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巻頭言

理事長 金熙徳

디자인과 포장은 그 나라의 생활양식에서 생기며 생활에 혁명을 가져다 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은 경제가 대량소비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 

읍니다. 왜냐 하면 기술혁신은 생산성의 향상과 상품의 균질화를 초래하여 상품 

그 자체의 우열의 차를 약화시키고 판매기 술이 보다 중요한 것이 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마아케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광고, 선전이 부단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낞 

은 자금과 노력이 자사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침 투시키기 위 하여 쓰여지고 있읍 

니 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나 시장이 국제화되고 내외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여건속에서는 마아케팅 활동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디자인과 포장이 둥장되는 것 

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으로 디자인과 포장을 무시한 경영전략은 생각할 수 없 

게 되었읍니다

더우기 해외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 상품이 다종 다량으로 수출되 

어 외국상품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이게 될 것임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 

향상에 더욱 힘써서 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품질과 가격 면에서도 손색 
없는 苗고품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어 야 겠읍니 다.

원칙적인 면으로 볼 때 수출상품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과 엄격히 

구별되어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소비자들 

에게 채택되고 있는 상품들이 수출되어야 품질과 가격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최초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국민들의 소 

비수준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원칙은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외국 상사 

인 발주자의 의도와 타국 상품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독창력이 결여되고 디자인이나 포장이 미숙하여 자칫하면 

내용은 충실하면서도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저질이며 싸구려로 낙인이 찍 

힐 우려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센터는 수출상품의 고급화와 창조적인 상품개발올 위하여 세계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사명감이 한충 

무거워 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수출상품의 디자인과 포장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디자인계, 

산업계 그리고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태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당센터에 대한 배전의 협조와 지도편달이 계속되기를 바 

라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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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工美展과 디자인梵展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s design exhibi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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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를 맞아 한 상공미 전은 창립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론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전람회이다. 

그것은 수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獨創的인 

작품, 에너지 및 자원 철약적인 작품, 국내 生

産資材에 의한 생산가능한 작품 둥을 덧붙여서 

이 전 람회 가 輸出産業과 所得增大를 목적 으로 하

는 특수한 내용을 가진 전람회로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여 왔다. 지 난 11년 간 상공미 전은 디 자인

창안기 풍과 생 산제 품 품위 향상과 수출진홍에도

적지않게 공헌하여 왔으며 11회를 거둔하는 동 

안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산. 

업, 경제, 문화 전반에 절찬 성장 및 발전의 척 

도가 되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나타 디자 

인史롤 구축하여 놓았다. 

그러나 11년 간 매해 그 해 나름대로 적지 않은

논쟁과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 둥이 제 

기되었다. 그 논쟁은 상공미전 성격에 관련된 것 

으로 상공미전이 창작품 전시회의 성격인가 또 

는 실용화가 가능한 작품의 전시회가 왜 되지않 

는가 라는 문제로 매년 논쟁의 가능성을 스스로 

내포하였다. 

그러나 이제 80년대의 경제좌표를목전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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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라는 명칭이 가령 대한 

민국산업디자인대전 또는 대한민국디자인전으로 

개칭이 되며 그의 구성도환경디자인 부문을 추가 

하며 일부의 상업 미 술부문을 시 각더 자인으로 개 

칭함으로서 보다 폭넓고 현실적이며 전문화된 기 

구로 확대되어 간다면 그 간의 논쟁이 되어오던 

성격문제도 자연히 그 해답이 얻어지계 될 것이 

다. 보다 근대적이며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가일 

충 높은 차원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워야 함 

온 당연한 당면과제일 것이다. 이에 관심있는 

모든 더자이너, 산업안, 주최측이 전람회의 성격 

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연구와 공동의 광장에 

새로운 자세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11년 간의 성과 

상공미전의 성장은 출품 수가 증가하였다던가 

작품수준이 현처히 향상되 었다던가 일반인의 상 

공미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둥둥 외형적 증 

가만이 아니고 상공미전을 통하여 더자인과 비 

즈니스의 협동적 분위기 조성과 산업계와 학계의 

유대강화에 크계 기여하였다는 점과 생산인들의 

디자인 센스 육성의 올바론 이해를 촉진하는 사 

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상공미 전 11년 간의 역 사룰 몽하여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직감하는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공동의 교육장 

역 할을 충분히 설천하였 다는 사실이 며 우리 는 

이 전람회를 통하여 많은 능력있는 디자이너를

사회에 배출하였으며 이러한 더자이너들온 독자

성과 전문성이 비로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

를 얻어 사회에 진출하는 하나의 교육장이 되어

왔다.

또한 상공미전을 통하여 디자이너들은 성장했 

고 그 성장의 정도에 따라 산업계 교육저에서 

사회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수출산업계에 

도 직접 간접으로 크계 기여하였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기업과 사회에서 여러 가 

지 난관과 제약있는 환경에서 창조력을 킬러 왔 

으며 설무에 충실하면서 공동 참여의식을 배양하 

여 왔다. 

디자인과 시장환경(1부를 중십으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논하고 기업을 에워 

서J: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의 

기업은· 마아케덩 활동을 최적합한 방향으로 운 

영하여야 한다. 여러 시장환경에서 이에 대응하 

는 시 장요소 즉, 제 품, 유통경 로, Promotion, 가 

격 둥의 4분류로 형성되는 이 가운데 상공미전에 

출품되 는 부분이 제 품부분과 Promotion 부분의 

두 부분이 된다. 아렇계 보면 국내의 시장요소의 

대부분이 상공미전과 같이 자랐고 발전하였다는 

컬과가 된다. 앞으로 디자인 활동에 있어 마아 

케팅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함은 디자이너 

의 기본 자세가 될 것이다. 

소비자 구매태도의 변화 

슈퍼 마아켓이나쇼핑센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혁 신적 판매 양식 은 Self service, Self selection방 

법으로 구매방법을 정착시켜 놓았다. 마국의 시 

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중 상점 

원의 조인없이 스스로 선택한 제품이 80%였고 

구매장소에서 지석을 얻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제품이 60%나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매스 커뮤니케아선에 의한 정보전달수단의 발달 

과 POP디자인의 발전의 진과라 말했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을 볼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 

인 선문, 잡지 , TV, 포스터 , Catalog, DM디 자인 

POP요소를 가지고 있는 매체 POP포스터, 패키 

지, POP디자인 둥은 절대적으로 구매에 공헌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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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디자인 *

 지 난 11년 동안 상공미 전에 출품된 작품종목 

을 보면 포스터전과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았으며 수상작품 수도 많았다. 금년에 

도 1부의 입선작품 53점 중 포스터 디자인 80% 

포장 디자인 13%, 캘린더 디자인 6%, 편집 디자 

인〈캐 멀록二> 2%아며 특선작품 14점 중 포스터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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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88%를 점하고 있다. 추천작가 작품 적인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19점 중 포스터 가 18점 이 된다. （필자도 포스터 작 

품을 출품하였음) 기 타 품목의 작품은 출품되 지 

않았으며 그간의 전람회 동안 포스터 및 포장디 

자인 외의 작품들은 출품 수가 극히 적었다. 

지금 여기에서 포스터 작품의 수준이라든가 방 

향이 라든가 포스터 작품을 동하여 작가의 능력 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타 현실에 포스 

터 매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상공미전에서와 같 

은 비중으로 크계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지굽까지 전람회에서 포스터 디자인이 작가의 디 

자인 센스의 능력 을 한 눈에 평 가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어 왔으며 그 능력을미루워 다론 디자인 

활동을 침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공미전이 목적하는 실용화의 문제를 

적용할 때 포스터 작품에 비중을 두고 장려하여 

야 한다는 점은 지도충의 운영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마다 각 기업체에서 Prom

otion을 위한 포스터 인쇄 수량은 늘지만 대리점, 

영업소, 소매점, 백화점, 대량판매점에서 소기 

의 의무를 발휘하고 있는 포스터가 몇 점이나되 

는지 의문이다. 기업주는포스터 제작 이전에 관 

매점의 평면공간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있 

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평면 공간이라 함은 

벽면, 유리창, 기둥, 첸명, 계단공간이다. 판매 

점은 상업전열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게 됨으로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된다. 특 

히 대형 포스터의 경우와기업체 간의 포스터 광 

고 배포경쟁이 있는 경우는 더욱공간을할애하기 

어려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방치 내지는 버려 

지 게 된다. 외 국과 같은- Bill Board시 설 하나 없 

으며 공공시설 관리의식과 미적습관이 없는 우 

리 나라에서는 대형 포스터 제작은 환경조건이 맞 

지를 않는다. 유럽이나 스위스는 민간방송이 별 

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스위스국은 다양 

한 언어장애 (4~5개 국어를 사용함)로 인하여 연어 

와 문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시각적인 

도해형식의 매체인 포스터가 최고의 유력한 광 

고방식이라 한다. 우리 나라 환경에서는 상품과 

같이 전열할 수 있는 POP포스터와 실내에 부담 

없이 부착할 수 있는 소형 포스터 디 자인이 실질 

POP 디자인 

마아케팅 시대나 광고시대를 막론하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 

온 매스 미디어가 주축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구입시키는 장소에서 소비자 

의 의향과 팔요성을 반영시키는 역할, 고객의 구 

매의욕을 환기하고 소비자와 상품, 상호 간의 커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구매행동으로 

유인하는 최종 단계의 결실행사는 POP광고가 현 

마아케팅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것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더자인 연구가 많 

아야 할 것이며 더자인전에는 새로운 매체로서 

등용을 기 대 하고 싶은 작품들이 다. 

통신판매를 위한 디자인 

제품의 판촉계획으로 제일 먼처 캐덜록:::::L 및 

DM디 자인을 작성 하는 작업 이 된다. 

캐덜록그는 기업의 이미지 및 영업안내, 상품 

섣명, 기업 PR. 상품의 선택과주문방법 동 여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물전시의 대용역할로 

서도 중요하다. 신문, 델리비전 둥의 매스 커뮤 

니케이션에서는 Brand name과 특정품종만을 큘 

로즈 업 할수 있으며 순간적인 광고 방법으로저 

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된 

다. 또한 7서덜록그는 주문서식과 지불방법, 운임 

둥의 설명, 재질, 크기,· 기능, 중량, 가격 등을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섣득 구입 

결의를 유도하는 유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된다. 그 동안 상공미 전에 서 Catalog, Booklets, 

Foder, Programm, Annual Report, House organ, 

〈사보〉 디자인 등의 작품이 적 었다는 점온 현 시 

장요소를 올바로 인식을 못한데 있다고 본다. 

시스템 디자인 

국제시장에서 다국적기업 제품들과 경쟁하는 

데는 국제적 시각언어로서 국제적인 체제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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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들어 보면, 석유 

회 사의 Shell, 음료회 사의 Coca Cola, 통신회 사의 

RCA, 항공회 사의 Eastern 둥은 세 일즈맨의 설명 

없이 지 각할 수 있는 국제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 언어를 초월한 공통 이해의 커뮤니 

케이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 

활동은 단지 광고, 제품, 포장 디 자인과 같은 개 

별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기업전체의 경영이념 

과 개성을 확립하는 계획 즉, Corporate Identity 
System은 현대 디자인 활동의 큰 요구이 다.

오늘의 해외시장 요소들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서 생산기술이 평균화되어 가며 제품, 품질, 가 

격 둥도 평준화되어 감으로 제품의 우수성보다 

는 생 산기 업 체 를 명 시 하는 Trade mark 및 Brand 
name 또는 기 업 이 갖는 이 미 지 그 자체 가 구매 

행위의 결정 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의 디자 

인 활동은 소비자의 생활행동 양식을 정확히 파 

악하여 그것에 적합한 상품 이미지를 대중에게 

올바로 전달시키며 복잡다양한 상품을 여하히 

시스템화 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일반에게 전 

달하느냐 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단지 한 

분야의 Creative work에 만 전념 하는 시대는 이 

미 지난 것이다. 비쥬얼 디자인 부분에 조직체의 

시스템 디자인 연구작품이 많이 등용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이 막중한 시 각디자인 연구분야를 개 

인 단독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는 앞으로는 통용 

되지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는 반드시 어떠한 

조직체에 속해 일해야 하며 여러 이질적인 분 

야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Interdiscipli
nary Coorperation〈상호 기 술협 동〉형 식 의 활동 

이 외국에서는 활발히 전개되어 크게 주목을 끝 

고 있다. 도시 계 획 가, 건축, 공업 디 자이 너 그래 

픽 디 자이 너 , 인간공학자, 심 리 학자와같은전문 

분야에서 자기 분야만으로는 그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난관을 타분야 또는 일견 관련하기 어 

려운 분야까지 밀접하게 결합하여 해결하는 異 

花受精的思想〈Cross-Fertilization〉은 고객 과 사회 

의 요구에 보다 완전무결한 제품을 생산 하려고 

하는 노력이며 대중에게 보다 정확하게 커뮤니 

케이션 하기 위한 방법을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사상인 것이다.

발전을 위한 제언

이 상과 같은 이 론과 의 견을 토대로 몇 가지 제 

언이 있다.

① 국내 외 시 장환경 을 올바르게 인식 하여 효과 

품종만 선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구한 내용 

이 여 야 하며 우리 나라적 인 특성 과 개 성 의 미 가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된 연구작품이 출품되어 

야 한다.

② 실용화를 위하여 디자인은 기업 이익과 절 

대적으로 연관됨으로 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제 

작할 수 있는 일선 디자이너들의 연구작품이 적 

극 참여 되 어 야 하며 상호 기 술지 원이 가능한 그룹 

에 의한 합동연구작품이 출품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작품의 경우 디자이너들의 능력은 동등히 인정 

받아야 함）

③ 전람회의 우수작품은 기 업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제도적으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 

을 연구 하여야 한다.

디자이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미지를 존 

중하는 예술가와는 달리 항상 특별한 제약을 내 

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취급하는 작업 임으로 공 

적 성격과 임무감과 사화적 책임을 느끼며 사명 

감을 가져야 한다. 1966년 8월 상공미술 창립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초기의 계몽기를 거쳐 오 

늘에 이르는 11년 동안 상공미전은 알찬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으며 70년대 중반은 우리 나라 디 

자인의 확립기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 

래에 올 성숙기, 성장기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디자인 수준을 국 

제수준 이상으로 발전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명 년에 개최될 산업디 자인대전은 주최자나 참 

여자 다 같이 전람회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여 

앞날의 Vision올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디자인 

전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운영의 방향을 강구 

하여 야 한다. 또한 디자이 너는 시 대 성에 최적 합 

한 창의와 책임감에 찬 연구작품을 출품함으. 

로서 디자인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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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第11回商工美展

商工美展과 디 자인 教育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s design exhibition and training in design

李 命

建國大生美科敎授

球

매년 1회 6월 경에 개최되는 大韓民國商工美術 

展覧會 이하 商工美展으로 略稱함） 는 1976년 제 

H회 商工美展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產業 

디자인 展覧會」로 그 명칭이 바꾸어 진다는 것 

은 이미 紙上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그 내용도 輸出產業에 직접 寄與할 수 

있는 創意的인 作品開發에 중점을 두게 되리라 

고 보며 그 성 격 도 점 차 바꿔 지 리 라고 생 각된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商工美展의 

성격을 國展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문제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商工美展의 성격과 문제점

商工美展이 란 國展 （大韓民國美術展覧會）과 같 

이 정부가 주최하는 擧國的인 행사로 商工美術 

분야의 國展을 뜻한다.

繪書, 彫刻 （具象, 非具象）, 書藝 둥 純粹美術 

을 중심 으로 하는 國展과는 달리 美術界, 產業界, 

一般人을 포함하여 광밤위하게 參與하는 이 展 

覧會는 創案氣風造成과 生產製品의 品位向上을 

촉진하여 輸出振興에 寄與하는 使命感을 갖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商工美展의 성격이 國展과 다른 것은 주최측 

만 보아도 알 수 있다. 國展이 文化公報部 주최 

인데 비해 商工美展은 商工部 주최로서 國展이 

文化 藝術性의 경 향이 짙은 것이 라면 商工美展 

은 產業性의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966년 발족 당시의 商工美展은 일반 

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出品者가 학 

생이었으며 多數의 出品作이 Hand Drawing 한 

것으로 試作品에 지나지 않았다. 내용도 순수한 

作家的인 見地에서 藝術性에 많은 비중을 두었 

다고 할 수 있으며 出品作에는 기존 商品名을 

쓸 수가 없었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作品의 수준도 높아지고 

出品者도 一般人과 產業界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주최측의 요구 

에 따라 1972년 제7회 商工美展부터는 出品作에 

기존 업체의 商品名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이 

것을 계기로 作品의 성격도 직접 輸出에 寄與할 

수 있고 實用化가 가능한 것으로 발전하기에 이 

르렀 다.

1976년 제11회 商工美展에는 주최측에서 推薦 

作家部門에 限하여 電子, 電氣製品, 纖維製品, 

玩具 둥 3개 製品에 限한 素材로 出品하도록 制 

限시 켜 놓음으로써 作家들의 자유로운 主題選擇 

을 못하게 하였다. 정책적으로 輸出產業의 중점 

적 인 면을 다루어 나가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 

나 展覧會 개최 전에 1차 推薦作家會議를 통해 

상의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새마을 분야와 에너지 절약, 國民總和 

둥 계몽적인 포스터 部門은 商工美展과는 별도 

로 國民全體가 참여하는 懸賞公募行事가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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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다.

國展과 分野 면에서 비교해 볼 때 商工美展은 

제1부 商業美術, 제2부 工藝美術, 제3부 工業美 

術의 3部로 나누어 지 고 國展은 東洋畫, 西洋書, 

彫刻(具象，非具象)，書藝，寫眞，建築，工藝 

둥으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다른 분야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工藝에 있어서는 商工美展과 國 

展이 重複되고 있다고 본다.

一般的으로 볼 때 國展의 工藝部는 美術의 한 

분야로서「創作工藝」또는「逸品工藝」라고 하여 

生產性과도 별개의 것으로 藝術性 추구에 있고 

商工美展의 工藝美術은 生產性과 직 결되어 야 하 

며 大量生產이 가능하고 수출에 직접 寄與할 수 

있는 輸出 가능한 工藝品이어 야 하므로 그 구별 

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出 

品된 作品들의 예로 보면 두 部門의 工藝에 있 

어서 이러한 것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게 出品된 

경향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 

며 실제 作品으로 볼 때 그러한 성격을 구별하 

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商工美展이 갖는 성격 상의 문제점은 각 부마 

다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제1부 商業美術의 경우 廣告디자인 作品이나 

包製디 자인 作品을 출품하였 을 때 Hand Drawing 
한 作品은 예외일 것이나 이 밖에 인쇄 또는 사 

진으로 처리된 作品들은 出品時에 아트 디렉터 

(Art Directer), 디자이너, 寫眞作家 (Photogra
pher) 둥이 明記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도 共同製作인 경우 代表者의 이름이 記載되어 

야 한다고 본다.

施賞問題에 있어서도 國展과는 그 主催部處가 

다르겠지만 아직도 副賞의 差가 심하다고 생각 

된다. 中堅作家들의 硏究心을 더 높이기 위하여 

推薦作家部門의 大會長賞을 각 부마다 1점씩을 

두어 海外作品硏究視察을 할 수 있는 특전이 부 

여 되었으면 한다.

優秀디자인 商品展示의 意義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產業界에 의뢰하여 出 

品된 作品 중에서 審査委員會가 구성되어 선정 

한 作品에 限하여 商工美展과 함께 展示되고 있 

는 것을 말하며 作品內容은 商工美展 1,2,3부에 

해당하는 國產優良商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展示會의 목적은 실제적인 제품과 商工美展에 

出品된 硏究試作品을 함께 진열하므로써 서로 비 

교할 수 있고 자극을 받게 됨으로서 商工美展에 

出品되는 作品들이 실제 產業속의 디자인으로 그 

質的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優秀商品에 정 부가 제정한 마 

아크로는 K.S (Korea Industrial Standard) 마아 

크가 있고 優秀디자인 商品에 주는 G.D (Good 
Design) 마아크가 있으나 業界의 관심 도가부족 

하여 기대할 만한 제품이 出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敎育

디자인 敎育의 한 요소로서 현재 構成敎育의 

方法論과 構成原理의 機械的인 지도에서 오는 

판박이 같은 規格化로 創造的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경향을 一般的으로 學院, 硏究所 둥에서 

볼 수 있다. 디자인 敎育에서는 生活經驗을 토대 

로한 基礎造形敎育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야 할 것이다. 디자인 活動은 兩面의 自己表現 

인 純粹美術과 더불어 人間生活에 폭넓게 사용 

되는 造形藝術인 것이다. 純粹美術과 디자인의 

兩面에 공통되는 性能이 造形性이며 이 造形性 

이야말로 文學性 또는 音樂性에 대하여 文字 

그대로 純粹美術 또는 디자인을 造形美術로 만 

든 本質的인 母體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이란 事物의 表面이 아니라 핵심으로 

보이는 심원한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며 自然原 

理인 線, 次元, 色의 再表現인 것이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美와의 적절한 構成이며 物體의 

기본적 의미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종래의 디자인 敎育 또는 構成敎育에 있어서 

설명된 點, 線, 面의 幾何學的인 관련에 대하여 

생 각해 보면 우리들의 知的 또는 抽象的 認識에 

대하여 적어도 人間性에 관련되는 造形要素로서 

의 認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敎育을 통해서 요구되는 造形活動은 항 

상 形 (Fsm) 의 探求와 새로운 創造로서 살아있 

는 知性과 感覺의 精神的 총화를 기 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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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人의 것인 造形的 美의 創造的 정신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꽃이 어떻게 해서 퍼느냐를 

이해하기 보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연발한다. 

