸이로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팔걸이들과는 달리 팔의 여러 자세에 대하여 높이, 폭, 각도 등을 조 

절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모니터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 편리하다. 또 다른 고안 

은 polyamide로 된 다리 부분으로 종전의 납작한 형태에 비해 맵시가 있고 우아하다. 이 의자의 기계 

적 구조는 2년 먼저 나왔던 Axion의 것과 동일하다. 두 개의 축은 앞으로 숙여진 일하는 자세부터 뒤 

로 기대어 쉬는 자세까지 지속적이고 바르게 몸을 지탱해 주고 척주를 곧게 유지토록 하여준다. 이 신 

선하고 매력적인 의자는 주거와 사무가 어우러져 있는 현대적인 사무 공간에 적합할 것이다.

F-61
• MEDA CHAIR
• Vitra, / Germany
• 1996
• Alberto Meda
1987년 Alias사에서 제작된 Light light Chair나 Soft light Chair(1989), 혹은 Luceplan사를 위해 Paolo 

Rizzatto와 함께 만든 램프 등에서는 Alberto Meda의 디자인적 '간결함과 가벼움'을 잘 볼 수 있다. 

1996년 Cologne Orgatec에서는 힘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전공인 이탈리아 

의 엔지니어와 Vitra사의 인체 공학적인 극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 구조적, 

시각적으로 단순화되고, 기능주의와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Meda Chair가 소개되었다. 

이 의자의 기본적인 형태는 좌판과 등받이가 동시에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 장치는 그런 종류의 기능 

들을 위해 여태까지 쓰였던 어떤 기계 장치도 사용되지 않았고 스프링을 이용한 아주 기초적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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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만을 근거로 디자인되었다. 좌판의 가죽 또는 천으로 된 커버와 조화를 이루는 등받이 커버는 두 

겁으로 된 그물형의 막으로 이루어져 반투명하면서 시각적으로 의자를 가볍게 해주고 오묘한 물결무늬 

를 만들어 낸다. Meda는 의자의 기술적인 내용을 현학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그 모든 세부를 잘 디자인하고 깨끗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가볍고, 복잡성을 최소화했을 뿐 

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오늘날 디자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해 6월부터 원래의 형태에서 손잡이와 다리 부분이 약간 수정되어 생산되기 시작한 Meda Chair는 

다른 사무 의자들과 다르게 기술적인 내용과 구조면에서 사무 환경의 의자에 대한 독일 공업기준 DIN 

4551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

F-62
• AD HOC
• Vitra, / Germany
• 1996-현재

• Antonio Citterio with Glen Oliver Low
Ad Hoc 프로그램은 사무실의 현대적 장비들, 조직적 구성, 조명과 건축학적 배열 등에 대한 배려를 통 

해 기능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동식 책상과 벽체가 서로 교환되면서 광범위하게 조합되어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나가는 

그 시스템에서 'FLEXIBILITY' 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해결 방법은 마치 각각의 상황에 각기 다르게 디자인 된 것처럼 느껴진다.

F-63
• 4004 SML
• SieMatic / Germany
• 1970년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목가공 기술도 발달하여 '라미네이트，공법이 개발되면서 부엌가구는 

대량생산 및 공급의 길을 열었다. 가구의 단위를 최소한의 유니트로 나누어 설계를 하고 현장에 맞추 

어주는 즉, '시스템 키친'이 보급되기에 이른다. 이전의 가구가 손으로 짜서 맞추고 도장으로 마감하는 

방법이라면, 시스템 가구는 표준화된 규격의 판재를 라미네이트 공법으로 1차 마감하고 규격화된 하드 

웨어로 조립마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다양한 소재가 적용되고 동일소재에서도 다양한 색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부엌이 순수기능의 만족에서 벗어나 집안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모더니즘식 합리주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집안에서는 당연 

히 부엌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부엌가구는 전문적인 부분으로 발전하게 된다.

F-64
• Mediterranea
• Arc Linea / Italy
• 1995
• Antonio Citterio
현대의 부엌은 '시스템키친'과 단위기능부를 특화시켜 독립시키는 '유니트키친'의 복합설계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량생산의 장점만을 살린 기존의 시스템 키친이 가지고 있는 몰개성적인 부분 

을 보완하고 부엌이 점점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부엌이 복합기능을 수용하면서 점점 인테리어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부엌의 

단순반복 작업들은 대부분 자동화되어가고 있고, 후드 부분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는가 하면 작업 

대를 거실로 보게하거나, 아일랜드식 작업대를 부엌의 중간에 두는 설계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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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드 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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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조사사례

1.1 칼라트랜드 조사방법 사례

1) 연구 목적

(1) 시대 흐름과 변하는 소비자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칼라 트랜드 파악

(2) 칼라 트랜드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검증

2) 연구 기간

97년 9월-12월

3) 연구 대상

(1) 잡지 칼라 조사 - 95년〜97년간 해외 유명 패션, 인테리어관련 정기 간행물

• 패션, 취미잡지 (Vogue, Bazaar, Glamour, Elle 등)

• 인테리어잡지(Elle Decoration, Marie Claire, Maison Francaise 등)

(2) 트랜드 칼라 분석 - CMG에서 소개하는 트랜드 칼라(96년〜2000년)

4) 연구 개요

디자인 잡지에 나타나는 칼라들이 실제로 시대적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최근 몇년간 자료에 대해 년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내용을 저명 해외 협회에서 소개되는 