중요한 것은 人間 본래의 마음에 칙걷되는 美的

感覺의 반영 이 며 造形의 요소란 造形活動에 있 어 

서 外的 및 心的構造의 핵십이며 皮相的인 觀察

또는 槪念的인 知識에 대 하여 造形的 표현에의 

본질적인 지침과 自覺을 하기 위한 고찰의 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造形活動은 각자가 모르는 사이 에 이 루어 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造形活動온 사 

람들이 어 릴 때 부터 石筆이 나 粉筆로 道路邊이 

나 壁에 落書를 하는 동안 無意識 중에 物體의

윤곽을 그리게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온 깊이와 넓이를 갖고 확

실히 촌재하고 있는 事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즉, 자연은大小 여러 가지 면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 을 알게 되 며 아 들 복잡한 면도 정 리 통

일함으로써 物體의 姿勢 또는 個性을 발견하계

되는 것인데 디자이너의 造形的 主觀은 單的°,l

자세에 대상을 환원하는 것에 의하여 처음으로

事物의 정확한 形울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새몹고 아름다운 形成의 發想온 대상의 정확 

한 形 (Form) 을 구조하는 造形的 요소를 추출하 

여 再確認하는 것에 의하여 形成의 새로운 지침 

이 되며 造形的 感覺으로서의 꿈을 이물 수 있

계 될 것이다.

디자인 敎育을 받기 시작하면 表現의 기초적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계 事物의 形을 파악 

하는 훈련을 하계 된다. 自然의 形 (Form)을 觀

察할 때 거 기 에 근사한 線온 쉽 게 발견할 수 있 

으나 複雜多樣한 자연의 形의 外觀을 봉하여 內

部에 들어 오는 姿勢률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단 

순한 통일적 形體로 요약하기 위 하여 幾何學

的인 성격을 갖는 線에 의한 形을 결정하건 용 

이하지 않다. 이때는 輪廊線일 때도 있으나 表

現의 形式과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線 및 點에 관한 認識은 數學的 혹은 幾何學

的인 것으로서 純粹槪念의 世界에 존재 하는 것 

이나 자연 및 人工의 世界에 있어서 촌재하며 

表現, 形成될 때는 다른 物體의 힘과 결합하여 

實存하는 것이다. 즉, 具象化된 線이나 點온 어 

떤 물질에 의하여 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繪畵에 있어서 가상적 空間 또 

는 建築, 工藝, 影刻 둥에 있어서 具象的 空間

속에 조직되었을 때에는 방향이며, 힘이며, 넓 

이 의 生命感으로서 의 暗示的 요소를 나타내 기 도

한다. 또 두 개의 면이 접근하여 생기는 空間도

線이 되는 수가 있으나 이러한 線은 感覺上에서

는 압력을 느끼게 하는 線 또는 깊이 있는 線으-·

로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形成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觀念的인 것 이 되 지 않도록 항상 相對的, 有機

的인 造形精神과의 총화에 의하여 인식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面보다 線, 線보다 點으로 極限하여 가면 點

온 무엇 보다 不安定한 形 (Form) 으로서 촌재 한 

다고 할 수 있으나 實存할 때는 간장된 形 (Form)

으로서 空間에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點의 성격은 무엇보다 깊은 철학적 O,l 

생관과, 대상에 대한 깊은 觀察과 形成에 대하여 

긴장된 創造的 태도상에 확실한 위치와 가치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作家들의 作品을 보면 面, 線, 점에 

대 한 근본적 인 構想方法이 우리 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제작의 發想에 있어서 形成의 요소. 

에 대한 感性이 적어도 시간과 空間속에 요소가 

고립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더 자인은 事物의 外面的인 장식 이 라든· 

가 販從을 위한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 人間의

生活向上을 위하여 産業生産 또는 視覺傳達, 生

活環境을 보다 쾌적한 것으로 만들려는 造形活`

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自己表現보다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 

는 표현이며 새로운 文明秩序 또는 정신적 풍토. 

를 형성해 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더자이너는 예리한 造

形感覺과 構成力, 機能性 또는 象徵性, 풍부� 

創造力, 技術둘을 몸에 붙여 造形的 統合體인 

디자인의 본질을 체득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것은기초와전문, 실습과 학과, 

개성과 원리가 찰 융합되어 새로운 디자인 敎育

속에서 가능하계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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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輻/第11回商工美展
商工美展과 輸出産業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s desige exhibition and export industry.

權 重 桓

大韓商工會議所理事

1. 상공미전의 성격과 업적

「輸出商品을 위 한 디 자인 발전」인 란 캐 치프레 

이즈를 내걸고 상공미전이 열려 온 것은 올해로 

서 만 10년을 맞이 하게 된다.

상공미 전 10년은 한 마디 로 한국 디 자인의 發殴 

史이며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產業立國과 

수출증대를 국책으로 추진하여 온 한국의 產業, 

經濟, 文化 전반에 걸친 成長의 바로미터 이기 

도 하다.

우리 나라가 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인식을 가 

지고 본격적으로 이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것 

은 60년대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輸出立國의 정 

책을 주진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가 

생 산과 수출에 있 어 서 놀라울만한 成長을 이 룩 

하였음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이다.

商品의 質的인 향상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곧 디자인 및 포장의 개선과 개 발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개발 초기에 商品의 

디자인이 뒤떨어지고 포장이 서툴러 國際市場에 

서 소외 당하거나 低評價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

또 商品의 品質自體는 외국 상품에 비해 손색 

이 없으면서도 디자인과 포장이 이에 미지치 못 

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商品이，해외시장에 크게 진출하 

면서부터 디자인과 포장이 제품의 품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나 기업이 다같이 깨닫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산업 디자인에 대한 연구활동이 긴 

역사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70년대에 들어와서 

그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오늘날에 와서 

는 오리 지 날의 개 발이 란 단계 에 이 를만큼 長足 

의 발전올 보이고 있다.

아직도 先進國에 비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까 

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짧은 기 간 내에 우리 모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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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産業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계 되 

고 그 수준도 일정 한 궤도 위 에 올라 서 게 된 것 

온 그 동안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가 주관하여 온 

商工美展에 힘 입은 바 큰 것이며 또한 정부의 

계몽과 뒷받침도 이같은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1970년에 발족한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가 이 나 

라 상공미술의 발전과 수출업계에 기여한 공적

은 참으로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商工部 주최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 

관하의 연례행사인 商工美展은 그 규모나 전체 

出品作둘의 質, 兩면으로 보나 韓國唯一의 종합 

디자인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商工美展의 성 장은 비 단 數量的, 外形的 중가 

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전체에 디자인을 인식시키고 그 質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우기 商工美展온 그 회수가 거듭됨에 따라 

디자이너의 創意的 아이디어 및 프로세스.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협 

동적 분위기 조성 및 産學間의 유대강화에도 크 

계 기여했다. 

그 컬과 제11회전을 맞이하계된 지금 商工美

展의 의의와 위치는 이미 움칙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대경제에 있어서 디자인과 포장문제는 해외 

하나의 상품이 수출시 장에서 판로를 개 척 하는 
데에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의 포장과 디 
자인이 갖는 풍치는 철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상품일지 라도 그 상품 

자체만으로서는 그의 眞價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는 것 을 우리 는 체 험 을 봉해서 찰 알고 있 는 바 

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포장아 허숟하다 

든가 광고활동은 물론 제품의 디자인이 제대로 
못되면 그 상품은 제값을 받기는 커녕 다른 경 

쟁상품 대열에서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분만 아 

니라 수출의 상품이 自國의 국제신용과 의교역 

할까지 담당해 야 한다는 사실을 미 루어 보아 기 

업과 그 종업원은 하냐의 상품아 만들 때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經濟大國을 이룩한 선전국을 보면 수출상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전국민이 관십을 가지고 정부 

의 배려로 활기있게 연구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이토록 産業디자인이 수출신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그 발전의 계기가 바로 

이러한 商工美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면 

그간 商工美展이 成長期의 우리 기업에 기여한 

공저온 실로 큰 것이며 앞으로 商工美展에 지워 

진 책무 또한 지대하다. 뭐니뭐니해도 商工美展

의 역사를 동해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鷹̀

`

 

시장 개척과 판매경쟁에서 尖兵的인 역할을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직시한 디자이너들을 육성하 

분만 아니 라 우리 나타와 같은 開發途上國家얘 는 共同의 교육장 역 할을 충실히 수행 하였 다는 

서는 그것이 하나의 수출시장을 위한 필연적인 사실이다.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디자인과 포장이 아직 先進國 2. 輸벼j産業과 더자인

家의 그것에 바하면 미흡한 점이 많고 날아 갈 

*

수록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출경쟁은 이른바 무역전쟁까지 유발시킬 

만큼 격화되고 있는 실정아다. 

최근 세계 무역의 일반적 경향은 自由貿易主

義로부터 自國利益 우선이 라는 保護貿易主義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우리 나타와 같은 開發途

上國家의 경우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 

인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철실하계 느껴지고 있 

다. 

80년대 수출목표 100억弗, 1인당 국민총생산 

1,000弗울 타켓트로 실정해 놓고 이를 신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 업 그리고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디자인 포장의 개선을 동한 수출산 

장이다. 

어 느 나타를 막론하고 수출을 통한 산업 건설 

온 이 나라의 과제이며 더우기 物質文明이 高度

化될 수록 産業온 디자인과 더불어 有機的으로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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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전하는 同位體이다. 디자인 없이 產業을 

생 각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감이 없지 

않다.

輸出마아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諸 

要素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것은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품 

질이라는 카테고리에는 感覺, 嗜好 및 市場適應 

因子로 구성되는 제2차적 품질 특히 디자인이 

핵심이 된다.

또한 오늘날의 기 업 이 념 이 생 산자 이 익 중심 

의 경영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적인 형태 

로 발전되 어 왔듯이 마아케팅 방식 도 소비 자의 

입장을 고려한 소비자 선택형으로 발전되어 왔 

기 때문에 소비자의 購買心을 자극하고 상품의 

訴求力을 증대시키는 디자인이야 말로 가장 효 

율적 인 마아케팅 誘發要因으로서 중시 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디자인은 말없는 세일즈 

맨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실제 미국에서는 

상품의 全賣上高中 디자인에 의한 購買決定率이 

60%라는 사실 자체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수출상품이 해외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후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는 크 

게 提高되었고 이제는 어느 수출업체를 막론하 

고 디자인이 좋아야 잘 팔린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 自體的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장 

을 개척해 나가는 경 우도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수출업체는 전 

반적인 디자인 개발활동이 미약하여 외국 바이 

어의 샘플 注文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 

며 설사 자체 개발 디 자인 製品을 輸出하는 경 우 

라 할지라도 해외시장에서 購買者의 욕구를 충 

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 디자인 개발에 대한 국내 전문기관의 조 

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바이어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경우가 全體의 50〜60%를 차지 하 

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 

는 고작 30% 미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수출상품의 디자인 개발이 란 단순히 독 

창적인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 

히 려 수출 마아케 팅 을 위 한 디 자인 개 발에 있 어 

서는 해외 디자인의 도입, 활용이 더욱 효율적 

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분야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 업인들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의 개선과 개발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冃이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아무리 國籍있는 디자 

인 제품을 개발하고 產學의 協同 분위기를 조성 

하려 해도 그 主役인 디자이너들의 참여 없이 

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商工美底은 디자이너들의 참여 

와 개발을 촉구하는 전람회이며 오직 디자이너 

를 위한 것이다.

디자이너는 商工美展의 창설과 함께 그 독자 

성과 전문성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될 기회 

를 가졌으며 디자이너의 지도육성 과 사회진출을 

公認받을 수 있는 떳떳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商工美展과 디자이너의 관계는 

필수적이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따라서 디 자인 및 포장계 는 보다 능동적 인 자 

세 로 경 제 사회 에 참여 하여 연구개 발 하고 그 결 

과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產 - 學간의 긴밀한 협 

동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제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는 않으나 매년 

개최되는 商工美展에의 참여와 한국디자인포장 

센터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연구소와 기타 각 기 

업체 개발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여건과 기운이 성숙 

되어 가고 있다.

3. 디자인 개발 방안과 과제

io회를 거듭하는 동안 商工美展은 디자이너들 

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사회, 특히 산업계에 디 

자인의 개념을 인식시켰으며 기업발전에 기여한 

바 또한 적지 않았지만 工業디자인의 본래의 목 

적이 대중적이 어 야 하는 만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소비대중 속에 환영받는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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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眞價가 發揮될 수 있다. 이 같은 論理와 연 

£ 관시 켜 볼 때 商工美展은 다소 현실과 거 리 감이 
E 없지 않았나 한다.

첫째, 商工美展의 出品作들을 보면 대체로 실 

용적인 면보다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 

지 않았다.

* 商工美展이 수출상품을 위한 디자인 발전이라 

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汎國民的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은 우리의 현실문제로서 너무나 

당연한 방향일줄 안다. 그런데도 出品作들의 내 

용이 實用 面과 큰 관련을 맺지 못하는 경향을 

엿보여 온 것은 다시 한번 생 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실용성과 더불어 생각할 

것은 경제성인 것이다. •

아무리 우수한 작품일지라도 생산 코스트가 

높거나 國內技術로서 大量生產이 불가능한 제품 

이 라면 商工美展의 작품으로서 는 큰 가치 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디자이너가 업계의 취향과 실정을 파악해서 

기업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면 산업 

과 디 자인은 균형 적 발전을 이 룩하게 될 것이 다.

둘째, 우리 고유의 특성 있는 디자인을개발해 

야 할 문제이다.

제품의 기본 디자인을 개발하고 한국적인 시 

야에서 이를 土着化시키는 한편 외국인의 嗜好 

와 우리 고유의 美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오리지널 개발의 중요성을여기서 새삼 강 

' 조할 필요는 없겠으나 특히 새로운 상품의 수출

M 마아케팅과 관련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卜 것이다.
너 歐美 각국에서도 동양적인 것에 대한 붐이 일

고 있는 바 우리의 國籍있는 디자인을 국제화시 

켜 시장수요를 창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j 할 것이다.

세째, 해외 소비자의 口味에 맞는 디자인을 

광범위 하게 개발하는 문제이다.

우리 가 만든 상품이 외 국 소비 자의 관심을 끌 

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별로 생활관습, 유 

행성 및 기호성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폭넓게 개 

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해외 시장별로 인기가 높

고 수요가 많은 제품의 디자인을 조사 연구하여 

이에 적응토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각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디자인 개발활동 

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네째, 디자인 개발을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그 

리고 디자이너가 상호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지 

만 특히 업계의 활동이 보다 조직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개발은 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 

인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업계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함은 贅言의 여지가 없다.

우선 디자인 개발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최 

소한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 나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하며 마아케탕- 전략 수립에 직접 연결 

할 수 있는 次元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디자인 顧 

問制를 채택하고 횡적 협조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생산 및 마- 

아케 팅 기 능과 遊離되 어 있는 예가 많으므로 소기 

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는 유능한 디 자이 너 가 부족하다는데 그 원 

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 영 

층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연유하 

는 경 우가 적 지 않으므로 이 를 빠른 시 일 내에 

계몽하고 인식을 提高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디자인 개 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외국 유명업체와의 기술제휴, 해외 디자인 

전문기 관과의 정 보교환 활동 및 수출시 장에 대 한 

시장조사 활동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昨今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관건은 곧 수출증대 이며 수출증대를 위한 마아 

케 팅 활동에 는 디 자인 문제 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로 크로즈 업 되고 있어 이의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을 줄 안다.

이상과 같은 기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업계 

가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앞으로 개최될 

商工美展에서 이같은 수출상품 디자인 개선에 

역점을 둔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문제해결의 실 

마리는 쉽게 풀릴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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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第11回商工美展

第11回商工美展審査評
상공디자인의 창안기풍조성과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수출증진에 기여코자 상공부 주최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관으로 개막된 제11회 대한민국상공 미술전람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1,193종 3,706점의 작품 중 제1부（상업미술） 39종 213점을 비롯, 제2부（공예미술） 97종 527 
점, 제3부（공업미술） 91종 224점 등 159종 9佻점의 일반작품과 추천작가작품 • 심사위원작품 

• 우수디자인작품 동을 포함, 모두 262종 1,281점이 지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덕수궁에 있 

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 ] ' ' 금년으로 第11回로 접어든 商工美展은 主催 主管機關의 꾸준한 디자인 開發施策 
審 査 總 評 과 디자인界에 從事하는 作家와 關係硏究機關과 企業體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安全된 段階의 公募展으로 이끄러 올려 놓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 

는 바입 니 다.

그 동안의 過程은 어려운 製作環境 속에서 고충도 많았지만 디자인界로서는 祖國 

近代化의 寄舆는 물론 輸出產業育成에도 큰 貢獻을 하여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自 

負하는 바입 니다. 그러 나 아직도 開發의 餘地는 많으며 보다 좋고 機能的인 디자 

인이 배출되어야 하겠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에 확실한 方向이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 어려운 宿題들이 많다고 봅니다.

公募作品中 特記할 몇 가지 사항은, 첫째로 作品의 內容 面에서 전반적으로 忠實 

을 期하여 旣成作家로서의 토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둘째로 어디 까지 나 量 

產體制를 基盤으로 하여 腐心한 作品들이며 , 세째로 企業體의 參與意識이 高潮되 어 

出品에 대한 關心度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伸張은 머지않은 장래에 디자 

인界와 더불어 企業의 눈부신 發展과 活躍이 있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審査委員長劉 康 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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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業디자인部는 應幕作品數와 그 作品들의 水準 面에서 몇년째 安定水準을 유지

第1部 하고 있다고 봅니다. 

商 業 美 術 그러나 옹모자의 媒體選定에 있어서는 아칙도 압도적으로 포스터 媒體에 集中되 
""＇＂＂＇＂＂＂＂＂＇＂＇""＇＂＂＇＂＂＂＇＂＇＂＇＂＇＂＇＂＂"＇"고 있 는 것 은 유감스럽 다고 생 각됩 니 다. 포스터 이 의 에 켈 란 더 , P.0.P, 에 더 토리

*'

 

얼, 신문, 媒體 둥 多樣한 媒體 選定에 따른 硏究結果가 應幕되었으면 바람직 하· 

겠읍니다. 

또 包裝部分의 應慕作品은 包裝機能 또는 構造에 대한 연구 혹은 販保을 위한· 

視覺勃果의 硏究에 있어서 뚜렷한 方向에 대한 보다 密度있는 연구가 아쉽다 하겠 

읍니 다. 製品價格에 비 하여 非合理的인 포장계 획 이 라든가 可能한 配色中 가장 적 

합한 배색의 選定提示가 아니고 配色테스트 전부를 제시, 나열하는 애메한 硏究態

度는 지양되어야 겠읍니다. 

第1部 分科委貝長 趙 英 濟

빼
 

”

 

""'"'""'"""'"'"'"'"''"""'""""""''"""''' 
제 11회 대 한민국상공미 술전 람회 공예 미 술부의 총 응모작품 339종 1, 322점 에 대 한·

第2部 작품경향을 평하기에 앞서, 이 전시회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는 작품제작은 바로 새 
工 藝 美 術 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용가능성 있는 작품인 동시에 우리에게 혼 

"＂＂'＂'＂'"＂＂＇＂＇＂＇＂＇＂＇＂＂＂＇＂"＂＇＂＂＇＂＂＇＂＇＂“한 재 료를 잘 활용해 서 우수한 수출품 개 발에 기 여 할 수 있 는 작품이 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번에 출품된 339종 1,322점에 달하는 공예작품의 전반적 

인 경향을 본다면 

첫째, 공예재료의 다양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석재, 피혁 

둥의 재료를 쓴 작품이 부측한 반면, 도자기류에 치우쳐 있는 감이 있다. 

둘째 , 작품제 작의 각도가 수출진홍시 책 면에 서 수출품 개 발이 나 실용화에 역 점 

을 둔 혼적이 희박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개성아 뚜렷하고독창성 있는걸작이 나오지 못한 것같다. 

보편적으로볼때, 작품의 칠적인 면에서는한마디로 수준급이라고할수있겠다.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상당수의 작품이 참신한 착상과 좋은 디자인을 보여 주 . 

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공미전이 요구하는 하나의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출품작품의 수도 작년보다 12%가 중가되었다. 상공미전에 대한 관십과 작품제작 

열이 점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예부문에서는 일선산업계 디자

이너들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같다. 

심사결과는 339종의 작품중에서 28.6%에 해당하는 97종의 입선작이 나왔고, 이 

중에서 다음 3개의 작품이 秀作으로 엄선되었는데 그 특칭을 살퍼보면, 

먼저, 상공부장관 상의 신영옥씨 작 「석탁용기 세트와 내프킨 세트」는 평직을 이 

용하여 저령한 생산비로 가정환경을 우아하게 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 작품으로 

제작과정에서도 복잡성이 없으며, 무난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다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의 김준형 씨작 「사랑방 세트」는깨끗한 제작처리로 

도자기와 죽세공의 아기 자기함을 보여 주어서 격조높은 수작으로 발탁되었다. 

하나의 공예작품으로서 지녀야 할 조형성의 미술적 효과를 솜씨있게 처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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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간과할 수 없는 逸品이 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회장 상의 홍경희씨 작「종이를 이용한 장신구」는 재료 자 

체가 흔한 종이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는 특성이 잘 받아들여 졌다.

이 밖에도 서길용씨 작「도자기 연필함과 재 털이」, 이외주씨 작의 아크릴과 금속 

을 재료로 사용한「문진을 겸한 오프너」둥 비 롯해서 놓치 기 아까운 작품들도 많았 

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 공예계의 연구열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겠다. 다음 해의 상공미전에서는 오늘의 상공미전 공예부문에서 보여준 

성과와 문제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조장되어야 겠고, 고칠 점은 해결해 가므 

로써 상공미전이 희망하고 있는 작품개발의 열이 더욱촉진되어 가야할 것이다. 상 

공미전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산업계에 공예의 힘이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날을 단축 

시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심사평에 대한다.

第2部分科委員長 金 德 謙

叫*~11傾11'…'仙 n回의 年輪을 쌓은 商工美展이 해마다 數的으로나 質的으로 刮目할만한 發展을 

第3部 이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工業美術部의 昨今의 水準은 획기적으

工専業 美 術 로 成熟度를더해 가는것을엿볼수있다. 이는 日淺한우리 나라 工業디자인 분야

가 이제 그 뿌리를 박고 定着되어 가는 미소로 보아야 되겠다.

今年度의 出品數는 170點으로 數的인 增加率은 높지 않으나 作品處理나 Modeling 
에 있어 越等한 發展을 갖어왔고 作圖와 Rendering도 優劣을 가리기 힘든 水準을 

보여 주었다. 嚴選한 結果 %點의 入選作과 그 중 20點의 特選作을 選定하였다.

輸出政策과 主管處의 獎勵도 있어서 이미 豫想은 하였던 바이나 出品數의 過半 

이 電子分野였던 것이 特記할 傾向이었으며, 相對的으로 品種이 多樣하지 못한 

結果도 招來한 것으로 판단된다. 期待하였던 완구류와 染織部門의 出品이 不振하 

였던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工業디자인은 本是 새로운 原理나 Syetem의 開發이 先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이 

고 참신한 作品을 期待하기 란 매우 힘든 것이 特性이다. 그러 나 獨創的인 構造와 

造形美, 機能上의 便利性, 生產性과 經濟性 둥 獨自的 開發의 素地는 있는 것으로 

서 이 點이 바로 디 자인의 必要性이기 도 하다.

出品者가 留意할 事項을 몇 가지 들면, 첫째 無理하게 Working Model을 試圖함 

으로서 오히려 위축되어 無性格한 作品이 되는 경우와, 둘째 多目的（多機能）이 無 

條件 優秀한 아이디어로 착각하는 것, 세째로 旣存製品의 Image를 脫皮하지 못한 

印象을 주는 作品傾向은 止揚돼야 하겠다. 또한 人體와 연관된 內容의 出品作 中 

人間工學的 配慮가 未熟한 作品도 더 러 있어, 데이 터나 實驗을 통해 해걸되어 야 할 

것이다. 商工美展의 意義나 理念으로 보아 熟考돼야 하겠다.

끝으로 工業디자인 部門의 發展을 위한 깊은 配慮로서 他部에 비해 特選作 數의 

폭을 넓혀주신 執行部와 審査委員會 諸位에 감사하며 권장의 뜻에 보답하는 뜻에 

서도 出品作家의 분발과 精進을 빌어 마지 않는다.

第3部分科委員長 閔 弘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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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回商工美展受賞者所感

（矢）（統）隱）（竇） 
丿 、、一/ \一丿

洪 聖 洙

三星電子 디자인室

굿 디자인 개발이 꿈

『뜻밖이긴 하지만 노■력의 댓가는 지불된다는 것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영 예의 최고수상소감을 이 렇게 말하는 洪聖洙씨는 지 난 9회와 10회 때도 국무총 

리 상을 연속 수상해 아이 디어 맨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착상 1개월, 제작 1개월 둥 2개월 간의 노력으로 영광을 차지하게된 洪씨는 최 

초의 디자인과 작동단계에서의 차질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洪씨 가 9회 와 10회 때 출품하여 특선한 전자계 산기 겸 용 전자시 계 및 전자저 울겸 

용전자시계는 현재 三星電子에서 개발 중에 있다.

디자인연구소를 개설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굿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 

로의 꿈이라는 洪씨는 71년에 中央大 공예과를 졸업, 三星電子에서 5년째 근무하 

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1,582번지에 부인 申恩美여사와 1남을 둔 가장.

（颤（额 德）（2）（«） 趙 承 來

서 웉예 술전문학교 전임 강사

包裝改善에 力點둬야 할 때

고가품인「리스틀」제품의 성가와 파손방지를 위해 디자인한 포장작품으로 국무 

총리상을 받게 된 趙承來씨 는 지 난 기년에 弘益大 응용미 술과를 졸업 한 정 통파. 68 
년과 66년에 도 특선을 해 이 번의 영 광은 출품 세 번째번의 개 가.

『지금까지는 내용물인 상품위주에만 치우쳐 왔으나 포장의 구매의욕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50%된다는 사실에서 작품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하는 趙씨는 

이 제 기 업 가들도 포장개 선에 역 점을 두어 많은 투자를 해 야할 것』이 라고 당부한다.

4개월 간 작품제작 중 후원자를 얻지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趙씨는 생후 2개월 

된 첫딸아이의 이름조차 지을 여지가 없었다고. 서대문구 구산동 口7에 鄭賢淑여 

사와 1녀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순수한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것.

A （鄙邇）（尊）® 翼디자"硏究室鶴

값진 기쁨을 동료와 함께

『이 값진 기쁨을 작품을 완성하기 까지 뒷바라지 해준 회 사측, 그리고 동료들과

《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李丙鶴씨는 디자인개인전을 3회나 가진바 있는 베테 

랑. 전자회로를 통해서 장부정리와 영수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번 작품은 

세 무합리 화와 금전관리합리화를 목적 으로 2개 월에 걸쳐 제 작된 것 .

기년에 弘益大 도안과를 졸업한 李씨는 咸南 咸興市가 고향인데 4번째의 출품끝에 

영 광을 차지 하게 됐 다. 이 번 작품의 특징 은 지금까지 국내제 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왔던 부문이 었다는 것. 제작에 성공하면 50만원 정도의 시판가격이 될 것이

홍제동에서 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李씨는『이번을 계기로 좀더 생 

활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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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컬럼

덴 페르마넨트(Den Permanente)
——디자인의 기본적인 사명一

鄭 時 和

서울大 美大 講師

CD 덴마아크의 수도 코펜하 

겐의 中央驛에서 마주보면 덴 

폐 르마넨트라고 하는 한 건물 

이 있는데 이 곳이 45년 간 덴 

마아크 디자인의 중심활동이 

이루어져 온 곳이며 덴마아크 

디자인의 眞髓를 볼 수 있는 

현장이 다. 이 곳은 덴마아크 디 

자인 운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통과 현대 

의 특성을 잘 융합시킨 우수한 

特質을 가진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칸디나 

비아(北歐)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동일한 목적으로 존재 

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디 

자인에 대한 이념을 이것을 통 

해서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아크의 덴 페르마넨트야 

말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성공하게 된 하나의 원형적인 

기구이며 스칸디나비아의 현대 

디자인이 세계의 이목을 끝게 

된 실질적 인 기구이기도 하다.

19세 기 초반까지만 해도 덴 

마아크의 디자인은 침체한 상 

태였다. 실질적인 크랲트맨쉽 

(craftsmanship) 에 있어 서 는 크 

게 문제가 없었지만,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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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혼돈되 

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 

돈은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야 

기된 것으로서 크게는 유겐트 

스틸 （Jugend Stil; 독일에 있어 

서의 Art Novreau 운동）의 영 

향을 크게 받았으며 따라서 이 

러한 영향은 덴마아크의 디자 

인에 어떤 혼돈된 양식을 만연 

케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세 기 초기 에 있 어 서 는 다른 

유럽제 국과 마찬가지 로 스칸디 

나비아의 공예와 산업은 영국 

의 윌리엄 모리스 （Wiliam 
Morris） 의 공예 운동 （Arts and 
Crafts Movement） 과 그의 추 

종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 

며, 독일의 베르크분트 운동 

（Deutscher Werkbund） 의 영향 

도 크게 받았다. 유럽권 夕卜用 

위치 해 있는 가난한 농업국가 

였던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디 

자인은 이와 같이 역사상 끊임 

없이 외국으로부터의 강한 영 

향권 속에서 살아 왔지 만 그들 

은 결코 외 국의 영 향 밑에 지 배 

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는 중요하게 생 각된다. 스칸디 

나비 아는 이 와 같은 외 국의 영 

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 

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적인 상태에 따라 외국의 것을 

소화하여 그들 자신의 것을 창 

조하였던 것이다. 사치스러움 

은 소박한 것으로 단순화 시켰 

으며 화려함은 실용적인 단순 

성과 자연성으로 재창조해 내 

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 

떤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 라 보 

다 실질적이고 매력적이며 간 

결하고 인간적 인 환경을 형성 

하려 는 스칸디 나비 아적 인 方法 

으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스京箫甫印척 氫 • 另法이 란 

외 국의 영 향을 향토주의 적 기 능 

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었 

던 철학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 

미에서 보다 분수에 맞는 인간 

적인 意識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簡潔性, 自然性, 實用性으로 

구체화되었던 디자인의 特質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적인 눈으로 보아도 스칸디나 

비아의 디자인은 우리에게 어 

떤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디자 

인 感覺을 부여 하고 있음에 틀 

림 없다.

⑶ 덴마아크의 디자인이 이 

러한 외국의 영향에 의한 어느 

한 시기 동안의 혼돈과 침체에 

도 불구하고 19세기 초에서부 

터 발전해 온 덴마아크 디자인 

의 전통은 결코 죽지 않았다.

1888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 

되었던 스칸디나비아 產業展覧 

會（Nordic Industrial Exhibit
ion）^- 混沌과 침체, 다시 말 

해서 디자인에 있어서의 樣式 

模倣을 타파하는 하나의 契機 

가 되었으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덴마아크는 자 

유사상에 심취하여 많은 젊은 

예 술가들 （조각가, 화가） 이 이 

1888年展에 참가하였으며 그들 

의 개성적인 자세를 마음껏 표 

현하였 던 것 이 다 （Art Nouveau, 
Jugend Stil, Seccesion 이 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외국의 운 

동은 예술의 실용화라는데 의 

의가 있으며 이 운동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전람회 가운데서 가 

장 센세이 셔날한 것은 오늘날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王立磁器會社 （Royal 

Porcelain Factory） 의 신제품 

이었으며 그 후 많은 예술가들 

은 산업 속의 제품의 質을 향 

상시 키 기 위 해 서 디 자이 너 로 

전향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로 평가되는 사람은 1893년 윌 

리엄 모리스를 방문한 핸드맄 

센 （F. Hendriksen） 으로서 그가 

귀국한 후의 보고서에 의해서 

덴마아크 디자인의 發展이 보 

다 더욱 크랲트맨쉽과 質에 강 

조된 계기가 되었으며 （윌리엄 

모리 스 사상의 영 향이 라고 평 

가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덴마아크의 제품（디자인） 속에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있는 質의 

倫理的 平準化 （standard） 를 의 

미 하는 것 이 다.

덴마아크의 디자인이 오늘날 

과 같이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젓은 이상과 같은 크게 

기 복없는 역 사와 전통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9세기를 통해서 많은 재 

능있는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점 과 이 들 예 술가들과 생 산자 

（企業, 產業）와의 사이가 協同 

精神 （Corporation） 으로 결합되 

었다는 데 있다. 바로 이 협동 

철학디자이너와 企業）을 실천 

하여 훌륭한 디자인을 성취함 

으로써 덴마아크의 현대디 자인 

이 （특히 가구와 같은 제품） 세 

계시장에서 성공하게된 기초가 

된 것이며 藝術的이고 質的, 

倫理的 平準化를 이것으로부터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에서부터 예술가（조각 

가, 화가）들에 의해서 실천되 

었던 덴마아크의 디자인은 20 

세기 초를 전후하여 건축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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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자인 분야에 관계하기 시 

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 

해서 피상적인 장식에 의한 미 

적인 디자인 의식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은 구조에 

직접 관계하고 형태는 실용적 

인 사용에 밀접하게 관계함으 

로써 굿 디 자인 (Good Design) 
을 성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폭 

넓게 건축가와도 협력해야 한 

다는 기능적 인 의식이 고조하 

게 되었고 많은 건축가들이 덴 

마아크, 나아가 스칸디 나비 아 

디자인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덴마아크의 

현대디자인의 형성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코어 

크린트(Kaare Klint: 1888〜19 
54)였다. 그는 1917년에 르 꼬 

르뷔 제 (Le Corbusier) 가 1940 
년에 개 발한 묘듈 시스템 (Mo
dular System) 과 같은 인간과 

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즉, 인간의 次元에 기초를 둔 

측정 시스템을 연구하였으며 

이것은 현대 덴마아크 가구디 

자인의 결정적인 바탕을 이루 

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 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연 새 

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골몰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지식과 경 

험을 쌓아 오래된 전통적인 가 

구양식을 근거로 연구하였으며 

항상 영구한 특질을 탐색하고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 

법으로 연구한 것이 오늘날 덴 

마아크의 가구의 고전처럼 되 

어 있는 사파리 걸상과 데크 

체 어 (Safari chair, Deck-chair) 
둥이다. 그의 모든 가구의 형 

식은 전통적인 크랲프맨쉽에 

강조되어 기능과 質을 균등하 

게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오늘 

날까지 덴마아크 가구생산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 나 또 한 번의 곤궁의 시 

기가 덴마아크에 닥쳤다. 덴마 

아크에 있 어 서 제 1 차 세 계 대 전 

의 시기란 곤궁과 시련의 시기 

였으며 경 제적 위기, 주택난, 

전통의 붕괴, 여성 해방, 기술 

의 진보, 문화적인 토론과 논 

쟁 둥 모든 이 러 한 경 향은 덴 

마아크의 디자인에도 크게 반 

영되었던 것이며 사회적으로 

식견있고 의식적인 작가들과 

건축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思 

想이 물들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사회적 

기능주의의 돌파구로서 나타났 

으며 보다 일상적 생활제품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가운데서 하 

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26년 7월에 창간된 평론지 

크리 티 스크 르비 (Kritisk Revy: 
Critical Review) 이 다. 폴 헤 닝 

센 (Poul Henningsen) 과 같은 5 
인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만 

들어 졌으며, 이 잡지의 목적 

은 현대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방법 

과 관계함으로써 건축을 진흥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잡지는 처음부터 신랄한 

비 판으로출발하였고 과거 의 덴 

마아크의 전통과 현대 적 인 조건 

과의 융합을 주장했으며 외국 

의 것에 대한 무모한 모방이나 

양식모방을 반대하였으며 심지 

어 덴마아크에 있어서 바우하 

우스의 영향까지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디 

자인 운동과 사회의 인식을 통 

해서 덴마아크 양식 (덴마아크 

디자인)이라는 것이 발전되었 

던 것이다. 즉, 과거의 전통에 

바탕을 둔다고 할지 라도 전적 

으로 현대적인 형태가 창조되 

었던 것이다.

巨) 이러한 自意識은 1920년 

대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 

것은 덴마아크적 인 전통을 고 

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 

한 美學的 가식도 폐기한다는 

의 미 이 다.

따라서 코펜하겐에 있는 제 

조업 자(Workshop) 들은 진실로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 

들과 협력하여 협회를 조직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앞 

서 말한 코어 크린트이며, 그 

는 학교도 설립하여 많은 젊은 

디자이너로 하여금 가구 디자 

인을 연구하게 고무하였고 협 

회와도 협력하였다. 이상과 같 

은 협회는 길드전시회 (Guild 
Exhibition) 를 개 최 하여 비 판 

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 

시 말해서 전통적인 크랲트맨 

쉽을 바탕으로 한 가구 길드展 

에 새 로운 감각의 현대디 자이 

너 의 비 평 (폴 헤 닝 센의 크리 티 

스크 르비를 통해)이 잘 조화 

하여 새로운 방향의 디자인으 

로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메이커들은 뛰어난 

크랲트맨쉽을 가진 기능적인 

가구와 미적 디자인을 가진 가 

구를 생산하게 듸었고 타당한 

디자인이 산업생산 면에서 성 

취할 수 있는 메이커와 디자이 

너의 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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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가지의 전시회가 개 

최되고, 新과 舊의，협력이 고 

조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더 근원적으로 성취하 

기 위한 운동이 디자이너 카이 

보예 센 （Kay Bojesen） 의 발상 

으로 이루어 졌다. 이것이 덴 

마아크 디자인 뿐만 아니라 스 

칸디 나비 아 디자인의 발전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한 일종의 협동 

협회 형식의 덴 페르마넨트이 

다. （덴마아크 미술, 공예, 공업 

디자인의 상설전시 : The per
manent Exhibition of Danish 
Arts and crafts and Industrial 
Design）
이것은 덴마아크의 미술산업 

（Art Industry; Industrial arts 
의 개 념 이 아니 라 Art Industry 
의 개념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과 관계 있는 기 업（제조업）과 

공예가, 디자이너의 공동협회 

로서 설립된 것이며, 협회회원 

들의 훌륭한 제품（試作品이 아 

님）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목적 

으로 설립된 것이다.

어떠한 회원이든지 회원의 

작품제품）은 선정위원회의 선 

정을 거쳐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개인 작업연구실에서 

작품하는 개 인 공예 가, 디 자이 

너가 대기업이나 동일하게 취 

급되는 아주 民主的인 조직으 

로 되어 있으며 수많은 덴마아 

크의 공예가, 디자이너를 대신 

해서 하나의 기구로 설립된 회 

원에 의한 私設機構인 것이다. 

덴마아크의 공예 와 공업디 자인 

제품을 국내외에 선전하고 판 

매하기 위해서 마련하여 지금 

까지 45년간 동일한 目的으로 

덴마아크, 나아가 스칸디 나비 

아 디자인의 실질적 인 중추기관 

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 

구는프랑스, 벨기 에, 포르튜갈 

둥 외국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 

던 것이다.

덴 페르마넨트에 전시 판매 

되고 있는 품목을 참고로 살펴 

보면, 가구, 가정용품, 조명기 

구, 銀製品, 스텐레스제품, 금 

속, 섬 유제 품, 木製品, 유리제 

품, 선물용품, 繪畫, 조각（선 

물용） 둥이다. 처음부터 덴 폐 

르마넨트는 私設機構로 출발하 

였으나 덴마아크 女王이 후원 

자로 나섰으며 정부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거국적인 

디자인 운동의 성격이었던 것 

이다.

실제 로는 카이 보예센 （Kay 
Bojesen） 의 아이 디 어 와 크리 스 

티 안 그로 벨 （Christian Grau- 
belle; Holmegaard 유리 회 사의 

사장）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 

되었던 것이다.

덴 페 르마넨트를 중심 으로 

하는 덴마아크 디자인이 우리 

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이란 바 

론 제조업 （企業） 과 공예 가, 디 

자이너의 協向篇侖을 통해서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賣舟 儡迪南 本牽花를 그들은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한가지 더 욱 중요한 사실은 현 

재 덴 페르마넨트의 회원의 

71%에 해당하는 숫자의 회원 

이 모두 그들 자신의 연구실 

（Workshop） 에서 작품（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개 인 공예가, 

개인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실 

이다.

덴 페르마넨트는 또한 덴마 

아크 미 술공예 , 공업디 자인협 

회 （Danish Society of Arts and 
crafts and Industrial Design） 

와 공동으로 외무성의 협조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기타의 기 

관과 유대하여 외국에서도 자 

주 이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 

기도 한다. 또 하나의 덴 페 

르마넨트의 중요한 기능은 수 

출과에서 담당하는 수출진홍이 

다. 세 계 50여 개 국에 이 덴 

페르마넨트를 통하여 덴마아크 

의 공예품과 디자인이 수출되 

고 있다. 지금은 수출담당 매 

니저 밑에 25여 명의 직원이 있 

어 세계 각국으로 덴마아크의 

디 자인을 수출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

a 今世紀 初에서부터 스칸 

디나비아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온 것은 자격있는 

디자이 너와 그리고 예 술가들에 

의해서 而촘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지 난 50여년 간에 만들 

어진 디자인이 오늘날까지 계 

속 제조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스칸디나비아의 디자 

인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본다 

면 덴마아크, 스웨덴, 핀랜드, 

놀웨이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 

이/며 대 량생산할 수 있는 대규 

모의 다른 공업국가들과는 경 

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은 훨신 공업화되어 있다고 할 

지 라도） 數的인 것 보다는 質的 

인 追求가 기본이 되었으며 각 

제 품은 훌륭한 아이 디 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훌륭한 形態로 

구체화해 내는 기 술적 인 문제와 

도 잘 조화된 굿 디자인을 成 

就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처음부터 디자이너, 공예가와 

산업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手工藝家의 특질과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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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융합하여 질적으로도 윤리. 

적으로도 평준화된 디자인(제 

품)을 성취한 곳이 덴마아크이 

며, 스칸디나비아이다.