트랜드 칼라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트랜드 D/B 구축위한 칼라트랜드 조사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함

5) 조사 방법

(1) 95년〜97년 잡지의 칼라 인쇄물들을 칼라종류별로 스크랩

(2) 인쇄상태의 칼라를 측색하여 집계 구함

(3) 칼라대장 작성하고 집계, 그래프 작성하여 추이 분석

(4) 매년 미국 CMG(Color Marketing Group)에서 발표되는 트랜드 칼라를 측색하여 칼라 

대장 작성

(5) 년도별 집계하여 색상, 톤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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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 결과

（잡지 칼라 색상 분포- 숫자는 빈도순위）

연도 R YR Y GY G BG B PB P RP

95년(96/97) 1 2 4 7 3 8 9 6 10 5

96년(97/98) 5 3 2 6 9 -10 4 1 8 7

97/9(98/99) 1 2 5 10 4 8 7 3 6 9

97서2(98/99) 2 1 4 8 9 10 5 3 7 5

97A/M98/99) 2 1 4 10 5 9 6 3 7 8

（CMG 칼라 색상 분포- 숫자는 빈도순위）

연도 R YR Y GY G BG B PB P RP

96/97 1 2 3 5 10 5 8 3 5 8

97/98 1 4 2 5 5 10 8 2 5 8

99 2 1 3 6 9 6 9 3 6 3

2000 1 10 3 7 7 7 4 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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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Orange, Puppie Blue계열의 지속적 강세

- GY, BG등 Green 계열은 지속적인 약세

- PB는 96년 이후 특히 강세를 보임

- 95년결과는 CMG 96/97자료와 96년결과는 CMG 97/98년자료와 97년결과는 CMG 

99년 예측자료와 비숫한 칼라 순위 보임（잡지에서 소개되는 디자인의 칼라는 소개 

되는 연도보다 년반정도 앞선 트랜드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잡지 칼라 톤 분포- 숫자는 빈도순위）

연도 V S B P Vp Lgr L Gr DI Dp Dk Dgr

95년(96/97) 4 1 2 10 5 9 3 12 8 7 6 11

96년(97/98) 3 4 1 5 6 10 2 12 9 7 7 11

97/9(98/99) 7 2 5 •9 11 8 3 12 1 3 6 10

97/12(98/99) 5 1 8 9 12 10 2 10 3 7 6 4

97A/W(98/99) 5 1 7 10 12 9 3 11 2 4 5 8

- Strong, Light톤의 지속적인 강세

- 최근 부드러우면서 채도를 지닌 D1 톤의 갑작스러운 증가

- Bright, Very Pale톤의 지속적인 약세

430

미래 디자인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 잡지 소개 내용은 12〜18개월 후의 시장 트랜드 - 97하반기자료가 98 예측경향과 

유사

- 본 분석방법을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칼라들의 Volume 변화가 파악이 되며 특정 

칼라내에서의 색상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얻을 수 있음

(Co이한 오렌지 -> Wam한 오렌지)

- 차후 칼라 방향은 어떤 색상인가보다 어떤 계열, 어떤 분위기인지가 중요한 요소

• Harmony, Sprit을 테마로 자연에서 온 듯한 조용하지만 풍부하고 Happy한 칼라 

• 이문화와 접촉 및 혼합에 의한 약간은 낯설지만 새로운 느낌의 칼라 

(International Ethnic Color)

• 경제적이고 이유있는 칼라- 합리적이고 안목있는 소비자(IMF 이후)

(3) 결과물

- 칼라별 이미지 사진 스크랩 북

- 트랜드 이미지 판넬

- 년도별 칼라 대장

- 년도별 칼라 분포 및 특징

- 추출된 트랜드 칼라칩

7) 결과 논의

- 시대변화에 따라 칼라 종류별로 Volume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칼라의 

경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다른 칼라는 매년 변화가 있는 등 칼라별로 

그 수명주기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항상 지속적인 Volume을 차지하는 칼 

라의 경우 기본색에 가까우며 그 변화가 자주 바뀌는 경우 유행 칼라임.

- 잡지 조사는 양질의 인터내셔널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른 칼라 성격, 분포의 변화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인쇄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칼라 분포상의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 

인 관찰이 요구됨

- 차후 패션, 인테리어, 제품잡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조사대상이 될 잡지를 선정 

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함

- 트랜드 변화의 배경 파악을 위해 인쇄물의 표현형식, 메세지, 키워드의 조사 필요

- 각종 트랜드 정보지에서 발표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검증데이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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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성 라이프스타일 리서치 - NCD(일본칼라디자인연구소)

감성라이프스타일 조사란 생활자가 지향하는 기호(Taste)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미지를 찾아가 

면서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는 이미지조사방법이다. 이는 소비자 생활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질 

문지 형식의 관심도 조사와 사진으로 제시되는 쇼카드(Show Card)를 이용한 기호이미지 조사 

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실무활용까지 ''이미지” 라는 동일척도의 시 

각적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점이 기존의 조사방법과 차별되는 점이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물을 볼때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이미지로 판단하고 인지한다. 대상물에는 

상품이미지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기호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상품이미지와 기호이미지의 관련 

을 동일한 기준의 이미지스케일(Image Scale)에 놓고 비교를 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게된다. 