우리에게 덴마아크의 디자인 

및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이 

의미하는 중요성은 바로 앞에 

서 말한 質的 平準化를 달성하 

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Corpo
ration) 에 있으며 덴 페르마넨 

트가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 

를 우리들의 디자인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일층 더 우리의 디 

자이너로 하여금 美福韋棄을 

직접 진흥케 하는데 있고 우리 

의 산업인으로 하여금 보다 질 

적으로 향상되도록 디자이너와 

협력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인들이나 제조업 

자들은 전문적 인 디 자이 너 나 

공예가들에 의해서 제품을 개 

선하고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 

하려는 노력보다는 외국의 것 

올 모방이라도 해서 시장에서 

더 빨리 판매시키는 것이 훨신 

합리 적 이 라고 생 각한 경 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예가, 디자이너 측면에 있어 

서는 우리의 디자이너와 공예 

가와 관계 하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丸촒이 될 수 없었으며 

우리 가 지 금까지 살펴 본 덴 페 

르마넨트의 전람회와는 전적으 

로 다른 미술전람회 형식의 전 

시회의 진열장 속에서만 대중과 

조우하는 일품(一品 ； 作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디자이너의 감수성에 의해서 

제작된 디자인 제품이 모든 대 

중의 生活에 바람직하게 채용 

된다는 것은 디자인의 사회공 

헌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 

만 산업시대 이후 대부분의 디 

자인은 기업의 수준 낮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타락되어 왔 

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진정한 生活을 위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은 디자이너와 산업과 상업의 

윤리적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상이 바로 현대디자인史에 

점철되었던 선구자들의 사상 

이었던 것이다. 일찌기 스칸디 

나비아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눈과 비판적인 의식 

이 산업에 폭넓게 합일됨으로 

써 협동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특히 덴마아크 디자인의 成功 

의 근본이 .된 것이다. 과거의 

길드(Guild)를 현대적으로 재 

편성한 것과 같은 디자이너와 

메이커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 

해서 創造된 훌륭한 제품흐：】 
덴 페르마넨트를 통해서 추촐 

되고, 생활에 对요되고 있는 

것 이 다.

종국으로 디자인은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둘째, 모든 우리들의 생활문 

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 

해서 존재중N야 하며 이것이 바 

로 우리들이 달성해야 하는 디 

자인의 기본적인 사명인 것이 

다.

參考

• 덴 페 르마넨트의 住所 ；

Den Permanente, Vesterport DK-1620 Copenhagen, Denmark.
• 덴마아크공예디자인協會의 住所;

Foreningen Dansk Kunsthaandvaerk og Industriel Design, Sankt Ann% plads 
10B, 1250 Copenhagen K, Denmark.

• 덴마아크應用美術博物舘 住所 ；

Kunstindustrimuseet, Bregade 68, Copenhagen K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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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디자인의 座標豐
--- 木工藝 디자인---

The co-ordinates of Korean design.
-----Hand craft arts design-----

李 慶 成

弘益大博物舘長

1

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한국 디자인의 좌표 

라는 주제하에 그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 각하여 보았다.

그 첫째는 과거의 한국 디자인이고, 둘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의 문제이고, 세째 

번에는 앞으로 닥아올 디자인의 문제점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디자인의 좌표라는 대 전제를 

앞에 놓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일종의 투 

시 도를 시 도하였 던 것 이 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국 디자인의 좌표라는 같은 주제를 갖고서 그에 

구체적인 종별상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 즉, 

디자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쓴 세 편의 논문은 총론에 

해당된다면 이제부터 쓸 것은 그의 각론에 해당 

되는 것이다.

편리상 공예 디 자인을 목공예 디 자인, 도자기 

디작인 유리 디 자인, 금속 디 자인, 플라스틱 디 

자인, 직물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등으 

로 나누어 본다.

2

각론 첫 번째 대목에서 우선 다룰 것은 목공예 

디자인이다.

공예재료로서의 나무는 보통 제재하여 판, 반, 

만각 둥으로 만들어 서 시 판한다. 판은 두께 가 6 
cm 미만이며 폭은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 반은 두께 6 cm 이 상이 며 폭은 두께 의 

3배 이상을 말한다. 만각은 두께 6cm 이상이며 

폭은 두께의 3 배 미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통나무, 대각, 중각, 소각, 소할, 판 

재 둥도 각기 규격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우 

리 나라의 경우처럼 목재가 딸리는 곳에서는 

앞에서 이야기 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 그것은 오늘날 시판되고 있는 목재들이 그 

나름대로의 규격은 있어도 원래 품귀한지라 나 

무의 소편까지도 버리지 않고 공예 및 건축재료 

로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공예용 목재는 수십 가지 가 있고 

또 목재의 성질이 다르기에 쓸모에 따라서 여 러 

가지로 사용된다.

목재의 자연적인 성질로서는 빨리 썩는 것과 

늦게 썩는 것, 건습이 심한데 두어도 강한 것과 

약한 것, 풍화가 빠른 것과 늦은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목재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 

하여 필리 핀, 말레 이 , 인도네시 아 둥 남방 여 러 

나라에서 많은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령 요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왕같 

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목재 공예의 기초적인 

•3 3*



문제로서 목재 자원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보 

다도 긴급한 일이라 하겠다. 과거 무진장으로 

베어냈던 강원도 오대산이나 전라남도 지리산 

둥은 산림정책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수 

목의 양성이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와 같은 국내 수요에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 

는 것이 남방에서 가져온 나왕 둥으로 만드는 

합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합판의 발명이야말로 현대 목공예에 있어서 가 

장 큰 사건이 었다

3

목재는 옛날부터 사람이 가장 많이 쓴 재료의 

하나이다. 그것은 돌이나 금속과 달리 견디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는 흠이 있다• 그 

러나 부드러운 재료의 감각이나 비교적 많은 존 

재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예재료에 으뜸 

가는 존재이다

여 러 나라의 목공예는 풍토, 기후, 종교 둥의 

차이 때문에 각 민족 특유의 수법이 생기고 각 

시대는 시대대로 특이한 목공예를 만들어 냈다. 

목공예의 재료를 크게 나누면 침엽수와 활엽수 

가 있고 침엽수는 대개 상록수이다.

목공예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성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목재의 성질이란 

그의 앞뒤 연륜, 나무곁, 조직, 색상, 광택, 냄 

저, 결점 등 얼마든지 있다. 목재에는 크게 나 

누어서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첫째 물리적 성질, 

둘째 화학적 성질, 세째 기계적 성질이 그것이 

다. 물리적 성질은 이것을 또 다시 네 가지로 

나눈다. 목재의 중량과 비중, 수축과 팽창, 음 

에 대한 성질, 열과 전기에 대한 성질이다. 목 

재의 중량과 비중이란 목재에 함유된 수분에 의 

해서 좌우된다.

목재의 함유수분은 그것을 잘랐을 적에 그 무 

게의 30%〜50%라고 하니 목재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이 수분을 제거하는 일이다.

함유수분에 따라 목재는 수축과 팽창을 나타 

낸다. 섬유의 방향으로 작게 판목면으로 크게 

변화한다. 목재의 수축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의 변화, 건열, 내부압력이 생긴다.

따라서 골고루 건조시키거나 칠을 칠하거나 

적 당한 습도가 필요하다. 목재는 일반적으로 음 

을 잘 전달시키지만 목재에 따라 다르다. 가장 

훌륭한 양도제롤 악기의 향판으로 사용한다. 목 

재는 일반적으로 열의 전달이 불량하다. 잘 건 

조된 목재는 전기에 불량도체이다.

다음 목재의 화학적 성질은 목재에 함유된 셀 

루로오즈, 리그닌, 그 밖에 질소화합물, 수지, 단 

닝, 색소 둥이 작용하는 성질이다. 목재의 기계 

적 성질은 목공예를 디자인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의 성질로서는, 첫째 압축 외력에 대 

한 저항력, 둘째 목재를 떨어뜨리려는 인력에 대 

한 저 항력 , 세 째 구부려 도 꺾 어 지 지 않는 저 항력 , 

네째 목재를 비트는 외력에 대한 저항력, 다섯 

째 목재를 누르려는 외력에 대한 저항력 둥이다.

이처럼 목공예 디文!•인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이 

야기한 그 성 질의 파악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껏 이야기한 목재의 

성질에 대한 커다란 혁명이 현대에 와서 이룩되 

었다. 그것이 바로 가공목재이다. 한 마디로 가 

공목재라 해도 합판을 비롯하여 많은 것이 있다.

합판을 깍는 대패 둥으로 만든 담판으로 섬유 

를 서로 직 각으로 붙인 것이다. 석장 내지 다섯 

장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제법은 거의 모든 수 

정의 재료를 60°〜80°의 증세에서 120시간〜180 
시간 담구어서 목재를 연하게 하고 회전기 직 제 

기 둥으로 바라는 두께로 자른다. 그리고 접착 

제로 붙이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서 는 동명목재 , 대 성 목재 등에 서 

만들어내 국내 수요는 물론 많은 수량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다. 가공목재의 또 다른 것은 

나무에 세편이나 톱밥을 합성수지 접착제를 넣 

어서 열을 가해 만드는 것이다. 가루를 쌓아서 

만든 까닭에 섬유의 방향이 없고 건조의 필요도 

없어 건축자료로서 많이 사용된다. 목재 공예 디 

자인의 기본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건조문제이다. 나무는 수분을 대량으로 함유하 

고 있 다. 따라서 그 부분을 건조시 키 고서야 공 

예재료로서 적 당한 것이다.

건조법 에는 자연 건조와 인공건조의 두 가지 가 

있다. 자연 건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의 홈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옛날 목수들은 재료를 

골라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벌채하여 가장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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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그대로 산에 방치한채 일이 년을 두고 그 다 

음에 하산하여 적 당한 크기로 제재하여 또 일년 

을 말렸다고 한다. 지 금도 자연 건조는 배수통풍 

이 잘된 장소를 선택하여 나무가 직접 땅에 닿 

지 않게 대 위에다 놓고 건조 중 이리저리 옮긴 

다. 보통 한 치 두께의 판을 2〜6개월, 활엽수는 

6〜12개월을 말린다.

인공 건조에는 다음의 5가지 방법 이 있다.

① 전열 건조 ② 증기 건조 ③ 고주파 건조 

侬 勺소 @ 운언 선소.

옛날에는 나무토막을 돌에다 갈아서 짧게 하 

였으나 그 후 금속칼이 생기고 낫이나 톱, 대 

패, 끌 둥이 발명되어 점점 정밀한 공작이 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손 도구로는 가공능 

력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한도가 있고 그것을 취 

급하는 목수를 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후 과학의 발달에 따라 도구의 개 량과 기 

계화가 이루어져 공작기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손 도구는 직접 인간의 손으로 미묘한 

일을 하면서 목수의 개성을 남겨 놓는다.

오늘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민속목공품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공작기계는 재료의 변화를 무시하면서 

일정한 가공작업을 하여 늘 동일 결과를 남겨 놓 

는다. 이같은 작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잡, 정 

밀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가구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현대화가 제자리를 잡자 

목공예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재료는 새로운 기 

술을 낳고 새로운 기술은 다시 다음에 새로운 

재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반드시 옛날의 재료와 기 

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 

운 것이 사이좋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 

늘의 한국 목공예의 실정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구체적 인 예로 나는 서울 인사동에 

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들을 들고 싶다. 종로 2가 

에서 안국동에 이르는그 짧은 거 리에 있는 신가 

구상과 골동품상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다. 바 

로 옆집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새론운 기술로 만 

든 가구를 비 롯한 많은 목공예품이 제 조 판매 되 

고 있는데 그 옆에 골동품상에서는 조선조의 반 

닫이 나 삼층장, 문갑, 탁자, 상 같은 오래듼 재 

료를 오래 된 기 술로서 만든 목공예품이 판매 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신 • 구 공존의 현상은 참으 

로 재미있는 한국 목공예 디자인의 사건이라 하 

겠다. 좌우간 현대인이 요구하는 지성적인 미를 

갖춘 목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야기 

한 목재의 모든 성질을 생각에 넣어서 재료를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재료를 합리적으로 쓴다 

는 것은 재료를 살리는 것이다. 목재의 장식은 

처음 목재의 색이나 나뭇결의 아름다움을 살리 

는 정도에 지 나지 않았으나 그 다음에는 착색을 

하여 장식본능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능의 미를 추구하는 나머지 합리적 지성적인 

형의 미가 가장 좋은 미라 생각되어 장식의 의 

미도 달라졌다.

4

오늘 날의 한국 목공예 디자인을 개관할 적에 

그 곳에는 예술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목공예와 상 

품제 작으로서 이 루어 지는 목공예의 둘로 나눌 수 

가 있다. 예술행위로 이루어지는 목공예란 말할 

것도 없이 국전, 상공미전, 목공예가들의 개인전 

둥에서 볼 수 있는 목공품들이다. 이들은 제작이 

라는 이 름 밑에 전통과 창조 사이를 왕복하지만 

대개의 경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통의 모방에 

그치고 젊은 사람들은 전통에서의 이탈을 목적 

한다. 전통에 중실하든 전통에서 이 탈이 든 간에 

그들이 가야할 방향은 말할 것토 없이 한국적인 

특수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정은 어떤지 ? 기 

술의 타락과 공리적인 생각 때문에 한국의 현대 

목공예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고집과 무 

비판적인 되풀이 만을 거듭하고 있는 노대가의 

무승격한 작품들은 현대에 되살아난 골동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비하여 야심에 불타는 

젊은 작가들의 그것은 국적을 잃거나 기술 미달 

의 조각한 제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은 차라리 목적과 방향은 애매하지만 기 

능만은 확실한 상품만 못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공예 품은 이 른바 예 술가가 만들지 않은 상품들 

이다. 그 상품으로서의 목공예는 대중의 취미와 

생활의 쓸모를 따라서 만들어졌을 따름이다. 이 

두 가지 목공품이 바로 한국 현대 목공예의 상황 

이기도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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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德 謙譯

淑明女大 產美大副教授

8. 유럽에 있어서의 DECOMAS 

實踐企業 이ivetti

本稿에서 소개하는 DECOMAS는 미국이 중심 

이 되어 있다. 그러나 DECOMAS의 원형이라고 

도 불려지는 것은 비교적 유럽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여기서 특히 들춰 보면 

Olivetti （올리 베 티 社） 이 다.

Olivetti는 DECOMAS의 아이 디 어 를 기 업 내 에 

도입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정착시켜 나간 점에 

있어, 유수한 세계기업 내에 있어서도 그 길의 

선험자라고 불려지는 데 알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미국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DECOMAS와 Olivetti의 그것으 

로서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 가 발견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빨리 이 

분야에 착안해서 손을 댄 IBM은 導入할 즈음에 

Olivetti에 사람을 보내어 공부시키는 데서 출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업에서도 Olivetti를 모범 

으로 하고 있는 곳은 대단히 많다. 그러한 의미 

에서 Olivetti는 DECOMAS에 있어서 하나의 모 

형이며, 典型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DECOMAS의 내용 

적인 면에서 볼 것 같으면 미국 기업은 展開, 管 

理의 수법에 있어 시스템 志向이 대단히 강하고 

이에 대해 Olivetti는 가일층 感覺的이며, 人間 

中心主義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經營風土나 

精神構造가 틀려서 빚게된 결과로 생각해도 좋 

지만 그 이 상으로 Olivetti의 경우는 創J設者 自身 

이 회사를 시작할 當時에 基本的인 經驗理念의 

一環으로서 DECOMAS를 취하고 그것을 착실히 

自社의 運營面에 定着시 켜 나간 결과가 Olivetti의 

오늘의 모습을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요청에 의해 DECOMAS 

를 導入해온 미국의 기 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이 흐름을 端的으로 취한다면 Oliv- 
etti의 DECOMAS는 精神으로부터 形態로, 美國 

企業의 그것은 形態에서 精神으로 완전히 逆流 

狀態로서 취할 수 있다.

이 를 테 면 Olivetti의 DECOMAS는 미 국 기 업 에 

서 많이 보여지는 것과 같은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운영 전개 는 아니 고 어 디 까지 나 사람을 敎育하 

고, 그 디자인 水準을 높이고, 意識의 問題로부 

터 自社의 폴리시를 貫徹해 나가려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개개의 形狀이 단 

순한 形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 딘지 Olivetti 
한 데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강한 企業의 精 

神性의 反映 • 結晶化로서 취해진다는 점을 注目 

할 必要가 있다.

이 러 한 Olivetti 특유의 DECOMAS의 根本足跡 

을 뒤돌아 보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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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많은 기 업이 한 편으로 美國企業을 

본따면서 다른 한 편에서 獨特한 經營環境을 가 

지고 있다고 하는.經營特質上 意義가 있는 것으 
로 생 각된다. *

Olivetti는 1908年, Camilo Olivetti에 의해 倉I] 
立되었다.

Camilo는 미국의 스탠포드 大學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미국의 각종 先進工業製品을 接觸, 

感銘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쓴다고 하 

는 작업이 인간이 손에 서 알아지고, 계 산한다고 

하는 작업이 인간의 머리로서 알게 되는 시대가 

곧 찾아온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기의 조국 이 

탈리아에서 기업화 할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것 이 오늘의 Olivetti의 우수한 타이 프라이 터 와 

계산기의 시초이다.

또 동시에 그는 공장을 세우는데 있어 당시 

많은 기 업 이 공장을 미 라노에 집 중시 키 는 풍조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밑에 자기 

의 고향 이브레아를 선택했다. 거기는 북이 탈리 

아의 도리느市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알프스 

의 산록에서 스위스 국경에 거의 가까운 촌락이 

었다. 1908年 붉은 벽돌공장을 건설하고, 타이 

프라이 터 의 제 조가 시 작되 었 다.

그는 애 써 미 라노를 피 하고 불편한 지 방도시 

를 선택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 은 Camilo의 아들이 다. Adriano Olivetti의 

활동에 의해 명확하게 되어 간다. 1930년대, 그 

는 코스모스 폴리 시 （기 업 에 의 한 도시 계 획 ） 라고 

하는 생각밑에 세계에서도 최초라고 알려진 지 

역사회의 都市開發을 구체화 하고 있다.

형식적인 전통을 넘어,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 

는 2명의 젊은 건축가 L. Figini와 G. Polling 
도움을 빌려서 1938년 이브레아 공장의 건축과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착수했다. 그 결과「인 

간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이 작업」할 수 있게 

끔 연구된 모두 유리로 된 공장이라고 하는 거 

기에서는 완전히 진귀한 공장이 탄생했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 아파트, 社宅, 醫療設備, 리크레이션 設備,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幼稚園 둥 커뮤니티형성 

에 필요한 모든 관련시 설이 南北 數킬로에 걸쳐 

정비되었다.

이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 

을 만든다고 하는 機能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고 

종업원이나 그 가족, 나아가서는 많은 直接 • 間 

接地域 關係者들과 小社會를 형성해 나갈만한 

것이라고 하는 Adriano의 신념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 源流가 되고 있는 것이「企業은 社 

會에 대해서 단지 物質的인 貢獻을 할 뿐만。卜 

니 라, 精神的• 文化的• 道德的인 貢獻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Camilo의 생각이었다. 

公害問題나 지역사회와의 보다 좋은 연결을 찾 

는다고 하는 현대의 企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이미 이 시점에서 그는 豫見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20여년 간 Adriano에게 뽑힌 建築家의 

손에 의 해 세 계 각지 에 Olivetti의 공장이 나 事務 

所 • 쇼룸이 만들어 졌다. Cardella, Zanuso, Le 
Corbusier.......둥 뒤에 建築史上 그 이름을 남기 

는 氣槪에 의해 이베리아 공장건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勞動의 단조로움과 孤獨感의 克 

服, 機械文明과 人間의 調和라고 하는 理念이 

각지 의 모든 시 설에 -걸쳐 서 具現化되 어 갔다.

이러한 Olivetti의 건축의 역사는 끊임없이 才 

氣넘치는 젊은 人才를 發掘하고, 育成하여 技術 

面에 있어서도 一步 앞선 手法의 導入을 행해 

왔다. 아니 그 보다도 Olivetti의 進取的인 정신 

이 기업과 건축과의 관련 방식을 자극하고 리드 

했다고 할 수 있을는 지도 모른다.

Adriano는 디자인이 기업의 자세를 皮相的으 

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企業自身의 백본인 것 

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기업체의 

톱 매니지먼트가 디자인에 이해를 갖지 않았다 

면 무엇을 해도 效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까지 

斷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생 각은 建築 뿐이。卜 

니고 기업의 은갖 디자인에 反映되고 있고 一貫 

해서 그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Olivetti를 論議할 때 잊 

어지지 않는 것이 제품 디자인의 분야이다. Oliv- 
etti에서 는 타이 프라이 터를 비 롯해서 計算機 •테 

이프 레코더 • 事務用具 둥의 事務機器가 中心을 

점하고 있으나 그 제품의 어느 것이나 강렬한 

개성을 흐르게 하고 있으며 더욱 그것을 사용하 

는 인간에 대해서 주의깊은 配慮가 加해지고 있 

는 것으로 定評이 있다.

이 源流를 만든 것은 섬세한 감각과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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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感에 의해서 치이프 디자이너의 지위에 올랐던 

M. Nizzori이 다. 1958년 이 후의 Olive田로 생 산 

되는 제품은 그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불어넣어 

졌다. 그의 업적의 하나로 타이프라이터••計算 

機製品의 내부 메카니즘과 외부의 分離方式이 

있다.