참고로 이미지스케일은 색이 갖는 이미지를 주축으로 처음 일본의 NCD(일본칼라디자인연구 

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감각을 끌러내 스케일상의 위치로 

그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예를들어 사람들은은 일관된 이미지로 코 

디네이트된 생활패턴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시각적 기호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추출 

해 분류하면 라이프스타일별로 지향하는 기호이미지를 이미지스케일상에서 상품색, 형태, 재질, 

패턴 등으로등가 변환해 바로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조사가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바탕으로한 분석결과라면 이 조사법은 이미지 

하는 척도로 동일한 감성가치관을 가진 소비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도출하여 결과물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해 클러스터 링 분석하여 그룹핑된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캐쥬얼파라든지, 

클래식파, 로맨틱파와 같이 네이밍되어 디자인타켓 이미지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생활자의 감성 기호패턴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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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감성라이프스타일별 이미지 특징)

Image Color 무늬. 디자인 소재 Target 상

Casual

젊은 청춘의 차기 

찬. 유궈1한, 즐거 

운. 기쁜, 산뜻한, 

화려한. 쾌청한. 트 

로피 칼한

산뜻한 청색,맑고 

화려한 튼,대비가 

강한.눈에 띄는 배 

색.백-혹을 차용한

큰무늬의 체크나 스트 

라이프, 소느로 그린 

口림, 움직임을 표현한 

것. 둥근형, 경쾌한 놀 

이의 감각

프라스틱, 고무두께가 

있는 종이윽면, 실용 

적이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자연재+인공 

재 둥 다른소재의 조 

화

대학생.20대전반의 

젊은층. 마음편하고 

자유스타일을 좋아하 

는 사랑, 손가는대로 

코디네이트. 생활을 

즐김

Modern

도시적, 합리적 , 

Sharp, 냉정, 정밀, 

치일, 기계적인, 이 

지적인, 진보적, 문 

화적. 고상한

백이나 혹. Dark 

Gray 둥 무채색이 

기본. 무기질이면서 

찬 느낌. 액센트 색 

으로 표정을 바꾼 

다.

무지가 기본. 샤프한 

스트라이프 등 심플하 

면서 직선적인 것. 기 

계적이면서 하드한 것

스틸, 유리. 금속. 인 

공재.딱딱한 무기적 

인 찬 느낌,치일,광 

택이 있는 자연석.인 
공석

쿨하면서도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도시 

적 Young. 심플하면 

서 무기적 지향. 기 

농이나 디자인이 까 

다邑다.

Romantic

부드러운, 감미로 

운. 괴로운, 동화적 

인, 가련한, 화창 

한, 유화한, 느낌이 

좋은, 달콤한

파스텛조의 엷은

색,달콤한청색이 기 

조,백옿 사용해 소 

프트하게 정돈

작은무늬, 반복무늬, 

부드러운 터치의 그림. 

부드러운 곡선 사용,작 

으면서 잔 무늬, 얇고

등근 형

투명강이 있는 조직 

의직울,섬세한 레이 

스,부투영한 유리,칠 

하지 않은 나무.맑은 

색의 등나무

젊은 여성이 중싱. 

소프트하고 가련한 

분위기콜 좋아한다.

너무스포티하거나 

하드한 것은 질색,부 

드러운 것이 중요

Natural

자연스러운, 평온 

한. 융화되기쉬운, 

구김살없는, 소박 

한, 간소한, 유유 

한, 평화로운,신선 

한. 화창한

아이보리, 베이지가 

중심, 정리된배색이 

기본 튼을 미묘하게 

변화시킴,백을 살림

無地 또는 無地調의 무 

늬 . 풀.나무.잎 등의 

모티브로 부드러웅이 

있는 자연그대로의 둥 

근.소박한 형태

마.면 등 자연소재 , 

손으로짠 천, 소박한 

도기, 나무, 대나무, 

등나무 둥 질강을 살 

린 것

맑은, 친숙해지기 쉬 

운 감각의 패밀리파, 

심신의 평온함.일상 

생활의 쾌적함을 중 

시

E 1 egant

기풍있는, 우아한. 

섬세한, 정숙한, 멋 

진, 풍류적인, 드레 

시한, 여성적인.정 

서적, 청려한

온화한Grayi*) 칼라 

가 중심.붉은보라. 

보라끼가 대표적인 

색조,미묘한 그라데 

이션으로 정리된 배 
색

흐르는 돗한 곡선,적당 

한 장식을 살린 꽃무 

늬.추상적인 문양.대조

-대UI翟 살리지 않은 

윤곽이 흐린 미묘한 요 

철의 느낑이 있는 것

부드러운실크. 견. 약 

간의 광택이 있는 

것,진주. 고근도기와 

같이 풍위있고 섬세 

한 질강의 것

여성감각의 온아하고 

섬세한 센스를 갖는. 

질감,향기.미각에 식 

견이 있는. 엇에 자 

신이 있는

Chic

검소한, 그윽하고고

상한, 시든, 미묘

한. 고아한, 세련

된, 귀중한, 조용한

검소한 Grayish 칼 

라가 중심 , 색감.튼 

등을 미묘하게 변화 

시켜 조화, Gray롱 

살리는 정리된 배색

無地，미묘한 직물의 무 

늬,성세한 체크,추상적 

무늬.심플하면서 완만 

한 선을 사용한 디자인

매트(Mat)한 질감. 

사슴가죽. 티탄. 그을 

은은, 자연석, 윤기콜

없앤 것

온화+Co이 지향의 남 

여. 지성적,세련듼 

분위기 중시 , 색,소 

재에 미요한 느낌을 

추구

Classic

전롱적인, 고전적 

인, 원숙한, 성숙 

한, 풍부한, 깊은앗 

이 있는,사치한돗 

한, 중후한, 호화로 

운. 장식적인

담색계로 깊이가 있 

는 질은색이 중심. 

흑을 살려 대비를 

주지않고 부드럽게 

정리, 조화시킨다.

캐시미어숄. 에르메스풍 

의 고전적 문양.장식적 

인 전통문양,동식울이 

모티브.세세한. 종교적 

인 양식

긍. 견. 벨엣. 광택이 

있고 고급인 느낑을 

자아내는 것, 중후하 

고 풍격있는 가죽, 

장미윽

비교적 나이가 있는 

전롱.가치있는 것을 

지향.약간 보수적이 

면서 충실한 생화 지 

향,장식적인 것을 선 

택하는 경향

Dandy

안정된, 수수한, 그 

윽한. 능릉한, 씩씩 

한. 견실한, 격조있 

는, 흔튼한, 묵직한

횩.Dark Gray 등 하 

드한 무채색이 기 

본,색조, 감색.갈 

색의 탁색을 조화시 

켜 정리한 배색

익스 풍.無地조의 심플 

하면서 직선적, 스트라 

이프, 섬세한. 기능적, 

안정감이 있는 것

당김이 있고, 른횬한 

가죽.까칳한 모직,캐 

시미어.웋 등 고급의 

느낌 + 영구지속되는 

풍격높은 질강

성인 강성의 주인. 

약간의 낭성적. 하드 

하면서 알끙한 분위 

기豊 지향, 상식적, 

논리적 기능을 중시 

하는 뽄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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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색채 변화의 호름-일본

19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색채갈앙시

대

아메리칸 

칼라동경시

대

칼라주목시 

대

모던칼라시 

대
칼라프시대

자연회귀시 

대

건강할라시

대

감성칼라시 

대

고급칼라시 

대

예쿨로지칼 

란시대

자기칼라선 

택시대

새豐간 립

스틱

재건개시.

함리생화. 

파스텔칼라 

의 차

젼후로 부 

터 탈 W, 알 

로하셔츠. 

무지개색 

속옷

고도성장시 

작. 샤卅트 

은

소비가 이 

덕. 사이키

皆릭. 팝

석유여기. 

양에서 질 

로, earth 

칼라

안정성장.

밝은 내츄 

럴칼라

감성소 HI, 

파스 SI. 

black 罟

고급소비.

모노2.엘

31강트. 저

채도칼라

버블붕괴.

내추럴칼라

경기저조. 

믛랙&화이 

트 리바이 

헐

-----、

r
। 
।

，톤시대

、濁色주목시

、질감이 i 
개丿한 여러!

，시되 저채도

01 연구됨

외장

외장색에 대

m 칼라코디!:

근 이묘

환경

자치구의 표:

(

1
乂색 제작-1— 

1

칼라링커! 지人 

배색이미지주

I 이엄종.

1 이미지네

1
1

옥人歹

)1 분야간 §

三워크화 1

——」 

1

/& 상시대
,)선명하고

끼끗한 발색 )1 추구됨 기업

인테리어

하우징메이커

” 관심증가一 1
1

1 1
(宵色주목시 (

।
1 1

广

1

■--------
잡지. 신운 1

— ---------------- L 1
1

1
1

1
1

가전. 생*재
신문에 社라f ! 쇄이 

1 1 ____2
1
1

식품
나무색의 가? 1

1
1
1 ________ 」

1
자동차

미국차의 칼E

皿캐지칼라연 구 1
1

1
1

1
1

화장퐁 卜 인기

1 1 ________ ।

1
르슨号의토 부터

1
—J

1 
------

rl

단색적 시정， 1 관심 단색이미지에 관심
—二》

배색이미지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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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Web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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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우선 현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가치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현재의 사회가치, 제도, 기술 경제가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로 비추어 볼 매 어느 정 
도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 느낌의 정도룰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가치 및 이데올로기

낙관적 O O O O C O O 비관적

분석적 O O O O O O 종합적

객관적 O O O O O O O 주관적

기계적 O O O O O O O 유기적

발산적 O O O O O O O 수렴적

개인적 O 0 O O O O O 공익적

현실적 O O O O O O O 이상적

실증적 O O O O 0 O O 이론적

보수적 O O O O O O O 진보적

보편적 O O O O O O O 특수적

이성적 O O O O O O O 감성적

자연정복 O O O O O O O 자연조화

통합적 O O O O O O O 해체적

물질적 O O O O O O O 정신적

대중적 O C O O O O O 귀족적

사회 제도 및 규범

집중적 O O O O O O O 분산적

강력한 O O O O O C O 유약한

절대적 O O O O O O C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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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국제적 O O O O O O O 지역적

동적 O O O O O O O 정적

경직된 O O O O O O O 유연한

변화의 O O O O O O O 정체의

소비적 O O O O O O O 검약한

불안한 O O O O O O O 안정된

대립의 O O O O O O O 균형의

전문화 O O O O O O O 복합화

기술, 경제

하이테크 O O O O O O O 하이 터치

물질위주 O O O O O O O 생태위주

요소과학 O O O O O O O 통합과확

신기술의 O O O O O O O 기존기술의

국민경제 O O O O O O O 세계경제

무절제한 O O O O O O O 지속가능한

기교적 O O O O O O O 무기교적

성장의 O O O O O O O 쇠퇴의

기술적 O O O O O O O 인간적

가상적 O O O O O O O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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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다음은 미래（2005년）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 
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귀하는 미래（2005년）의 사회가치, 제도, 기술 경제가 다음에 제 
시된 단어의 의미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 느낌의 정도룔 해당 
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가치 및 이데올로기