내부에는 요구되 는 機能을 콤팩트에 넣고, 외 

부에는 機能을 反映한 우아한 디자인을 곁들여 

이것이 완성품으로서 꾸며져 안쪽 機能과 바깥 

쪽 美觀이 훌륭하게 調和되었다. 이 것이 야말로 

機能美라고 하는 이ivetti가 추구한 가장 커다란 

테 마였다.

이 보다도 더욱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內部와 

外部의 디자인이 별도로 進行이 可能하게 되고, 

外部스텝의 起用을 容易하게 한 것, 生產工程이 

분리되므로 破損이 극도로 적어졌다는 것 둥 많 

은 메릿트에 의해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저하시 

킨 것이다. 大量生產을 전제로 한 디자인의 한 

가지 방식 은 그에 의 해 方向지어 진 것 이 다. 이 

제작에 의해서 그와 또는 Olivetti에 주어진 賞 

은 數많으며, 한 기업에서 이만큼 많은 賞을 획 

득한 사실은 他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없을 정도 

이다.

공업디 자인의 한 時期를 特徵지 은 그의 業績은 

그후 새빨간 타이프라이터「바렌타인」을 디자인 

한 Sottsass, 計算機市場에서 주목을 끈「프로그 

램 100 로고스」시 리 즈를 손에 댄 Bellini, Zanuso 
등에로 이어져 있고, 그들도 오늘날 세계적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이 너로서 명 성을 떨치고 있 

다.

그래픽 디자인의 분야에 있어 J. Pintori도 

Olivetti의 오늘이 있게한 한 사람이다. 그는 광 

고와 판매를 담당하고 쇼룸에서부터 포스터 • 팜 

프렛 • 廣告塔에 이르기까지 1936년부터 30년간 

제 작을 계 속, Olivetti 의 “얼굴，을 만들어 내 고 

있다. 미라노대학 교수인 E. Bontante를 美術顧 

問으로 하고, 그는 아트디렉터로用「廣告는 廣 

告하려고 하는 것의 機能• 性質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信念을 作品에 定着시켰다.

그의 예민하고 섬세한 觀察眼과 대담한 色彩 

感覺은 한 편에서 製品이 갖는 本質을 끌어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本質을 누구나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이미지에로 발전시킨다. 그의 작 

품은 충실히 제품을 표현하면서도 보기에 따라 

서는 그 시대에의 文明批評도 되고 人間讃歌도 

되었다. 그의 이미지의 무한한 부풀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 

들이 目 標로 하는 人物이 다. 그의 作品은 廣告의 

範疇를 넘어서 世界의 共通財產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

홍미깊은 것은 이들으I 작품이 Olivetti에 근무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며 거기에서도 

Olivetti의 우수한 創造環境을 읽어 볼 수 있다. 

그는 그 스승으로서 Nizzoli를 들고 있으나 그것 

은 Olivetti의 創造精神을 繼承한 하나의 現象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얼련의 活動과 實績을 展示하는 디스플 

레이의 분야도 또 Olivetti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Olivetti의 디자인이 사회 

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장소로서, 혹은 금후의 활동의 중요한 布石으로 

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大別해서 

쇼 룸• 비즈니스 쇼• 展覧會• 國際會議• 올림픽

• 萬國博覧會 등으로 나뉘어져, Olivetti의 혹은 

社外 一流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 디자인되고 있 

다.

1952년은 Olivetti에 게 있 어 기 념 할만한 해 가 

되었다. 그 해 뉴욕近代美術舘에서 Olivetti의 

廣告•製品•建築 둥의 디자인展이 개최되었다. 

同舘이 이 種類의 企業에 있어 디자인 활동의 企 

劃을 채택해서 전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었 

다. Olivetti의 디자인 水準이 安易한 商業主義에 

기울지 않고 보다 깊은 곳에서 기업의 디자인을 

捕捉한 업적이 널리 인정된 것이다. 1970년에는 

루불美術舘에서도 마찬가지로 企業만을 처음으 

로 取擇한 展示會가 개최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밖에 베를린의 國際그래픽展（1955年）, 일본 

에서의 올림픽「프레스 센터」, 최근의「올리베티 

이 미 지 展」에 이 르기 까지 모든 시 대 의 風潮를 反 

映하고 미래를 先取한 것으로, 그 독특한 情感 

은 부단히 각계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

Olivetti의 디자인에 관해 말할 자료는 빼놓지 

않는다. 分野마다, 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Olivetti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 전체가 

부분을 끌어 세우고, 또다시 부분이 전체를 高度 

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背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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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풍부한 精神性•人間性과 서로 어울려서 

Olivetti의 디자인 활동은 탁월한 것이 되었다.

Olivetti의 세계적인 명성은 여태까지 記述해 

온 바와 같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또 自然發生 

的인 결과로부터 획득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Olivetti의 일관된 創造的 姿勢와 情熱에 기 인한 

다고 하겠다. 그것은 1930년대부터 확립되어 왔 

다. 디자인 분야의 組織에서도 確實하게 엿볼 

，수 있다.

企業의 톱 매니지먼트는 今後의 디자인에 대한 

理解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Adriano 의 

말은 組織上에서도 實踐되고 있다. 世界에 퍼지 

는 Olivetti 의 各支社의 톱은 그 資格의 條件으 

로서 디자인에 대한 理解와 感覺이 要求된다.

특히 코오퍼 레 이 트 이 미 지 의 管理는 그 주요 

한 업무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다른 업무와 

함께 디 자인의 硏修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 

왜냐 하면 디자인의 스텝은 톱 매니지먼트와 직 

결되고 있고, 그의 裁斷에 의해 코오퍼레이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Olivetti에 行했다 하더라 

도 그 책 임 자는 누구나가 디 자인의 역 사나 흐름, 

그 역할에 있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스 

텝과 동일하게 코오퍼레이트 이미지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환경 속에서 500명 정도의 스텝이 종 

사하는 Olivetti의 本社의 디자인分野의 組織은, 

그 내용에 있어 유니크하다. 그 特色은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인간을 중심으로 한 組織이라는 생 각이 철 

저하고, 거기에서 成功하고 있다. 이것은 

一見 평범한 것이지만 구태어 이 말을 記述 

하는 理由가 Olivetti에게는 있다. Olivetti 
는 組織이라는 프레임이 인간을 억압하고, 

그 才能을 한껏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 워 한다. 관료적 인 硬着性• 抑壓으로부 

터는 정신적인 豊富함이나 創造的인 비약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組織과 組織의 연결이 

라고 하기보다 組織을 構成하는 인간과 인 

간의 관계, 연결을 중시한 조직구성으로 되 

어 있다.

② 비쥬얼한 것 이외로, 코오퍼레이트 이미지 

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부문이 설 

치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Olivetti의 회 사를 

지도, 관리하고 있다.

② 부문의 톱과 직 결되어 있고 주요한 문제는 

끊임없이 직접적인 지시나 체크를 받는 시 

스템으로 되어 있다. 디자이너는 언제나 사 

장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시간이 허용하 

는 한 철저하게 對話할 수 있다. 이것은 各 

國의 Olivetti에 도 適用되어 實踐되 고 있 다.

④ 內部의 스텝 以外에 프로젝트에 應해서 外 

部 탤런트의 起用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거기 

에 成功하고 있는 事實. 이때의 水準維持를 

위해 世界 各國의 외부 탤런트와 접촉하고 

셀렉트하는 特別部門이 설치되어 있고, 그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한 外部起用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以下 各 섹션의 주요업무를 살펴 보기로 하 

자.

《Design Group》

Nizzori가 基礎를 만든 제품디자인 분야는 이 

그룹이 행하고 있다. 그룹은 3가지로 나뉘어 各 

各 50명 정도의 스텝이 종사하고 있다. Belini를 

비롯해서 3명의 치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디 

자이너이다. 이 부문에서는 다른「스파치오」라 

고 하는 事務用 什器도 제조되 고 있다. 이「스파 

치오」는 전세계의 Olivetti 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고, 독자의 雰圍氣造作에 기여하고 있다.

((Advertising Planning Office^

4개 부문 중 Editorial and Audiovisual에서는 

PR을 위해서의 슬라이드나 필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올리베 티에서 만들어진 美術記錄映 

畫「都丄 腦性麻痺兒의 도큐먼트 映畫「友人들」 

둥의 작품도 이 생 각이 기초가 되고 있다.

Advertising에서는 광고의 프로모션을 중심으 

로 Show & Exhibition에서는 세계 각지에 실험 

적 인 쇼룸을 다수 채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 특이한 것이 Special Pro- 
ject의 분야이다. 여기서는 모든 노벨티가 제작 

되고, 각국에 제공된다. 그 어느 것이나 實用性 

이 풍부한 藝術性, 거기에 遊戯의 즐거움을 보 

탠 것 뿐이다.

3 9・



이 들 作品은 모두 Pintori를 비 롯, 一流作家의 

손에 서 誕生된 것 으로 Pintori의 트럼 프, Sottsass 
의 펜접시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古今의 名畫를 

編輯한 캘린더는 그 入手에 競爭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Copywriting, Graphic Design))

Olivetti의 카피源은 모든 Copywriting으로 만 

들어진다. 이 카피가 원칙적으로 세계 각국에 

適用되고, 거기에 로칼色이 加해진다. 현재 카 

피 라이터 100名을 包擁하고 있다. 또 Graphic 
Design에는 大學敎授인 W. Ballmer. F. Bassi, E. 
Bonfante의 3인 밑에서 지도되고, 따로 宣傳硏 

究所를 설치하고 있다.

《Press & External Relation》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廣告部門에 해당되지만 

그 활동은 매우 先進的이다. 코오퍼레이트 이미 

지는 비쥬얼한 것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접촉을 

시초로 한 논비쥬얼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思 

考가 基本이 되어 유니크한 섭외활동이 전개되 

고 있다. Head Office, Liaison Office에서는 接 

受孃의 응대솜씨가 손님의 印象에 커다란 영향 

을 주는 데서 接客을 하는 방식이나 태도의 섬 

세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외부의 工場見學에 

대한 말솜씨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써 코 

오퍼 레 이 트 이 미 지 를 만드는 모든 문제 가 여 기 

서 검토되고 실시된다.

External Relation은 세 계 각국의 VIP의 방문에 

대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Press Office는 

Olivetti의 활동을 정확하게 저널리즘에 전달하 

기 위한 부문에서 그 치프에는 우리나라로 말하 

면 5大紙의 編輯局長級의 力量을 갖는다고 알려 

진 Minardi가 자리 잡고 있고, 40名의 스텝이 세 

계의 광고활동에 활약하고 있다.

^Coordination of Activities of Corporate Image》

디자인의 근본적 인 문제, 마아크나 로고 타입 

둥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우기 

여 태 까지 오래 친해 져 온 J. Pintori 제 작의 기 업 

의 영원성을 表現한 마아크와 로고타입을 변경 

하고, 71년부터 새로운 마아크가 채용되었다. 

이 마아크는 이전의 로고타입보다 살이 굵어서 

특히 문자를 각이 진 圓으로 했던 것과 두 개의 

t 의 문자가 특징 적 이 고 이 제 까지 와는 달리 마아 

크와 로고타입을 일체화한 로고마아크이다.

《Coordination of Cultural Activities》

Olivetti의 모든 디자인을 취급하는 이 부문의 

최고 책임자이며 시인이기도 한 Zorzi가 이 섹션 

의 치프를 겸임하고 있다. 문화활동의 교류나 

정 보의 제공, 엑 지비 젼의 개회 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Coordination of Research for New 
Publicity Plans))

Olivetti의 個性이 만네리 즘 타파에 서 발생 하 

고 있다고 하면 이 섹션의 활동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크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일류작가， 

유능한 젊은이 둥이 리스트업되어 있고, 주요한 

제작은 이 치프이며 시인이다. G. Soav의 허가 

를 반드시 얻지 않으면 기용되지 않게 되어 있 

다.

채용권을 갖는 그의 밑에는 세계 각국 디자이 

너로부터의 편지가 끊임 없이 도착하고 있다. 그 

에게 발굴되고 교육을 받아 자라난 작가는 어느 

누구나 현재 세계의 호화무대에서 활약하고 있 

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진 유능한 스텝이 부단 

히 Olivetti의 개성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이야기 한대로 Olivetti에 

서는 표현상의 기준은 완전히 최소한이며 나머 

지 상당수의 부분은 담당자의 創意에 맡겨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ive田작품의 하나하나가 

상호관련해서 하나의 뚜렷한 個性을 만들어내 고 

있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Olivetti의 정신 골 

격의 굵기를 形言하는 것일 것이다. 이 골격은 

많은 先驅的인 사람들의 노력의 선물임과 동시 

그것을 키우고 만들어 낸 Olivetti의 기 업으로서 

의 독특한 經營哲學, 혹은 톱 매니지먼트의 質 

에 源泉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근원을 찾는다면 고대 로마시대에 예 

술의 꽃을 피우고, 르네상스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개성적인 造形感覺과 色彩感覺을 자랑 

하는 이 탈리 아라고 하는 풍토도 그대 로 보고 놓 

지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의 정신적 풍토와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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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의 經營哲學, 그것을 구체화한 많은 

탤런트와의 결합에 의해서, 호늘의 Olivetti의 

DECOMAS 가 탄생한 것이며 타 기업에 있어서 

는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는 깊이와 폭을 가짐 

에 이른 것이다.

9. 중소기업에 있어서 

DECOMAS의 유효성

DECOMAS의 유효한 범 위 는 대 기 업 에 한정 되 

는 것어.까. 물론 答은「否」이다. 중소규모의 기 

업의 糸우 DECOMAS를 구성하는 아이템은 그 

다지 많지 않지만 그러한 만큼 충분히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디 자인 코오디 네이 션을 행 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經營戰略이 되고, 커다란 효과 

가 기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그것에 유사한 DECOMAS가 있 

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큰 인팩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제로 성공한 중소기업의 실 

례 두 가지를 紹介한다.

(1) 미로북 서어비스社

미로북 서 어비스——이 洋書의 수입판매를 주 

로 하는 기 업은, 群小過當競爭이라고 하는 업계 

특성 가운데 있으므로 개업을 할 때 강력한 커뮤 

니케 이션을 관계자에 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 

나 소위 인쇄 • 전파매 체 를 통해 서 광고선전을 행 

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는 없었다. 여유라고 하 

기보다는 실제로 전연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콘설테이션과 디자인을 P社에 의뢰 

했다. 그래서 P社에서는 통상적 인 업무로 사용 

하는 것, 이를 테면 그것은 業務活動上 缺如될 

수 없는 각종 장부에서 편지봉투, 차량 둥을 회 

사의 얼굴로 생 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그러한 

면에서의 선전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했다. 말 

하자면 기 업 상확립 을 위 해 이 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용해 보려고 하는 폴리시 가 채용되 었다. 

마아크를 결정하고, 코오퍼래이트 컬러를 정해, 

장부의 기능에 의한 色分類 둥 대개 사람의 눈 

에 띄는 모든 아이템에, 철저한 시스템 지향에 

바탕을 둔 디자인 개발이 행해져 적용되었다.

실시의 결과는 당초 기대한 이상의 수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그 정도의 기업 

규모로서는 우선 旣製品의 帳票 程度 밖에는 사 

용하지 않는 同業界 가운데 있어서 모진 差別化 

와 好印象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둘째로 세일 

즈 맨이 특별한 사람과 같이 보인다고 하는 고 

객으로부터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 세째로 去來 

先의 외국기업으로부터 꽉짜인 기업내용의 회사 

일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얻어져 거래를 유리하 

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 둥이다.

(2) Dick Merricks Farm 
(딕 머어 릭스 農園)

또 하나, 英國의 더섹스에 있는 農園, Dick 
Men•江ks Farm의 例를 여기서 살펴 보기로 하자. 

작지만 특색있는 農園의 主人이름이다. 여기에 

서 그는 사과를 栽培하고 採取해 들이고, 箱子 

에 넣어 包裝하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을 行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는 農園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箱子-包袋-帳票類-車輛類의 디 자인 코오디 네 

이션을 Peter Hatch Partnership에 의뢰한 것이 

다. 그 結果 이것이 두드러져 특색이 있는 것이 

되고, 그•의 農園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注目의 

對象이 되어 누구에게 나 記憶될 수 있도록 되 었 

다.

또 農園에는 커다란 一基의 風車가 있고, 이 

것이 바깥으로부터의 目標가 되어 있고, 아이 

덴티피케이션上의 自然의 포인트가 되어 있다. 

Peter Hatch는 이 風車를 심볼 마아크로 禾IJ用 

하기로 하고, Mebicks의 希望에 應해서 이것을 

평 범 하지 만 특색 있는 모양으로 발전시 켰 다. 확 

실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심볼 마아크는 소 

박한 가운데서도 힘찬 데가 있고, 그의 農園의 

사과가 品質이 우수한 것이라든가, 그 자신의 

인품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있다. 차량이 나 커 어 

튼, 帳票類에 대한 사용방법도 호화로운 것을 

없지만, 견실한 느낌에다 근대적인 냄새를 충분 

히 풍기고 있다. 이 農園의 우수한 DECOMAS 
실천을 볼 때 오히 려 중소기 업 일 수록 DECOMAS 
의 이념이 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느껴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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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AS의 構造

DECOMAS의 목적은 통일된 企業像을 형성하 

고, 그 지속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나, 이 企業 

像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고, 결정적 인 역할을 완 

수하는 것 이 디 자인 코오디 네 이 션 （Design Coor
dination 以下 DC라고 略함） 이 다.

DC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달성되는 것일 

까? 이 해명을 위해서 먼저 DC의 개념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C란 기 업의 모든 디자인 활동을 일정한 폴리 

시 밑에 통일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즉, DECO- 
MAS의 기 본이 념 에 의 해 명 확화한 原貝I」（基準） 

밑에, “企業의 얼굴”이라고도 할 시각적인 질서 

를 확립하고, 기업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디자인 

아이 템디자인의 對象物） 올 一連의 視覺體系에 

엮어 넣는 것이다.

디자인은 외관을 컨트롤하고, 그것의 본질을 

反映하지 만, 그 통합으로서의 DC는 기업의 외 

관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고, 기업의 본질, 이 

념이나 방침을 反映하고, 온갖 대상에 기업의 

독자성을 제시한다. 이 목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상에 알맞은 

디자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일체의 디자인 활동에 DC의 기 

준을 부여 하는 실체 시 스템 （Object System） 과, 

그 관리 시 스템 （Control System） 에 의 해 구성 된 

다.

DC는 반드시 완전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종래「디자인 폴리시」라고 하는 

개념 밑에 다루어져 온 문제이다. 특히 디자인 

제작에 관한 현장의 담당자나 디자이너의 사이 

에는 최 종적 인, 더 구나 근본적 인 테마로서 인식 

되고 있었다.

통상적 인 작업 중에 서 DC 에 관해 서 白熱的 

인 議論을 교환하고, 그 체 계작업 의 불가결함을 

통감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 

면 기업전체의 이해 （특히 톱 매니지먼트의 이해） 

가 더 한 발자국 모자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획득치 못하는 것이 실정이 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톱에의 설득력이 아무리 해도 中間挫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담당자의 설득 수법 

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의 작업 중에서만 

조정해 나가려 하거나 어떤 경우는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그대로 매몰되어 가는 현상을 낳고만 

있다.

이러한 결과가 다각화 되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初創期의 제품만이 이미지되어 있거 

나, 成長產業임 에도 업 적향상이 조금도 알려 지 지 

않고 있다거나, 착실하게 세계로 약진하고 있음 

에도, 지방기업으로서만 취급되고 있다거나......  

하는 둥의 “意外의” 현상을 露呈하고 있는 많은 

기업을 존재케 하고 있다.

기업에서 행해지는 디자인활동은 자연히 통일 

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다. 자연에 맡기 

려면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하다. 모든 帳票 

類•出版物• 製品• 包裝• 建物• 標識 둥을 모두 

한데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경 영자는 그 多 

種多樣함에 놀랄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들 

의 아이템 디자인의 過程이 如何히 多樣한 것인 

가를 알면 더욱 놀랄 것임에 틀림없다. 다른 분 

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있어서의 통합은, 신 

중하고 배려깊은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 

이다. 디자인은 면밀하게 계획되어 컨트롤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 통합은 복잡하 

고 장기에 걸치는 곤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 

다. 만족이 가는 DC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데는 

통상 수년을 필요로 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인 

검 토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 통일성과 아울러 競合企業을 구석에 몰 

아 붙이는 것과 같은 강력한 差別性이 理想的이 

다. 이 差別性은 印象性 - 記憶性 둥과 밀접한 관 

계 를 갖지 만, 그것 들은 심 볼 마아크 ・ 로고타입 • 

社色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의해서 보증 

됨과 동시 에 그 적용의 시 스템 상호의 관계형성 

에 의해 더 욱 强固하게 된다. 아니, 오히 려 개 

성 있는 마아크라고 해도 그 使用方法을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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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効果는 半減하고, 때로는 決定的으로 企業像 

에 惡影響을 주는 경우도 있다. 例를 들면 단순 

히 物品만을 디자인 하는 제작자가 單品의 完成 

에만 골몰해져서 기업의 표시 (마아크 둥와 取扱 

方法) 둥을 잘못 취급했다고 하자. 터무니 없는 

例外가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出廻하게 되는 것 

이다.

DC 란 기업이 제품에 대한 自信, 信賴 둥의 

내면적인 확신을 외부에 향해서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일어났다고 하 

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事態를 防止하기 위해 실제적인 

각 아이템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는 일정하게 규격화 

된 표현의 발전이라고만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 

고, 각 아이템의 다른 조건에 따라서 특수한 적 

용을 試圖하면서 새어나오는 상호관계적 인 個性 

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이 差別性을 가진 

個性을 內在한 統一, 統合이야말로 DECOMAS 
의 목표이다.

1. 實體 시스템

DECOMAS 의 實體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의 

메인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① 베 이 직 시 스템 (Basic System)

② 어 플리 케 이 션 시 스템 (Application System)
베이직 시스템은 베이직 엘리먼트(Basic Ele

ments) 와 그 서브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 시 

스템 은 어 플리 케 이 션 아이 템 (Application Items) 
과 그 서브 시스템과에서 형성되어 있다. 다음 

은 DECOMAS의 實體 시스텍을 取合한 것이다.

DECOMAS는 실체 시스템의 확립을 이상으로 

하지만 실체에는 部分的, 改良的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는 漸次的,. 

改良的으로 실시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현 시점의 베이직 시스템에 改良을 

加味하는 것이 각 서브 시스템을 점차로 확립하 

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改良이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경 

베이직 엘리먼트

DECOMAS의 實體 시스템

—베이직— 
시 스템

①社 名

②社 章

③商 票

④ 專用 타입페이스

⑤ 專用 로고타입

⑥社 色

⑦ 트래 이드 캐 랙 터

⑧ 슬로건 및 
마아케팅 스테이트먼트

서브 시스템

① 코오퍼레이트 로고 시스템

② 코오퍼레이트 마아크 시스템

③ 시그네튜어 시스템

④ 로고타입 시스템

⑤ 컬러 시스템

實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아이템 서브 시스템

어플리 
--- 케 이 션---  

시스템

①事務帳票類

②什器，備品

④包 裝

④製 品

⑤衣 類

⑥標識•看板

⑦建 物

⑧ 인테리어

⑨ 디 스플레 이• 엑지 비 젼

⑩輸送用機器

⑪ 廣告 및 廣告 시스템

① 비지니스폼 시스팀

② 오피스 에퀴프먼트 시스템

③ 패키지 시스템

④ 프로덕트 디자인 시스팀

⑤ 유니 폼 시 스팀

⑥ 사인 시스템

⑦ 빌딩 시스템

⑧ 인테리어 시스템

⑨ 디 스플레 이• 엑지 비 젼 시 스템

⑩ 트렌스포오테이션 시스템

⑪ 廣告 및 廣告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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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장래의 전망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한 연 

후에 실시하는 것이 必須的인 조건이다. 왜냐 하 

면 改良이라는 작업에는 작업상의 浪費나 커뮤 

니케이션의 缺如가 발생하기 쉬우며, 심할 경우 

에는 “不統一의 完成''을 저지르고야 마는 事例 

도 있다. 擔當部門의 이동은 잇따르고, 스텝의 

의견이나 신념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는 

지도 모른다. 예 산편성에서 구체적 인 작업 이 제 

한되거나, 기업자신도 환경에 의해 크게 변화하 

게 되기 때문이다. DECOMAS를 部分的, 改良 

的으로 실시할 경우는 導入最初의 시점에서 최 

종목표를 확인하고 이 때문에 작업단계를 타임 

스케 쥴과 함께 분명 히 하고, 그 프로차드를 스 

텝 전원에게 철저화 시키는 것이 성공을 위한 

조건이며 전제 가 된다.

實體 시스템의 완성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에 의해 행해진다.

① 베이직 시스템의 檢討

② 베이직 엘리먼트의 形成 •

③ 베이직 시스템의 確立

• ④ 어 플리 케 이 션 아이 템 의 체 크와 確立 

⑤ 어 … >2 시 ' 딘시 確立

2. 베이직 시스템

(1) 베이직 엘리먼트

베이직 시스템은 DECOMAS의 根幹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없이는 DECOMAS를 실 

현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베이직 

시스템이지 베이직 엘리먼트는 아니라는 것이 

다. 베이직 엘리먼트는 단순한 요소인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기 능하지 않는다. 베이 직 엘리먼 

트는 서브 시스템에 의해서 生命이 불어 넣어지 

고 효과적으로 機能한다. 이것을 감히 논술하는 

것은 베이직 엘리먼트만 있으면 아이덴티티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誤解''가 많이 발견되기 

때 문이 다.

다음과 같은 것은 때때로 눈에 띄게 되는 것 

이다. 例를 들면 看板에 아주 유니크한 마아크 

가 있다고 하자 그 기업의 近代性, 進步性이 

충분히 엿보인다. 그러나 마아크 옆에 고색창연 

한 社名의 書體가 함께 나란히 있다. 近代性과 

大時代性의 同居——짜서 맞추는 것으로서는 最 

惡이다. 왜 이와 같은 것이 發生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경영자는 디자이너에게 마아크만 

을 발주하고, 社名의 書體는 의뢰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組合(한데 모아 맞춤)에 있어서는 無 

關心이었다. 마아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 

고, 만들어지면 재빨리 이와 같이 사용하기 시 

작한 것이다.

새로운 마아크만 있으면.. 하는 중간치기 安 

易한 發想은 公衆에게 그 不統一한 企業像을 暴 

露하게끔 된 것이다

웃음거리와 같이 생각되지만 大企業에서도 이 

정도의 水準으로 思考하고 意味가 없는, 아니 

오히려 妨害라고도 느껴지는 企業像을 노출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와 같은 意識으로서는 今後 더 욱 강해지는 

기업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인 企業을 만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戰略的인 企業像은 기업 . 

의 經營理念에 근거된 시 각적 인 베이 직 엘리먼 

트와 시스템의 확립에 의해 실현하는 것임을 유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이직 시스템의 베이직 엘리멘트는 다음과 

같다

①社名(Corporate Name)
②社章(Corporate Mark)
③商標(Trade Mark)
④ 專用 타입 페 이스(Specific Typeface)

⑤ 로고타입 (Logotype)
⑥社色(Csporate Color)
⑦ 트레 이 드 캐 랙 터 (Trade character)
⑧ 슬로건 및 마아케팅 스테 이 트먼트 (Slogan

& Marketing Statements)
이 베이직 엘리멘트는 일반적인 것으로 個個 

의 企業에서는 基本要素가 重複되어 있거나(社 

名이 同時에 마아크의 경우), 特히 채용되어 있 

지 않은 경우도 있다(社色 등의 채용). 또 이 밖 

에 기본요소를 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合資 

會社의 경우 둥은 각기의 會社社名이나 마아크 

를 병용하는 일도 가끔 있다.

①社 名

이름(名)은 몸(體)을 나타낸다고 한다. 社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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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企業의 性格, 將來性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다. 기 업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社名 

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이 社名變更은 우리 나라에서도 近年 더욱 늘 

어나는 현상이다. 社名變更이 늘어나고 있는 理 

由를 살펴 보면,

① 이미지 체인지

②合併吸收，系列化

③ 事業의 多角化

④ 事業內容의 明示 '

⑤ 國際市場에의 進出

⑥ 地域性의 排除

⑦ 個人性의 排除

둥, 기타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다. 그공통된 

基本理由는 社名이 企業像의 형성에 있어 결정 

적이라고 하는 社名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에 

있다.

확실히 社名의 功過는 크다. 브랜드로서 海外 

에도 알려져 있지만 긴요한 社名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예로서「電卓에서는 샤아프 

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早川電氣는 危險하다」라 

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튀어 나오게 된다. 

샤아프에서는 이와 같은 “無知”의 排除를 위해 

1970年 正月부터 社名을 브랜드名과 統一하고 

샤아프 （Shaip）로 했다.

東京通信工業株式會社——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企業이지만 이 舊社名에서 現社名을 즉시 

말로 알아 맞추는 사람은 드물다. 社名變更은 

1958年 1月 1日 行해졌다. 이 社名이 世界에 그 

이 름을 誇示하는 소니 （SONY） 의 前身이 다. 소니 

의 母體, 東京通信工業株式會社는 1946年, 資本 

金 19萬圓 （日貨）으로 日本橋의 불탄 자리（戰爭 

때）에서 誕生했는데 이 길고 길들여 외우기 힘 

든 社名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主된 理由는 다 

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급속한 輸出伸張을 

契機로 마아켓을 세계에 뻗치러 했다.

② 특히 社名 Tokyo Tsushin Kogyo를 정확 

하게 發音하는 외국인이 드물었다.

③ 消費者志向의 제품개발에 크게 전진한다는 
匚스/ 
旦己.

④ 社名을 심플하게 하고 宣傳의 効率을 높 

인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社名결정의 기준을 다음 

두 가지에 두었다.

① 심플한 社名이어야 할 것.

②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發音으로 읽혀질 것.

이 條件에 따라서 많은 社名이 候補에 올랐 

다. SONAK, SONG, SONIC, SONNY, SONUS-
이 가운데서 SONUS （라틴語로 音의 意味）와 

SONNY （아기의 愛稱）를 살려, SONY로 決定되 

었다. 다음에 SONY만으로는 버터 냄새가 남고 

外國資本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일본이 낳은 세계의 마아크 SONY」로 

함과 동시에 소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낯익은 SONY 아기를 트레이스 캐랙터 

로서 채용했다. 이 社名變更을 契機로 異色메이 

커로서의 이미지를 戰略的으로 꾀해 나갔던 것 

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SONY를 

自國의 企業이 라고 答한 것 이 50% 이 상이 었다고 

한다. 덧붙일 것은 소니 （SONY）의 商標登錄은 

Coca Cola나 Parker를 능가하는 170개국 가까이 

에 이르러 세계 제 일이라고 불려진다.

社名은 “企業의 얼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 

인 요소이며 企業像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社名이 몸을 나타내지 않게 되고 이미지 체인 

지를 위해 社名變更을 행한 예를 일본의「興人」 

에 서 살펴 보자.

興人은펄프 • 레이욘을 그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던 興國人絹 펄프의 “新生”이다. 興人은 

1958년 이후 종래의 펄프 • 레이욘 사업을 체질 

개 선기의 기 반으로 해 서 새 로이 合成纖維 （코오 

데 란） • 發酵 - 化學紙 • 建材 • 包裝 - 하우스세워 

서 파는） •省力機器 둥의 사업부문에 진출, 적 

극적 인 多角經營을 펴 놓았다.

그 결과 1959년에는 펄프 • 스프 등이 90%를 

점하고 있 었으나, 그 10년 후에는 40%로 저 하하 

고 그 외의 신규부문은 60%와 과반수를 점함 

에 이르렀다. 製品開發이 급속화한 오늘날 펄 

프 • 레 이 욘 시 대 는 지 나갔다고 하는 전망 밑에 

그 변화에 합쳐서 신규부문에 기 업력을 주입한 

것이 성공의 이유이다.

그리고 1969년 1월 1일로서「興國人絹펄프株 

式會社」는「株式會社 興人」으로 社名變更을 하 

고, 社名의 이미지와 사업내용의 갭을 메우고, 

새로운 이미지 체인지를 기도했다. 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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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는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 

고 수년동안 額面額（日貨 50圓） 전후를 왔다갔 

다 하는 株價는 일거에 上昇氣運을 타고 倍增했 

다. 興人의 70년도에 있어서의 3개년 계획에 의 

하면 신규사업의 웨이트는 70年度 60%, 기년 

도 65%, 72년도 72%로 되어 있으며 다각화는 

더한층 급피치한 것이 될 것이다. 社名變更을 

계기로 소니는 세계에의 비약과 국내시장개발의 

발판을 만들고 興人은 斡陽產業이라고까지 불려 

진 部門의 쉐어를 점차로 저하시키면서 격동의 

70년대를 맞이하는데 알맞는 이미지 체인지를 

행했다.

이 와 같이 社名變更은 쫓겨 서가 아니 고 가장 

적 당하다고 생 각되는 타이 밍을 골라 전략적 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 新會社를 設立하는 경우 社名의 네이 밍도 장 

래를 예측한 연후에 결정해야 할 것은 말할 나 

위도 없다. KODAK（코닥社）는 탄생할 당시에 

힘찬 K의 문자가 社名의 전후에 들어서 세계도 

처에서 동일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KODAK을 

선택했다. 社名 결정 때 이미 꿈은세계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KODAK의 商標는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식품업의 

KRAFTCO （크랩트코社）가 National Dairy Pro- 
ducts로부터 社名變更을 했을 때 10만에 가까운 

社名候補를 컴퓨터에 걸어 보았더니 가장 이상 

적 인 것으로서 KODAK이 부상했다고 한다.

②社 章

社章은 기 업의 이 념, 경 영방침을 시 각적으로 

심볼라이즈한 것이다.

社名은 그 기업의 업무내용과 사회존재를 문 

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遂語的, 理性的으로 傳達 

하지만 社章은 그 :企業만이 소유하는「獨自的 

심볼」에 의해, 感性的으로 커뮤니케이트 한다. 

단순한「그림」은 그 존재를 단순한 방법에 의해 

표시할 뿐이지만 심볼은 그 자체의 존재 뿐이 

아니고 성격이나 목적을 포함해서 전체를 표현 

한다. 심볼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사이에는 

단순히 시 각적 인 연계를 갖는다고 할 뿐 아니라 

어떤 비약을 대상의 意識에 일으키게 한다. 이 

비약이 대담하고 對象의 모든 것을 전하는데 

「심볼」의 커다란 特徵이 있다.

심볼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國 

旗"일 것이다. 太極의 무늬……이것은 單純하면 

서도 힘찬 심볼은 韓國人의 意識 깊숙히 뿌리박 

고 때로는 . 용감한 행동도 촉구하는 根基가 되 

고 있다. 星條旗를 보면 가령 U.S.A의 문자가 

없어도 미국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옛 것으로는 

紋章이 그■러했으며 家門은 家系 내지 家族의 심 

볼이었다. 오늘날 이 심볼의 意義나 價値는 더 

욱더 중요성이 增大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심 

볼（社章）은 企業活動全般에 걸쳐 社內外를 포함 

해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社章은 社名과 함께 코오퍼레이트 아 

이덴티티의 출발점이며 企業이미지를 높이기도 

하고 리 프레 쉬 하는 기 본이 된다.

社章에 관해 서 의 흥미깊은 조사자료를 소개 하 

자. 이것은 미국의 생명보험업의 社章에 관해서 

6社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어느 것이나 미 

국의 대표적 인 保險會社이다. （이 조사는 1964년 

에 실시되었다.）

調査對象會社：

① Metropolitan （메트로폴리 탄社）

② Phoenix （페 닉 스社）

③ Hartford （하아트포오드社）

④ Travelers （트라벨리스社）

⑤ Connecticut General （콘넥 티 카트 제 네 랄社） 

이 조사는 각기의 코오퍼레이트 마아크가 고 

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다음 세 

가지 점에 관해서 조사했다.

① 서어비스 내용을 충실히 전달한 서술적인 

마아크인가.

② 타 기 업 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효과적 인 마 

아크인가.

③ 그 기업에 있어 바람직한 이미지를 마아크 

에 반영시키는 것인가.

이 테마에 따라서 조사한 바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추려보면,

① Prudential의 마아크는 모든 의미에서 높은 

평 가를 받고 보험 업 으로서 는 이 상이 라고 할 

수 있는 심볼에 가까와 지고 있다.

② Metoropolitan은 규모가 크고 신뢰가 되 

며 게다가 進步的, 現代的이다.

③ Travelers의 傘은 이 업종으로 보아 대단 

히 効果的이며 人間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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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1.0 一1로 評價되고 있다）

美國保險會社의 社章比較의 調査結果

—一一一企 業
이미지 ■一一J Metropolitan Phoenix Hartford | Travelers | Connecticut |

General 1 Prudential

進步的 19 -11 — 14 18 4
信賴된다 28 -19 23 1 -7 12
正 直 7 -9 28 1 -9 14
安全性 4 — 15 3 -15 27
傳統性 5 -2 16 -11 -33 20
規模가큰 44 —18 14 -11 —14 18
注意깊은 7 —24 31 2 -5 25
公 正 8 1 14 19 -17 . 9
現代的 22 3 —18 -19 1 4
有 能 한 11 -7 11 9 1 23
人間的 7 —8 6 13 -10 7
思慮 깊은 11 -9 27 — —8 16

④ Hartford의 숫사슴의 마아크는 가장 個性 

的이 지 만 옛 （古） 느낌 을 갖게 한다.

⑤ 그 밖에는 평가가 낮다.

이상과 같이 같은 업종의 社章을 比較하면 많 

은 것을 알려준다.

① 企業側과 消費者의 사이에 비쥬얼한 感覺 

의 差가 없을 것. 社章을 결정하는 시점에 

서 그 社章으로부터 느껴지는 갖가지 뉴앙 

스는 소비자에게도 같이 민감하게 전달될 

것.

② 제품, 서어비스 내용의 표현상의 정확성, 

이것은 바로 企業의 이념에 의해서 증명되 

지만 이것이 애매하거나 適確하지 않으면 

표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③ 社章의 제작은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디자이너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行할 것, 또 제 

작에의 주문으로서 지 나친 추상적 인 요망이 

나 모순을 내포한채로의 요구는 절대로 피 

해야 할 것이라는 것 （지나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④ 社章으로서 단순하고 힘차며 차별성이 있 

을 것.

⑤ 온갖 매체에 적용해도 충분히 전개가 가능 

하며 효과적일 것.

⑥ 소비자와 직결된 기업의 마아크는 익혀지 

기 쉽다는 것. Playboy （플레이보이 社） 에서 

는 “놀며 즐기는 精神”이 근저에 있지만 이 

생각은 마아크의 디자인 및 그 사용방법에 

도 나타나 있고, 독자에 있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

최후로 오늘과 같은 하이템포 시대에 있어서는 

전통성의 표현은 효과적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 

너스가 되기 싶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심 

볼의 傳統性의 表現은 때로는 형태의 낡음과 

感覺的 差異, 時代錯誤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近年에 合併한 鐵鋼의 어느 大 

企業은 서로의 社章을 믹스해서 맞춰 社章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이 社章에는 낡은 이미지가 

남아 있고 數적은 이미지 체인지의 기회를 過失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保險業 6社의 이 調 

査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One finding: “Age doesn't help"

③商 標

商標는 기 업 의 재 산이 며 생 명 이 다. 오늘날 商 

標權이 없는 상품에 강력한 경쟁력을 기대할 수 

는 없다. 商標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상품에 붙이 

지만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가지고 있다.

①出所表示機能

②品質保證機能

③廣告宣傳機能

「코카 콜라」는 저 명 한 商標의 하나이 지 만, 자 

연에 맡겨서 현재와 같은 위치를 구축한 것은 

아니 다. 많은 유사한 商標와 수 십년에 걸쳐 가 

혹하리 만큼 商標上의 경쟁을 되풀이 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 象徵的인 例는 코카 콜라와 또 하나의 브 



랜드「코오크」（Coke） 일 것 이 다. 코카 콜라가 

폭발적으로 팔렸기 때문에「콜라」의 명칭은 일 

반화되고 말았다. 거기서 코카 콜라만의 愛稱 

브랜드로서「코오크」를 낳게 되고 소비자가 틀 

림없이 코카 콜라를 선택하게 끔 했다. 때에 따 

라「코오크」를 의뢰해서 다른 콜라가 나왔을 

경우는 그 점포를 告發할 수 있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코오크라고 하면 코카 콜라''——, 이 캐치 

프레이즈에 코카콜라의 브랜드戰略의 歷史的 

背景과 商標의 역할과 본질을 찾아 볼 수 있다.

商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우리 나라 

에서 登錄可能한 것을 들자면,

①文字商標

② 圖形 및 記號商標

③ 文字와 圖形（記號）의 結合에 의한 商標 

의 3個가 있다. 따라서 立體商標, 音響商標, 光 

線 둥은 認定되지 않는다. 色彩도 독립된 요소 

로서는 商標가 되지 않는다. 패키지 둥은 立體 

이기 때문에 商標가 되지 않고, 오히려 意匠登 

錄의 대 상이 된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서어비 

스 業務活動을 표시 하는 서 어비스 마아크는 商 

標登錄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今後더욱 서어 비스業의 擴充 

이 企圖될 것 으로 예 상되 므로 서 어 비 스 마아크 

의 무엇인가에 法律的 保護가 必要하게끔 될 것 

이다.

商標란 商品標를 가리키지 만, 變則的인 케이 

스로서 營業標가 될 경우도 있다. 어느 상품의 

知名度가 아주 높고, 製品 이 미 지 가 企業 이 미 지 

의 水準에까지 上昇했을 경우 단순한 개개의 商 

品標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上位에 서 게 된다. 

이것은 하우스 마아크（House mark）라고 불려 

져 그 중에는 社名에까지 넘쳐 들어가는 수도 

있다.

酒店에서는 위스키의 브랜드로서「산토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브랜드의 上位 

에 선 브랜드로서 활용되고 알려진대로 社名이 

되고도 있다.

브랜드는 오늘날과 같이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는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代表的인 例는 소니） 그러나 부득이 國內 

와 國外의 브랜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事例도 

많고 그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생각된 

다.