낙관적 O C O O O O O 비관적

분석적 O O O O O O O 종합적

객관적 O O O O O O O 주관적

기계적 O O O O O O O 유기적

발산적 O O O O O O O 수렴적

개인적 O O O O O O O 공익적

현실적 O O O O O O O 이상적

실증적 O O O O O O O 이론적

보수적 O O O O 0 O O 진보적

보편적 O O O O O O O 특수적

이성적 O O O O O O O 감성적

자연정복 O O O O O O O 자연조화

통합적 O O O O O O O 해체적

물질적 O O O O O O O 정신적

대중적 O O O O O O O 귀족적

사회 제도 및 규범

집중적 O O O O O O O 분산적

강력한 O O O O O O O 유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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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O O O O O O O 상대적

국제적 O O O O O C O 지역적

동적 O O O O O O O 정적

경직된 O O O O O O O 유연한

변화의 O O O C O O O 정체의

소비적 O O O O O O O 검약한

零안한 O O O O O O O 안정된

대립의 O O O O O O O 균형의

전문화 O O O 0 O O O 복합환

기술, 경제

하이테크 O O O O O O O 하이 터치

물질위주 O O O O O O O 생태위주

요소과학 O O O O O O O 통합과학

신기술의 O O O O O O O 기존기술의

국민경제 O O O O O O O 세계경제

무절제한 O O O O O O O 지속가능한

기교적 O O O O O O O 무기교적

성장의 O O O O O O O 쇠퇴의

기술적 O O O C O O O 인간적

가상적 O O O O O O O 현실적

NEXT

440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 다음은 현재의 디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널리 상용되고 있는 휴대용 통신기기 

디자인이 개념, 기능, 조형성 측면에서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 느낌의 정도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제품의 디자인을 보시지 말고 휴대용 통신기기의 전반적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개념성

물질적 O O @ O O C O 정신적

기능적 O O O O O O 심미적

국제적 O O O O O O 지역적

장기적 O O O O O O 단기적

개체적 O 0 O O O O 종합적

이념적 O O ◎ O O O O 현실적

고급의 O O O O O O 저급의

변화의 O 0 ◎ O O O O 안정적

다양한 O O O O O O 단일한

표면적 O O O O O O 내포적

인간중심의 O O ④ O O O O 기술중심의

복고적인 O O O O O O 미래적인

심각한 O O O O O O 유회적인

기능성

자연적 O O ◎ O O O O 인공적

단순기능 O O O O O O 복합기능

기계적 O O O O O O 전자적

투명 O O O O O O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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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O O @ 0 O O O 내구적

디지털 O o ® O O O O 아날로그

직설적 O O 風 O O O O 은유적

기능적 O O @ O O O O 의미적

조형성

큰 O O O O O O 작은

딱딱한 0 O O O O O 부드러운

두꺼운 O O O O O O 얇은

각진 O O O O O O 둥근

직선적 O • 0 O O O O 곡선적

넓은 O O O O O O 좁은

동적인 O O O O O O 정적인

대칭 O O O O O O 비대칭

화려한 O O O O O O 수수한

무채색 O O O O O O 유채색의

단색의 O O 0 O O O 다색의

패턴의 O O O O O O 무패턴의

여유의 O O O @ O O O 조밀한

자연적 O O O O O O 인공적

거친 O O O 向 O O O 매 L 러운

정형의 O O O O O O 부정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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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풍성한 O O O @ O 0 O 빈약한

밝은 O O O @ O 0 O 어두운

대비의 O O O @ O O O 조화의

차가운 O O O @ O 0 O 따뜻한

가벼운 O O 。 @ O 0 O 무거운

절제된 O O O @ O O O 표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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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미래（2005년）의 디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대용 통신기기 디자인이 미래 
（2005년）에는 개념, 기능, 조형성 측면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 느낌의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U다.

（개별적 제품의 디자인을 보시지 말고 휴대용 통신기기의 전반적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개념성

물질적 O O O @ O O O 정신적

기능적 O O O 向 。 O O 심미적

국제적 O O O ◎ O O O 지역적

장기적 O O O ⑥ O O O 단기적

개체적 O O O @ O O O 종합적

이념적 O 0 O ◎ O O O 현실적

고급의 O . O O @ O O O 저급의

변화의 O O O ® O O O 안정적

다양한 O O O @ 。 O O 단일한

표면적 O O O @ O O O 내포적

인간중심의 O O O ◎ O O O 기술중심의

복고적인 O O O @ O O O 미래적인

심각한 O O O ④ O O O 유회적인

기능성

자연적 O 0 O @ O O O 인공적

단순기능 O Q O ⑥ O O O 복합기능

기계적 O O O @ O O O 전자적

투명 C O O O O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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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O O O 《D o O O 내구적

디지털 O O o aD o O O 아날로그

직설적 O O O 《“ o O O 은유적

기능적 O O O 《“ 。 O O 의미적

조형성

큰 O O O 《“ o O O 작은

딱딱한 O O O 〈“ 。 O O 부드러운

두꺼운 O O C 《 O O 얇은

각진 O O O 《» 。 O O 둥근

직선적 O C O 《] O O O 곡선적

넓은 O O o aI O O O 좁은

동적인 O O o 《I O O O 정적인

대칭 O O o 《» 。 O O 비대칭

화려한 O O O (J“ O O O 수수한

무채색 O O o 《» O O O 유채색의

단색의 O O o 《» O O O 다색의

패턴의 O O o 《» O O O 무패턴의

여유의 O O o 《» 。 O O 조밀한

자연적 O O o 《» O O O 인공적

거친 O O o 《I C O O 매!! 러운

정형의 O O 0 <I 。 0 O 부정형의

풍성한 O O o «?) O O O 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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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밝은 O O O O O O 어두운

대비의 O O C O O O 조화의

차가운 O O O O O O 따뜻한

가벼운 O O O ④ O O O 무거운

절제된 O O O O O O 표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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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류 

하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남 。어

2. 귀하의 연령은 ?

@20대 °30대 °40대 °40대 이상

3. 귀하의 디자인 분야는 ?

◎ 전자 및 가전 。자동차 。가구 。팬시 。산업장비 。기타

4. 귀하의 종사 분야는 ?

。교육 ◎기업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회사 。프리랜서

5. 귀하의 디자인 경력은 ?

向1년〜5년 미만 °5년시0년 미만 °10년시5년 미만 。20년 이상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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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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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예측자료 DBASE （Web이용）

449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Design Planning Lab
Design Bibliography Data Base 

Planned November 1997

Just Click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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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lanning Lab.
Design Bfoiography Data Base 
Planned November 1997

S用®理QTS

♦ DesiD.n_Trend

• Design Methodology

♦ Interaction Design

• Culture & Design

• Deign Planning

PROJECT BOARD

•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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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lamiing Lab.
Design Bbfiography Data Base 
Planned November 1997

RA* 琳列5ml■—I

인덱스화일(subject.idx)의 형식이 욜바르지 않습니다!

글목록 : 주 게시물 ( 현 페이지 범위。〜 0 )/ 총 게시물
-”二二三=二二二；•二二■-,■= ' ===h~==h — --------- -------- ” 一■ ' -- -- ' ------ ==_=-- --- ,

제 목 저자발행일조회

게시된 글이 없습니다.

검색대상
◎제목 。본문 。글쓴이 ???

결과개수 : |25 텨 검색어 :「

Thank you for visiting us.
If you have any question,send mail to us.

DPL in ID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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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출장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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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조사보고서

1. 출장목적/내용

미래디자인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조사

2. 출장지역/기간

A. 유럽지역（헬싱키, 파리, 밀라노） / 1998년 7월1일-16일

출장자 : 민경우, 이순종

B 미주지역（시카고, 워싱톤, 뉴욕） /1998년 7월 1일-9일 

출장자 : 이건표, 채승진

A. 유럽지역（헬싱키, 파리, 밀라노）

7월 1일

12： 45 서울출방 - 22： 00 헬싱키 도착

7월 2일

10： 00

• 방문 : UIAH（University of Industrial Arts H이sinki）

Raimo Nikannen 교수（핀란드 디자인총연합회 회장） 만남

• 관찰 : 헬싱키 방송국과 함께 '뉴미디어 방송국' 설립화정 추진중

： 헬싱키 시와 함께 2000년 대를 위한 '신문화도시' 재건 추진중

: 대학에 디자인자동모델제작（cnc） 및 자동염직장비 새로 구축

• 요점 : 디자인과 미디어와의 연계중요성

: 새로운 세기, 환경도래에 따른 문화, 교육, 교통, 레져 등 총체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 대두

13： 00

• 방문 • Arabia/Hackman

• 관찰 : 인테리어, 가구, 조명 등 젊은 디자이너 Steven Lindfors의 도자식탁용품（컵）이 

인기리에 판매중

: 동물의 형태를 연상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편안한 형태로 디자인 함

• 요점 : 디자인 혁신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의 중요성

: 디자인형태에 있어서 동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등 친근성과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 필요

15： 00

• 방문 • Helsinki Craft and Desig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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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 1997년부터 종전의 Art and Craft Museum을 Craft and Design Museum으로 

개칭하고 핀란드 디자인의 역사를 시대별, 인명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 몽고 특별전, 젊은 디자이너 3인전 개최

• 요점 : 디자인이 보다 중시되는 시대의 도래와 디자인역사의 중요성

: 젊은 디자이너들의 혁신적 디자인활동을 위한 지원

7월 3일

09： 00

• 방문 : 세우나사리 Open Air Museum

• 관찰 : 모든 전통 가옥과 도구, 집기들이 목재료로 일관되고, 단순간결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볼 것이 별로 없는 기념품가게 제품들

14： 00

• 방문 : 수오민리나 섬

• 관찰 : 운하에 배등을 이용한 카페 등이 독특함.