① 브랜드의 .發音이나 意味가 不吉하다든가, 

특수하기 때문에 외국 땅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② 외국 땅에서는 경쟁상 불리하게 된다. （외 

우기 어렵고, 익혀 지 지 않는 둥）

③ 같은 브랜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買收가 

곤란하다.

일본 三菱電機는 1970년 6월에 새로운 海外用 

브랜드를 채용했다. 지금까지의「MITSUBISHI」 

가 顧客에 익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新 

브랜드가「MGA」.

특별한 意味는 없고 브랜드로서 글자의 매 력 

이 좋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의 命名料가 1,000 
萬圓이었다고 들린다. 또 松下電器에서는「Pan
asonic」과 「National」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 

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Panasonic을 중심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는 National의 브랜드를 침투 

시키고 있다. 그러나 National을 사용한 브랜드 

名이 다른 업종에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 

히려 마아크의 침투를 꾀하고 있다.

국제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는 오늘날 브랜드의 

효과적 인 命名은 기 업경쟁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브랜드 戰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목되지만 社名의 브迹드에의 활용 또는 거꾸 

로 브랜드의 社名化일 것이다.「캐논」（Canon） 도 

브랜드가 알려져 社名이 되고도 있지만, 各브랜 

드는 이 社名을 大大的으로 활용해서 命 名되고 

있다. 캐논네트• 캐논라• 캐논세븐S • 캐논FT • 
캐논데미 등 캐논의 종래의 신용을 個別商標로 

繼承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을 派生商標라고 

한다）.

KODAK도 동일하게 코닥롬 • 코닥컬러 • 코닥 

마틱 • 코대그라프 등의 派生商標를 활용하고, 

코닥이 오•랫동안 획득하여온 신용을 個別商標에 

유효하게 살리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해 기업 이 

미지가 브랜드에 의해 통일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한 편에서는 특히 의 미를 갖지 않은 商標나 

거꾸로 기업 이미지를 눌러 제품 이미지를 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즉, 그 기업 이미지가 넓게 

받아들여져 많은 신용을 획득하고 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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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오히려 장해가 되고 판매활동을 유리하 

게 인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 둥이 다. 예 

를 들면 산토리가 산토리맥주를 출품하면 아무 

래도 위스키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 

로 녹자적 인 商標「純生」을 팔아서 될 수 있는 

한 그 제품 이미지를 끌어낸 것은 당연한 일일 

것 이 다

또, 대중상품을 지금까지 제조판매하고 있던 

회사가 굉장히 고급상품을 매출하기로 했다고 

하자. 지금까지의 이미지로서는 대중성이 앞서 

고 高級感을 풍기기 어렵다. 그래서 社名을 일 

체 내놓지 않고 商品名（商標）만으로 팔기 시작 

한다 라는 식의 例는 近年에 잘 눈에 띄는 것이 

다. 말하자면 市場의 多樣化에 맞춰서 브랜드戰 

略도 함꼐 多樣化되어 오는 것이다.

製品의 均質化라고 하는 상황이 한 편에서는 

기업 이미지의 우선, 다른 한 편에서는 제품 이 

미지의 우선이라는 두 개의 極이 되어서 브랜드 

의 命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專用 타입 페이스

專用타입 페이스라면 기업이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해서 사용하는 문자일 것이다. 이 전용 

타입 페이스의 문자가 갖춰져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전용 로고 타입이라고 한다; 이 專用 타 

입 페이스의 인식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낮지 

만 歐美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지 

고 있다. 그 대표적 인 예로서 Celanese （셀라니 

즈社）를 살펴 보기로 하자.

Celanes에 서 는 專用 타입 페 이 스로서 셀라니 즈 

알파벳을 받아 그 Corporate Identity Program 
에 의의와 사용법을 표시하고 있다.『셀라니즈 

社는 Saul Bass & Associates （소오울 바스社 : 

디자인 콘설탄트社）에 의뢰하고, 셀라니즈 하우 

스 마아크와 로고 타입 양쪽에 쓰여질 수 있도 

록 특별한 알파벳을 만들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알파벳을 사용할 것 

이지만 이것은 보통 때 쓰여지는 타입 페이스 

는 아니고 特殊한 핸드 레터 링이 必要한 경우에 

만 有効한 것에 注意했으면 한다. 이 專用 타입 

폐이스의 사용에 의해 다음 두 가지 利點이 얻 

어진다.

① 보다 더한층 셀라니즈社의 아이덴티티가

저울질 된다.

② 셀라니즈 메시지에 타이포 그래픽 하모니 

나 일관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알파벳의 사용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 우이 다.

① 트레이드 마아크

② 로고 타입

③ 레터 헤드

④ 패키지

⑤ 工場사인 （工場內 標識 • 標示）

⑥ 輸送用 라벨

⑦ 행타그（荷札類）

이 셀라니즈 알파벳은 廣告의 헤드라인用으 

로 意圖된 것은 아니고 로고타입 혹은 일러스트 

레이션으로서 나타내는 以外는 廣告用으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또 行, 語句, 文章 중에 다른 

타입 페이스와 섞어서 쓰여질 것은 아니다. 디 

자인 조건의 서로 다른 점을 생각해서 셀라니즈 

볼드라고 하는 太字의 것과, 셀라니 N•라이트 

라고 하는 細字의 2種類의 알파벳 이 준비 되 었 

다.』

이와 같이 Celanese를 비롯해서 전용 타입 페 

이스도 받고 있는 歐美企業이 많은 理由는

① 英字의 要素가 알파벳 문자와 수자만이 

다.

② 英字의 書體 바리에이션이 많다는 점에서 

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寫眞植字（寫植）의 文字盤에

들어 있는 書體를 보면

①明朝體

④ 안틱體

⑦敎科書體

⑩宋朝體

② 고딕體 

⑤淸朝體 

⑧行書體 

⑪隸書體

③ 丸고딕體

⑥楷書體

⑨草書體

⑫ 타이포스 

둥이 있고 이 밖에도 최근 새로운 書體가 차차 

로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使用頻 

度가 많은 明朝系 • 고딕 系 내 지 타이 포스 중에 서 

선택하고 또한 平體, 長體의 指定을 붙여서 사 

용하는 수가 많다.

어찌되었던 전체적으로 통일된 書體의 도입은 

아이 덴 티 티 를 더 한층 촉진하는 것 이 다.

⑤ 專用 로고 타입

기업 및 상품을 표시하는 특정의 文字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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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이다. 專用 타입 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는 독자적인 專用 로고타입이 된다. 로고타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① 會社名, 브랜드名

②各製品名

③事業部，部門名，工場名

•④ 關聯會社, 子會社 둥

⑤ 딜러 名 둥

⑥各種標示，標識

⑦ 슬로건, 마아케 팅 스테이트먼트

로고타입 통일의 方法으로서는 다음 4個의 패 

턴이 생각된다.

① 모든 것을 同一書體로 통일

② 製品名 로고타입 통일

③ 會社名만 동일

④ 會社名, 製品名 로고타입만 통일

이 가운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④일 것이다. 

문제는 製品名 로고타입의 취급 방법 이다. 製品 

名 로고타입 의 통일은 마아케 팅 戰略에 따라 붙 

어 오게 마련이며 통일의 효과는 여기에서 검토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單品 

志向으로부터 토탈志向에로 변화를 보이고 브랜 

드戰略上 통일성과 일관성이 요구되게끔 되어 

왔다. 이 때문에 製品名 로고타입 통일의 방법 

과 스텝의 구체화가 과제가 되어 있다.

⑥社 色

기업이 他社에 없는 독자적인 기업 칼러를 지 

정 하고, 기 회있을 때 마다 제 지 하며 , 대 상의 의 

식에 정착을 꾀해 나가는 것이「社色」이다. 이 

社色은 외부에 회사의 態度, 理念을 표시함과 

아울러 他社와의 差別化를 추진한다. 때로는 言 

語 以上의 雄辯으로 기업을 표현하고 對象의 

態度, 嗜好決定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 몇 개의 타올이 준비 

되 어 색 깔에 따라 가족들에 게 . 나눠 지 고 있 다고 

하자. 같은 타올이므로 識別은 色彩에 의해 가 

능하게 된다. 자기의 타올은 자기의 “色''이 결 

정하기 마련이다. 색깔과 소유자의 관계는 가일 

충 강해지고, 점차로 이것은 條件反射的인 行動 

이 된다. 色彩가 행동의 근거하는 .곳에서 우러 

나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日常生活에서도 “散색깔의 靑春, 灰色의 時代, 

붉은 氣炎, 黃色의 목소리……” 둥으로 표현된 

다. 감정이 풍부한 色彩와 연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色彩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色彩는 

언어의 하나가 되 어 가고 있다.

色彩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까운 예로 

서 일본國鐵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國鐵의 네 

트 웍에는「綠色의 窓口」가 있고, 1969年 4月부 

터 1等, 2等의 구별올 없애고「그린 車」가 탄생 

했다. 또 國鐵의 機動力의 軸인 콘테이너는 綠 

色의「콘테 이 너」로서 일본전국을누비 며 움직 이 

고 있다.

이 일련의 그린이 “오늘부터 장래에 걸쳐서의 

國鐵칼러''이며, 항공의 블루에 대 항하는 大地의 

그린인 것이다.

다음으로, .社色을 採用하고 효과를 거두고 있 

는 아메리카 기업의 실례를 살펴 보자. 이 실례 

는 社色선택을 위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그 패턴은,

① 테 인色을 1色 ，

② 메 인色이 2色 以上

③ 메인色 플러스 補助色

④ 商品色과 兼用

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기업에서도 社色을 

採用하고 있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패턴 

別로 본 代表的인 例를 各 1社씩 들어 보기로 

한다.

① 샤프

• 레드（만셀數値 5. 5R 13/4. 5）
採用의 이유——적극성이 풍부하고 게다가 

성실한 기업으로서의 표현, 

또한 國際市場에서 적용되 

는 色彩일 것.

②TDK

• TDK 레 드 （만셀 數値 7. 6R 4. 5/15. 0）
採用의 이유——쾌활한 젊음과 활동력을 나 

타내고, 기업의 발전을 뒷 

받침하는 바이타리티의 상 

징.

• TDK 불루 （만셀數値 2. 8PB 3. 3/11. 6） 
採用의 이 유——높은 이 상과 깊은 지 성 을 나 

타내고 일렉트로닉스의 탁 

월한 기술과 섬세한 두뇌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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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菱自勳車工業
• 레 드 (만셀 數値 6R 4/14) 

이미지―-―活動的(힘의 赤)
• 補助色 크림 (만셀數値 2. Sy 8. 8/1. 2) 

이미지 __ ＿親해지기 쉬운 (꿈의 黃)
@ 味의 素(味元)
• 레드(商品色과 兼用)

널리 알려지고 있는 「味의 素」(味元)의 가
정용 캔의 레드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社色決定의 基準에 
자. 

靈

*

 

관해서 생각해 보 

《社色決定의 基準》
® 이미지 

•회사의
•회사의
• 기술력,

® 전략성 
·가장 번영하계 사용되는 대상물에서의 컬

又3
·식별성에 우수하다.
·메인상품 칼러와 동일
•차별성

® 코스트 및 기술성 
• 인쇄상 합리적인 色彩(프로세스
표현가능하면 바람직 함)

• 특수한 色彩가 아닌 것 (코스트가 높은 顔
料룔 사용하지 않음)

• 인쇄잉크, 塗料의 어느 것이나 표현 가능
한 것.

이 社色의 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디자아너
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社色이 라고 하면 濃組色系의 
불루나 朱色系의 레 드가 많지 만 社色採用의 증 
가에 수반해서 독자성이 있는 社色을 개발하는 

자세를표현 
안정성, 신뢰성, 성장성율 표현 
상품의 우수성을 표현 

칼러로 

것이 바람직하다. 
또 社色으로 결정한 

할 것이다. 
모처럼 결정해도 충분히 활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社色을 채택한 효과가 없어진다. 
또한 철처하계 사용해도 그 社色이 혼란해저 

있거나 해서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 때 
문에도 社色의 管理 시스템 (코오퍼레이트 칼러 
시스텝)이 명확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훨로가 萬全해야만 당초의 期待交力果롤 실현할 
수있다. 

이상 철저하계 쓰여져야: 

@ 트레이드 캐렉터 
트레이드 캐랙터는 기업 내지 

나 목칭을 표현했다.
인간적 뉴앙스도 가진 아이캐쳐이다. 아이캐

쳐는 말할 것도 없이 注意를 끌기 위해서인 것 
이지만 個性的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채용되는 수~ 
가 많다.

그 채용에 있어 시 대의 流行, 뺨好도 考慮된다.
트레이드 캐랙터의 일반적인 모티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이다. 
® 人間 ; SONY 아기 나, 얀마 아기 나, 

타의 「아폴로」 동 
® 動物; 育椎의 무당벌레, 엣소의 

제브라의 얼룩말 둥 
® 植物;勸銀의 바라 동 
@其他
또 트레이드 캐랙터의 表現方法으로저는 
® 특정한 트레이드 캐랙터의 여러 가지의 1:ll

리에이션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웃거나, 
줄거워 하고 있는 둥의 인간적 동작의 준 
비). 

® 특정의 트레이드 캐랙터의 특정한 形態만에 
한정한다. （動作에 따르는 바리에이션을 준配 

비하지 않음). 

제품의 개성이 

산스 

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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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伝統紋様

蓮瓣紋의 特性과 種類
Characteristic of Yeun Byon Pattern and its kind.s

林 永 周

國立中央博物館學藝硏究室

蓮瓣紋이란 연꽃잎 무늬를 連續的으로 羅列하 

역 구성한 紋樣形式을 말하는 것으로 韓國造形 

美術의 繪畫, 建築工藝의 전반에 걸쳐 가장 多樣 

하고 特色있게 使用되 었던 裝飾紋樣의 하나이 다.

蓮花紋 즉, 연꽃 무늬는 불교의 創始國인 인 

도에서 옛부터 귀한 꽃으로 여겨 淸淨의 象徵으 

로서 佛像의 座臺를 蓮花瓣으로 裝飾하고, 佛具 

의 모든 器物을 蓮花로 장식하였던 것으로 우리 

나라 유물에서 처음으로 蓮花紋이 장식되기 시 

작한 것은 三國時代 古墳에 보이는 壁畫의 蓮花 

圖이 다.

불교가 우리 나라에 傳來된 것은 三國時代 前 

半期인 A. D 4世紀 쯤 이 라지 만 佛敎思想이 韓國 

文化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이미 

그 以前의 일이 아닌가 생 각된다

中國에서는 南北時代에 불교가 流入되면서 漢 

代에 와서는 中國 傳統文化와 融合되어 4世紀 

中葉으로부터 8世紀 末葉에 이르기 까지 佛敎 全 

盛時代를 이루게 되었는데 북괴의 雲岡石窟과 

5世紀 쯤에 間鑿한 燉煌石窟의 樣式은 高句麗 

壁畫古墳에 많은 영 향을 주었음을 찾아볼 수 있 . 

다.

이러한 蓮花紋이 蓮瓣紋으로서 圖案化된 裝飾 

紋樣으로 쓰이게 된 것은 古墳에서 出土된 金工 

遺物에서 볼 수 있겠는데 新羅 金冠塚出土의 滋 

器彩畫（圖1 참조）에서 보이고 있는 蓮瓣紋은 高 

麗時代에 와서 多樣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때 

이미 三國時代에는 蓮花紋이 完成된 단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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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佛像이라든가 梵鐘 둥의 佛具工藝에는 

寳相花紋式 蓮瓣紋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寳相花紋은 그 형태가 사산 • 페 르샤에 서 성 립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唐에서 完成되 中國化 

의 寳相花紋으로서 佛敎建築의 裝飾要素인 瓦當 

둥에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 寳相花紋式 蓮瓣紋이 高麗陶磁에서는 많이 

使用되지 못한 것은 佛像이나 佛具類의 金屬品 

과는 달리 細密한 彫刻으로 表現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陶磁器의 단순한 線과 紋樣, 그리고 空 

르間의 調和를 이룰 수 있는 간결하고 象徵的인 

무늬 가 쓰이 게 되 었을 것이므로, 蓮瓣紋도 事實 

的인 표현에서 圖案化된 樣式으로 점차 發展하 

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蓮瓣紋은 대략 여섯 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첫째, 葉脈이 事實的으로 표현된 形式

둘째, 葉脈이 事實的으로 表現되고 間葉이 표 

현된 形式

세째, 葉脈이 圖案化하여 寳珠의 모양을 한 

子房을 표현한 形式

네째, 葉脈이 한 줄부터 다섯 줄까지의 線으 

로 표현된 것

다섯째, 寳相花紋 形式

여섯째, 蓮瓣 內에 草葉（唐草）이 표현된 形式 

등의 여러 形式이 보이고 있는데, 蓮葉을 蓮瓣 

으로 표현된 것은 이미 三國時代의 古墳出土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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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게 되는데 古新羅時代 金冠塚에서 出 

土된 漆器片에 보이고 있는 蓮瓣紋은 高麗時代 

陶磁器에서 같은 모양으로 表現되고 있다. （圖1）
特히 高麓磁器 중에서도 象嵌靑磁에서 多樣하 

게 나타나는 蓮瓣 內에 한 줕의 葉脈과 空間에 

寳珠紋을 넣어 子房을 표현한 것은 13世紀 경에 

나타나는 특이한 紋樣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 

한 무늬는 象嵌技法이 陶磁器에 쓰여지면서 얻 

은 재미있는 착상이라 하겠다. （圖 24〜35）
이러한 技法은 李朝時代 初期의 粉靑沙器에서 

印花紋（도장을 찍는 수법）의 시초가 되는데, 여 

기에서는 聯珠紋, 菊花紋 形式으로 변형되어 가 

고 있다.

이러한 聯珠紋은 많은 것은 9개, 10개까지 나 

열되는데 이러한 모양은 靑華白磁의 등장과 함 

께 점차 사라지고 있다.

靑華白磁는 中國元代에 완성을 보고 明의 宣 

德代가 그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 하겠는데 우리 

나라에 청화백자가 들어온 것은 中國明代（世宗 

10年 1428） 로 回靑, 回回靑이라 불렀다.

世祖朝의 靑華白磁는 대체로 明靑華와 같이 

工藝意匠化된 도식적 문양이 기면 전체를 덮어서 

蓮花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靑華의 特性대로 繪 

畫的인 것이 많고 다만 부수적인 무늬로서 나타 

나는 蓮瓣紋이 있다. （圖 46〜48）
이러한 蓮瓣紋은 둥근 尖形의 花瓣에서 점차 

圖案化되어 尖角形의 花瓣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聯珠紋 形式이 간혹 보이는 것도



㉙

있다.
餐 蓮花紋이 宗敎的인 裝飾무늬로서 시작되었다

. 는 것은 高句麗 壁畫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특

히 眞坡里 第4號墳壁畫, 內里 第1號墳壁畫에서 

볼 수 있는 蓮花圖는 高麗陶磁에서 보이는 蓮 

瓣紋과 연관해 볼 수 있는데 瓣內에 珠紋이 있 

* 어 蓮脈을 대신 하고 있고 間葉이 점차 날카로 

움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新羅 皇龍寺九層塔內出土 銀製盒蓋의 蓮 

花에는 二重瓣葉과 花心 그리 고 葉脈의 표현으로 

서 靑磁에서 사용된 蓮瓣과 같은 形式인 것으로 

보아 三國時代에서 내 려오는 傳統的인 技法은 

高麗時代, 李朝時代의 工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文化는 佛敎文化라 한다.

韓國의 佛敎文化는 印度, 中國, 日本의 불교 

와 또 다른 文化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혹 陶磁器 繪畫 木工藝에 中 

國的인 요소가 잠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 

월을 다듬어 오는 동안 生活化 되므로서 우리의 

傳統的인 裝飾紋樣으로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蓮花紋 蓮瓣紋의 特性과 陶磁器에 

보이는 몇 가지의 形式을 찾아 보았으나 어떠한 

규정된 법칙이나 형식적인 변화과정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三國時代 遺物에 보이 

는 蓮花紋과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의 展開形式 

을 더듬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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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說明

① 金冠塚（古新羅時代）漆器蓮花 

②靑磁（高麗時代12世紀初）

③靑磁（高麗時代12世紀）

④靑磁（高麗時代12世紀）

⑤粉靑沙器（李王朝時代16世紀）

⑥靑磁（高麗時代12世紀前半）

⑦靑磁（高麗時代12世紀前半）

⑧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卷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⑩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⑪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⑫粉靑沙器（李王朝時代16世紀）

⑬靑磁高麗時代12世紀）

⑭靑磁（（高麗時代12世紀初）

⑮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⑯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⑰粉靑沙器（李王朝時代15世紀）

⑱靑磁（高麗時代12世紀）

⑲靑華白磁（李王朝時代15世紀）

⑳粉靑沙器（李王朝時代16世紀）

㉑粉靑沙器（李王朝時代16世紀末葉）

㉒靑磁（高麗時代12世紀）

㉓白磁（李王朝時代15世紀末）

㉔靑磁（高麗時代12世紀前半）

㉕靑磁（高麗時代13世紀中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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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血

㉖靑磁（高麗時代13世紀）

㉗靑磁（高麗時代13世紀）

㉘靑磁（高麗時代13世紀）

㉙靑磁（高麗時代13世紀）

㉚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㉛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㉒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靑磁（高麗時代15世紀初） 

㉖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靑磁（高麗時代13世紀中葉） 

®靑磁（高麗時代13世紀末葉） 

㉚靑磁（高麗時代13世紀末葉） 

⑩粉靑沙器（李朝時代16世紀） 

©粉靑沙器（李朝時代16世紀） 

⑫粉靑沙器（李朝時代16世紀） 

⑬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⑭粉靑沙器（李朝時代16世紀） 

©靑磁（高麗時代13世紀後半） 

⑯靑華白磁（李朝時代18世紀） 

©靑華白磁（李王朝時代18世紀） 

⑱靑磁（高麗時代12世紀中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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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金 屬

* 序 論

工藝材料로서 木材에 다음가는 것 이 金屬이 었

다. 이것은 現代工藝와 앞으로의 귀추로 보아 

압도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다 
•

 

鐵 金, 銀, 銅, 眞鐘 알루미늄, 鉛, 안티 

몬, 錫, 亞鉛, 白金 둥이 주요한 工藝材이 며 그

源泉온 鑛産物이다. 