: 섬의 곳곳에 옛성을 이용한 특별전시회 둥으로 이용함

18：00

• 방문 : 헬싱키 개인집 방문

• 요점 : 동양 특 히 일본의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짐

: 핀란드의 젊은 대표적 디자이너인 Steve Lindfors에 대해 논의함

7월 4일

10：00

• 방문 : 스토크만, 이탈라, 아르텤 둥의 서점 및 대표적 가정용품 상점, Design Forum 방문 

• 관찰 : 디자인에 있어서 감각과 정신등에 관한 디자인 서적이 많이 나옴

: 목재, 유리, 섬유의 제품이 특히 독특한 디자인의 맛을 표출함

: 과거의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신제품이 적음

: Design Forum에서는 20세기말의 디자인을 종합한다는 의미의 최근 5년간의 

핀란드베스트 디자인을 선정 전시함. 쥬얼리, 도자, 텍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함

• 요점 : 실험정신과 함께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함

: 역사적 사실의 정리의 중요성 각 디자인분야를 초월함으로서 디자인사고의 

융통성을 부여

14：00

• 방문 : Modem Art Museum

455

〃래 디자인 가치 예측에 관한 연구



• 관찰 : 직원들의 유니폼이 단순 조용하고, 건물의 내부구조 및 동선이 간결하여 작품이 

돋보이고, 커피숍, 책방등이 건물과 잘 어울리면서 변화를 유도함

: 각 방과 공간마다 첨단매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이 돋보임

: 이와 함께 건물에 대한 홍보가 뛰어남

• 요점 : 뉴미디어와 영상예술작품비중이 커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작품경향을 반영하고 

있었음

: 평면과 입체의 범위를 범어나 “냄새”, 조작”를 이용한 작품 등 오감과 참여적 

작품들이 많았음

: 현대미술과“앞에 건리붕인 ”뉴미디어 영상센터“에서도 현시대의 중요시되는 가치흐름 

을 짐작할 수 있었음

18：00

• 방문 : Rock Church, 시베리우스 조각공원, Helsinki Technology School의 교회, Yulio 

Turka 방문

• 요점 : 교회건물에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검소함이 특히 강조되어 경외스러움.

: 특히 대학내의 자연과의 만남이 강조된 오픈된 교회는 안도다다오에 영향을 

준듯하여 창조에 있어서 역사적 체험의 중요성을 보여줌

7월 5일

07：15 Helsinki 발 12 ：00 Paris 도착

15：00 : 몽마르트방문 성당, 거리관찰

• 요점 : 장식적（금, 식물무늬, 이미테이션）이고, 역사적인 것, 표면적인 것, 최첨단 등 다양한 문화가 

엿보임. 지하철의 사인시스템이 훌륭함

7월 6일

10： 00 : 퐁피두-조각공원. 인포메이션센타 둥 모뉴멘트와 현대적 건물의 조화. 루브르 미술관 방문. 피 

라밑 형조형물과 전통박물관건물과의 조화.

• 요점 : 새로운 현대적 이미지를 창조하기 하기 위해 노력함

17： 00 ： 트렌드 유니온（미래예측 연구소） 방문. 디자이너 소리아난과 면담. 25명으로 구성된 트렌드조 

人｝, 트렌드관련 지침서 및 잡지 발간（View in Color, Interior View）, 뉴디자인컨셒을 개발하는 종합미 

래 디자인예측연구소.

• 요점 : 미래예측의 방법으로 세계주요지역을 통한 타운워칭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방법을 복합.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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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0 : Ensci 디자인대학 방문 Evert Endt 학장 면담. 200여명의 학생, ID.Media.Textile 등으로 전공 

을 구분. 컴퓨터, 공장시설등 최신 시설 구비.

• 요점 : 재료실이 인상적. 6년전의 창조적인 인재양성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분. 전임이 적고 

유니트별 스튜디오 클래스 강조. 2년후 이밸류애이션 후 진급여부 결정. 매스터코스는 리서치 

와 프로젴트코스로 구분. 정신적이고 자연적인 것의 강조. 입구에 전시 및 다용도 공간 

인상적 한학생 작품을 여럿이서 평가.

7월 8일

10 ： 00 시내 중심백화점 및 베르사이유 궁전 방문

백화점의 내부 및 진열상품이 국내 유명백화점과 비교하여 떨어짐. 베르사이유궁전, 광장, 인조호수 

둥이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나 너무 인위적인 느낌

7월 9일

11： 40 드골공항 출발

15： 00 밀라노 리나테 공항 도착

17： 00 밀라노 필립스디자인연구소(Piazza IV Novembre, 4 Milano)에서 Mr Giulio Ceppi 만남.

필립스디 자인의 Vision of Future(VOF) 프로젝트의 배 경 및 필립스의 미 래지향적 인 디자인 연구활동 

토의.

• 요점 : 필립스는 미래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주요도시에 타운와칭 및 산학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듬. 아시안국들도 보다 적극적인 문화적, 세계적 제품디자인의 노력이 

절실

19： 00 에오로페오 대학 생태디자인연구소 카르멜로 소장 만남. 밀라노에서의 미래디자인예측연구소 및 

관계자방문 일정 토의. 도시외곽마을의 전원적 정취가 나는 식당에서 카르멜로와 저녁식사. 주변에는 

섬머페스티발의 일환으로 아프리칸 축제가 벌어짐

• 요점 : 지역, 계절에 따라 특색있는 이벤트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음.

7월 10일

10： 00 에오로페오 대학 생태디자인연구소(Centro Ricerche Istituto Europeo di Design) 방문. 연구활 

동 관람. 생태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현대문제의 해결가능성 발견. 밀라노 및 국외주요대학과 연계된 

대학원과정 흥미.

17： 00 Future Concept Lab(Viale Gransasso, 7 Milano)에서 Dott. Francesco Morace 소장 면담. 세계 

주요도시의 타운워칭을 토대로 미래 디자인경향 분석. 세계유수 기업의 미래디자인방향을 컨설팅하고 

있음.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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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0 밀라노 트리엔날레 방문. 네델란드 건축디자인 특별전 관람. 네델란드의 독특한 단순, 기하학적 

인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음. 전시형식이 자체개발한 에어폼구조로 인상적이었음

7월 12일

10： 00 리나센테 백화점 관람 샘풀구입, 리졸리 등의 책방을 들러 참고서적 구입

7월 13일

10： 00 칸투시 디자인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이탈리아 콤파스도르 수상작 전시회 참관 및 관장과 대담.

14： 00 Mr. Aldo Colonetti（Octagono 편집장） 면담. 디자인의 미래경향에 대한 견해 토론.

17： 00 Castelli Design（Via Goito, 7 MilanB의 Mr. Trini Castelli씨 방문. 미래디자인개발연구소로 특 

히 의미론에 입각하여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개념 개발.

7월 14일

10： 00 견품 및 도서 구입

7월 15일

10： 00 밀라노 출발

7월 16일

08： 00 서울 도착

B 미주지역（시카고, 워싱턴, 뉴욕）

7월 1일 이건표 교수 출국, 시카고 도착

7월 2일 채승진 출국 시카고 도착

7월 3일 IIT 방문, 찰스 오웬 교수와 면담

7월 4일 시카고 아트 뮤지엄, Border' s Book

7월 5일 시카고 출발, 와싱턴 도착

7월 6일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 방문（American History Museum, American Technology and 

Industry）

7월 7일 와싱턴 출발 뉴욕 도착, 현대미술관（MoMA） 방문

7월 8일 쿠퍼 휴잇 뮤지엄 및 도서관 방문, S.H.Van Dyk씨와 면담.

7월 9일 뉴욕 출발 서울 도착（7,10： 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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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시카고 공과대학내 산업디자인학부를 방문하여 디자인전략개발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분야 담당 교수인 챨스 오웬씨와 존헤스켓씨와 면담함.

7월 4일

시카고 아트뮤지엄(Chicago Art Museum) 방문하고 특별 전시 중인 일본 현대 산업 디자인전 조사. 

수집자료: 연구 관련 도서 6종 및 보고서 사본과 리플렛 다수

History from Things：Essay on Material Culture, Steven Lubar, W.D. Kingery ed. Smithsonian, 1993, 

ISBN 1 56098 204 7

Time for Life：Surprising Ways American Use Their Times, John P. Robinson, G. Godbey, Penstate 

Press, 1997, ISBN 0 271 01652 3

Learning from Things, D. Kingery ed., Smithsonian, 1996, ISBN 1 56098 607 7

Henry Drefuss, R. Flinchum, Rizzoli, 1997, ISBN 0 8478 2010 6

The Silent Language, E. Hall, Anchor Book, ISBN 0 385 05549 8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lifford Geertz, Basic Books, 1973, ISBN 0465 09719 7

American Genesis：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 Thomas P. 

Hughes,Penguin Books, 1989, ISBN 0 14 00.9741 4

7월 5일- 6일 양일간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의 자료실과 전시관 조사 참관

조사기관: 항공우주관(Aero-space museum), 산업기술관(Ameriacn Tecnology and industry museum) 

의 전시실과 자료실 조사

수집자료: 연구 관련 도서 10종 및 보고서 사본과 리플렛 다수

Ancient Inventions, P. James, N. Thorpe, Random House, 1994, ISBN 0 345 40102 6

Design Thinking, P. Rowe, 1987, ISBN 0 262 68067 X

The Machine in America：A Social History of Technology, Carroll Pursell,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ISBN 0 8018 4817 2

Engineering in History, R.S.Kirby, S.Withington, A.B. Darling and F.G. KilgourDover Pub., 1990, 

ISBN 0 486 26412 2

The Good Old Days-They were Terrible!, Otto L. Bettmann, Random House, 1974, ISBN 0 394 

70941 1

American Home Life 1880-1930- A Social History of Space and Services, J.H Foy and T.J. 

Schlereth ed., The Univ, of Tennessee Press, 1992, ISBN 0 87049 855 X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Technology, R. S. Cowan, Oxford Univ. Press, 1997, ISBN 0 19 

504606 6

The Dibert Future：Thriving on Stupidity in the 21st Century, Scott Adams, Harper B니siness, 1997, 

ISBN 0- 88730 866 X

The Technology and Choice, M.C. Lafollette and J. K. Stine,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6, 

1988, ISBN 0 226 46776 7

Thinking Through Technology^The Path Between Engineering and Technology, Carl Mitcham,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4, ISBN 0 226 531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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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8일 양일간

뉴욕현대미술관과 쿠퍼유니언의 자료실과 전시관 조사 참관

조사기관: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m Art), 쿠퍼유니언Cooper Union)의 전시실과 자료 

실을 조사함. 쿠퍼 유니언에서는 자료실 담당자인 반 다이크씨와 면담하고 관련자료를 얻음.

수집자료: 연구 관련 도서 2종 및 보고서 사본과 리플렛 다수

The Streamlined Decade, D. Bush, MaGraw Hill, 1975, ISBN 0 8076 0793 2

American Plastic： Cultural History, J.I Meikle, Rutger Univ. Press, 1995, ISBN 0 8135 2235 8

Technology and the West： A Historical Anthology from Tchnology & Culture, T.S. Reynolds and

S.H. CutcHffe,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1995, ISBN 0226 710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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