鑛石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추출하고 이것을 

정련하여 얻는 것이다.® 

공예작품에 금속을 사용할 때 그 금속이 지니 

고 있는 득성을 알 팔요가 있다. 

필요한 것은 色, 光澤, 融點, 那點, 比重, 展

性, 延性, 傳導度, 强度, 硬度, 磁性, 嗣久力,

酸化의 强弱 둥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예전에는 

純金屬만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合金

이 많이 쓰인다.

그것은 合金이 순금속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목

별한 좋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合金온 

硬度를 높이 고 融點이 낮아지 며 열전도도는 감 

소하고 酸化가 어 렵 고 광택 이 오래 보촌된다는 

둥의 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參考로 몇 가지 金屬 및 合金의 성질을 圖表

로 알아본다. 

•

 

` 

名稱(金屬) 記 號 比 重 1 融 點

金 Au 19.3 1063° 

白 金 Pt 21. 4 1774° 

銀 Ag 10.5 960° 

銅 Cu 8.93 1083° 

鉛 Pb 11. 34 327° 

錫 Sn 7.28 232
° 

鐵 Fe 7.86 1530° 

닉 첼 Ni 8.80 1452
° 

크 몸 Cr 6.92 1615° 

亞 鉛 Zn 7.10 419° 

알루미늄 Al 2.70 659° 

마그네슘 Mg 1. 74 650° 

나 트 뮴 Na 0.97 97. 8° 

칼 숨 Ca 1. 55 800° 

名稱(合金) | 組 織 | 特 性 用 途

알 루 미 銅 I Cu Al |黃있
고
色, 腐展館延難性이 裝링 身 ,具창,칼 스프 .. － 

듀탈루미iJ..1 ! A
Si
lC

M
unMg1 硬가度법고

가
,큼 强朝 1 

기
自動

의
車 부,분 항들공

엘 렉 트로드 |M 
Cu

g 
Mznn

A
Sli1 수

驛월, 鑄造 가 차 항공의
기 부 ,분 자품동 

Y 合 金 1 심 
Cu M멸갈장 强한 輕合 機造關部의 鑄

땜 납 | Pb Sn I融度解가 가 
크 쉽다 고 硬'1金屬의 接合

퓨 우 즈 | Pb Sn Sb해
f
22

됨
0

°
~320로 용 1電氣用

活 字 납 | Pb Sb Sn 融度解가 가 
크 쉽다

고 硬1活字

배비트메랄 | Sn Sb Cul磨託 가 어 렵 다 !機關部의軸受

콘스탄단 |NiCu 1電다
氣저 항이 크 區高溫計, 저 한

니 크 롬 1 Ni Cr Fe1酸전
化
기처

가
항 어이

렵
크

고
다熱電線 

分 類

크계 鐵材와 非鐵材의 2가지 로 나눈다. ® 

1) 鐵材®

® 銃鐵(pig iron)

다른 元素롤 다량 함유하며 炭素함유량은 2. 6

% 이 상이 다. 단련되 지 않으면 1100~1250°C에

서 용해되어 유동성이 커진다. （그림 1-1) 

® 可銀鐵(ma1leable case iron) 

탄소함유량 2.6% 이하이며 가단성이 좋고 13 

00°
c 이상에서 용해되지만 유동성이 매우 작다.

연철은 반용융상태에저 만든 것으로 찬류물질 

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금질을 할 수 없다. 

강철은 銃鐵을 용융상태 에 서 精練한 것으로느 

製法엔 ® 平遺法 @ Bessemer法 ® 電遺法

@ 도가니法 등이 있다. 鋼材의 加工에는 ® 熱

間加工 (hot working) 과 ® 冷間加工 (cold wor 

証 ® 金屬에 대한 限 고차원저인 지식이 팔요한 것이고 諸
性質온 究極으로 原子 또는 電子의 성 질에 歸着될 것 
이므로 자료시험에 종사할 경우 그 原子論的 지식이 
팔요하나 匠히 合金, 加工된 材料률 사용하는 것 이 
우리 공예계의 현황이므로 이는 省略하겠다. 

® 一鐵 材 銃 鐵―一白 鐵
(탄소함유량 
2.6%이상) 1一鑄 鐵

一可
、

嚴 鐵�鐵
(탄소함유량 
2.6%이하) 1一鋼 鐵

―非鐵材-銅 鉛 Aluminum. 錫 등 
(種類;} 대 단히 많다) 

® 鐵類의 사용은 有史 以前부터 이 나 이 것 을 實生活的 建
築, 土木, 工業 동에 사용한 것 은 18世紀 末부터 무 
쇠가 쓰였고 19세기 初에 鋼鐵이 사용되면서부터 本
格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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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이 있으며 炭素鋼（2次 製品으로 강판, 아연 

철판, 주석도금판, 보강, 평 강, 형 강, 경 량형 강） 과 

霜殊鋼닉켈강, 크롬강, 닉켈 크롬강, 텅스텐강, 

고속도강, 규소강, 망간강）이 있다. （그림 1—2）
2）非鐵材

①銅

銅은 銀 다음으로 전기전도도 열전도율이 높 

고 展性, 延性이 좋으므로 板, Pipe 線材 둥으로 

가공되어 工藝品 전기기 가열용장치, 化學공업 

둥의 部品으로 많이 사용된다. 赤色을 띠우고 

質이 연하고 腐蝕에도 강하여 옛부터 裝飾用 或 

은 武具에 사용되어온 工藝遺物의 逸品으로 많 

이 남아 傳한다.

加工정 도가 심 하면 가공 硬化하여 延伸率은 감 

소되 나 중간에 서 200℃ 이 상의 온도로 풀림 을 하 

면 다시 연신율은 회복된다. 또한 着色 渡金과 

各種 表面處理가 용이하기에 옛부터 花瓶, 什器, 

佛像 및 鍛造 彫金用에 많이 사용되었고 現在 공 

업용으로나 인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금속과의 合金도 아름다워 금속공예용으 

로는 적격이다.

i）銅。亞鉛合金

⑧ 單銅——아연을 0.5〜20% 함유하며 冷間 

가공성으로 복잡한 가공을 하는데 편리하다. 또 

아연 10〜20% 정도는 아름다운 黃金色을 나타 

내 기 에 장식 품, 건축재 로 적 당하다.

® 黃銅아연 23〜42%로 眞鑰（놋）라고도 하고 

栢，管, 線 및 鑄造材로 많이 사용된다. 대체로 

대기 중에 耐蝕性이 있고 海水中에는 아연이 용 

해하여 표면에 銅만 남는다. （脫亞鉛現象）

黃銅은 展伸材 및 鑄物用으로 널리 쓰이는 바 

引張强度가 커 서 기 계 부품 장식 재 로도 이 용된다.

납, 주석, 알루미늄, 닉켈, 철, 망간 둥 여러 

가지 용도에 적 합하게 가공하여 특수 황동을 만 

들기도 한다.

ii）銅•朱錫合金

朱錫이 약 16% 이하도 일반적으로 靑銅이라 

하여 역시 옛부터 주요한 鑄物 공예재로 사용되 

어 왔다. 주석의 양이 증가하면 용융점이 낮아 

지고, 아연에 비해 동의 색을 퇴색시키는 효과 

가 크며 赤黃色이나 灰白色으로 된다.

工藝, 美術, 건축 장식품처 럼 强度가 그리 필 

요하지 않은 것은 주석이 2〜6%. 亞鉛이 3〜9% 
의 것이 사용된다.

iii） 그 외 銅合金

銅은 黄銅 靑銅 둥의 合金과 銅 • 알루미 늄系 

銅 • 베 릴륨系, 銅 - 鉛系 둥이 있으며 다른 元素 

를 첨가하여 성능을 개선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 

다.

②金

色이 아름답고 쉽 게 변하지 않으며 比重이 커 

다른 금속과 쉽게 구별된다.

鑄造하기 쉽고 보통의 化學藥品으로는 용해되 

지 않고 展延性이 크다. 또한 다른 금속과의 合 

壬'
浮
鉱
一
阴까H

• 
•
어
느
-
도

。

冷 
風

〈그림 1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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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도 쉽고 전기 渡金도 가능한 둥 많은 工藝的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高價이고 산출량이 희소 

하여 貴金屬으로 옛부터 고급재로서만 사용되어 

왔다

공예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純金은 경제상 기 

교적 가공상 合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銀, 銅, 닉켈 둥을 加해 硬度를 더 높이 

고 光澤의 변화를 준다. 합금의 예를 본다.

22金——-金22 銀 1.75 銅 0. 25
18金一-金18 銀 4. 00 銅 2.00
14金----金14 銀 6.00 銅 4. 00
白色金(22金)一-金22 닉켈 2.0
20金——-金20 닉 켈 3. 25 亞鉛 0. 75
18金---•金18 닉 켈 3. 25 銅 2. 75
팔라듐金•---金 20 팔라듐 4

歷史的으로 볼 때 騎馬民族의 스키다이 안 美 

術品이나 三國時代 新羅의 貴金屬工藝, 그리고 

百濟 武寧王陵에서 年前 발굴된 王, 王妃의 金 

冠飾 같은 것이 그 정교한 技法이나 數千年을 

변형없이 보존되어 올 수 있다는 逸品性, 회소 

가치를 再三 吟味 할 수 있겠다. (그림 1—3)
③銀

金 다음으로 貴히 여기는 재료이다.

아름다운 光澤과 쉬운 細工性 뿐 아니라 산출 

량이 金보다 많아 옛부터 食器, 菜器, 燭臺, 花 

器, 貨弊, 賞牌, 裝身具, 담배함 등에 널리 사 

용되어 왔다.

녹이 슬거 나 變色이 적 고 金 다음으로 展延性 

이 좋으며 우리 나라 傳來의 七寳 (Enameling) 공 

예에 다양하게 쓰이는 등 愛玩을 받는 工藝材料 

이다.

④ 닉켈

銀白色의 미려한 色相으로 값이 비싼 材料의 

하나이다. 耐蝕, 耐熱性과 展性, 延性 둥이 있 

으며 用途로는 化學工業, 식품공업용 및 전기도 

금 用, 眞空管用으로부터 貨弊 工藝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닉켈을 合金성분으로서 닉 켈 •크롬鋼, 스테인 

레 스鋼, 耐熱 전 열전 둥에 사용되 며 전기저 항선 

및 닉켈 • 銅 合金에도 널리 쓰인다.

i) 닉 켈。銅合金

닉켈과 銅은 常温에서 고용체로 되는 합금의 

대표적인 것이다. 耐蝕性, 耐高温性이 있어 이 

를 필요로 하는 部品과 화폐 , 자동차의 라디 에 터 

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계통의 合金의 色 

은 닉켈이 20% 이상 함유되면 엷은 黃色이 없 

어지고 닉켈이 40〜50%로 되면 白色으로 된다.

ii) 銅 • 닉켈 • 亞鉛系 合金

洋銀은 닉켈 5〜35%, 銅 45〜63%, 亞鉛 15 
〜35%의 광범위한 合金 組成의 총칭이다. 닉켈 

이 10% 이상되면 銀色을 나타내어 食器, 裝飾 

品 둥에 사용된다. 닉켈 이 특히 많이 포함되 면 

전기통신기 計測器 둥의 板材에 많이 쓰인다.

iii) 닉 켈 • 鐵系 合金

닉켈 鐵合金은 열 팽 창계 수와 彈性계 수의 온도 

에 대한 변화가 현저히 적으므로 標準時計 部品 

둥 특수용도에 사용될 때가 많다.

⑤ 알루미늄

比重이 작으며 電氣 熱의 良導體로 대 기중에 

서 耐蝕性이 있어 器物 등 여 러 용도에 쓰인다.

알루미 늄은 연마하면 반사율이 높아 조명 기구 

둥 반사거울에 쓰이기도 한다.

銅, 珪素, 망간, 鐵, 등의 적 당한 量의 元素와 

합금하면 기계적 성질과 鑄造性을 더 개선할 수 

있다.

i) 알루미늄 合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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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金은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耐蝕性을 좋게 

하고 鍛練用과 鑄造用으로 나뉜다. 알루미늄 合 

金 중에는 열처리로서 경화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다.

⑧ 알루미 늄• 銅•마그네 슘系 合金

® 알루미늄•마그네슘系 合金

© 알루미 늄 ・ 망간系 合金

@ 알루미늄•珪素系 合金

© 알루미늄 ・ 銅 ・ 닉켈系 合金

® 알루미늄•銅• 닉켈系 合金

ii） 마그네슘 合金

마그네슘은 金屬 중 가장 가벼움다. （比重 1.7 
정도） 個體로는 延伸性이 작아 알루미늄과의 合 

金으로 引張强度를 높이고 용도로는 특히 가벼 

운 量을 필요로 하는 기 게 의 frame 및 커 버 등 

에 사용된다.

鑄造로 정 밀도가 높은 部品을 제조하며 외에 

도 鍛造品 壓延제품 둥을 만든다.

알루미늄 3〜8. 5%, 압연 0.5〜1.5%를 마그 

네슘과 합금하여 단련제로 사용한다.

대체로 마그네슘 合金은 300〜400℃에서 열간 

가공을 하며 輕量으로서 그 强度가 커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⑥朱錫

溶融點은 약 2320c로 비교적 낮다.

延性, 展性, 鑄造性이 있고 銀白色의 광택이 

있다. 공기 중에서는 耐蝕性이 크고 人體에 해 

롭지 않으므로 鋼板에 渡金하여 食品공업용 캔, 

玩具 둥으로 사용한다. 鉛과 合金하여 活字合金 

用에 利用하기도 한다.

⑦鉛

比重이 1L34로서 다른 금속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 나 용융점은 327.4℃로서 다른 귿속보다

낮다.

常温에서 壓延 加工이 쉬우며 引張强度는 작 

다. 鉛의 耐飾性은 황산, 인산, 염소, 암모니 아,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등에 는 强하나 염 산에 

대해서는 다소 弱하다. 水道管, 전선의 被覆材 

로 사용된다.

⑧亞鉛

溶融點 419°C로 鑄造에 사용되며 인장강도는 

2〜3kg/mm? 정 도이 다. 水中이 나 습기 및 이 산화 

탄소를 함유한 大氣 중에서는 표면에 염기성 탄 

산성의 안정된 스케일이 형성된다.

板材로서 乾電池, 印刷板, 防蝕材로 사용하며 

鋼板을 도금하여 아연철판으로 많이 쓰인다.

亞鉛다이 캐 스트는 높은 純度 （99. 99 % 이 상） 의 

아연에 앝루미 늄 4%, 銅 1%가 함유된 合金으 

로 자동차용 기 화기 , 소형 기 기 의 프레 임, 도어 

핸들, 마이크 등에 많이 사용된다.

性 質

금속의 일반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長蒞

① 一般的으로 熱 전도도가 좋다.

② 一般的으로 電氣 전도도가 좋다.

③ 熱이나 빛의 反射가 좋다.

④ 一般的으로 耐火性이 크다.

⑤ 硬度가 크며 耐磨滅性이 풍부한 것이 많다.

⑥ 一般的으로 展性 및 延性이 크다

⑦ 鑄造가 가능한 것이 많다.

⑧ 外力에 대한 抵抗力이 크고 얇은 살로서의 

（薄板）구조가 가능하다.

⑨ 때가 타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

⑩ 他材料와 잘 조화되고 裝飾的 효과를 올릴 

수 있다

②缺蒸

① 一般的으로 比重이 크다.

② 熱, 電氣의 絶緣性이 없다.

③ 녹이 생기기 쉽다.

④ 加工에 必要한 설비나 비용이 많이 든다.

⑤ 色彩가 美麗하지 못하다.

이 상의 것을 보아 공예재 료로서의 금속을 선택 

할 때에는 그 재료의 장점 결점을 파악하여 적 

격의 용도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금속재료는 다 

른 재료에 비해 여러 가지 특유의 성 질이 더 많 

은 것이니 이 성질과 가격 등을 잘 이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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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재료를 구사한 기능적인 製品이 가능한 

것 이 다. ④

12.接着劑

序 論

접착제의 발전은 현대 工藝, 建築, 土木, 工 

業 등 諸分野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접착제는 동물의 血液과 알브민, 뼈와 가죽에 

서 얻어지는 아교, 젤라틴, 우유중의 카세 인 둥 

의 동물성 蛋白質과 콩의 글루신, 밀의 글루텐 

둥의 식물성 단백질, 녹말의 텍스트린, 녹말 등 

의 식물성 탄수화물과 석회석, 粘土, 규산나트륨 

Cement 등의 광물질 및 피치 아스팔트, 石油제 

품 둥의 天然高分子物質을 주체로 한 접 착제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고성능 접착제를 개발하여 위의 분 

야는 물론 農業, 漁業 분야에 까지 광범위 하게 사 

용되고 있다. 접착력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두 

材料에 압력을 가하면 증대한다. 접착력은 이 

加壓時間이 길수록 크고 實驗에 따르면 70時間 

에서 最大가 되고 그 후는 거의 늘지 않는다. 

접착제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르는 팽창 수 

축에 수반하는 내부 應力이 작고 진동 충격 에 대 

해 安定해야 하며 耐水, 耐熱, 耐藥品性, 電氣 

絶緣性, 透明性, 速乾性 둥의 性能이 좋아야 한 

다. 木材의 경우, 접착력은 加壓方向이 섬유에 

팽팽할 때 제일 크고 實際에 따른 접착력의 %는 

다음과 같다.

X 加壓방향이 섬유에 平行할 때

곧은 결（怔目面）과 곧은 결의 접착 100%

곧은 결과 무늬 결의 접착 I 
무늬 결（板目面）과 무늬 결의 접착 i

派 加壓방향이 섬유에 직각일 때 35%
種 類

1） 단백질계 접착제

①獸膠

獸皮 獸骨 둥을 원료로 한 것이며 아교라 하 

여 다음 순서로 제조한다.

원료씻 기 一*石灰처 리 一水洗하여 石灰제 거 T 酸 

처 리 一加熱一液體뽑기 -되 게 졸인 뒤 一식혀 서 말 

려 完成. 품질은 원료와 제법에 따라 다르다. 

아교는 水溶性이 므로 水分이 있 으면 접 착력 이 

저 하된다. 軟化가 빠르고 조작이 간편하므로 木 

工藝에 널리 사용된다. 아교를 사용할 때는 물 

에 담구어 충분히 팽 창습윤케 한 뒤 60℃前後 

의 비교적 底温에서 加熱中湯시킨다. 온도가 높 

거나 加熱시간이 오래 되면 접착력이 저하된다. 

접착면을 따뜻하게 하고 20%의 포르말린 水溶 

液을 칠하여 반건조시켜 兩面을 합하여 접착시 

킨다. （그림 2—1）
② 카세 인 （Casein glue）
우유 중에 함유된 단백질이 石灰와 결합된 상 

태 로 存在한다. 우유를 脫脂하고 그 후 자연酸化 

로 乳酸이 발생 하게 하거 나 硫酸이 나 鹽酸을 가 

하여 카세인을 분리시켜 이 것을 水洗하여 55℃ 
정 도로 건조시 킨다. 사용법 은 카세인에 消石灰 

나소다鹽 둥을 가하여서 이겨서 쓴다. 카세인 

100g, 消石灰 30g （0. 81g 當量） , 소다鹽 （0.27g 
當量）, 물 300g으로 만든 것은 강한 접착력 과 

耐水性이 있고 可使시간은 6〜7시간이다.

③ 알브민 （Albumin glue）
소, 말, 돼지 둥의 혈액 중 알브인의 접착성 

을 이용한다. 혈액의 血裝을 70℃ 이 하에서 건 

조하여 만든다. 사용시에는 알브민을 물에 녹여 

암모니 아水나 石灰水를 小量 혼합하여 저으면 된 

다. 접 착후는 70℃ 이 상으로 加熱하여 야 하며 

접착력은 크고 耐水性도 양호하다. 고래, 어류 

둥 水產動物 혈액도 이용된다.

2） 합성수지계 접착제

천연물보다 접착력 이 크고 耐水性도 좋고 老

註 ④ 木材의 長 • 短點과 비 교, 오늘의 工藝의 새 로운 方 
向이 用을 전혀 도외시 하고 오직 材料의 驅使만의 實 

験, 試圖임올 감안할 때 兩材料의 結合, 調和로서의 
새로운 造形的 美를.探索하는 과제를 硏究해 보자.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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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도 적은 長點이 있으나 高價접착시의 가열작 

업, 특수한 경화제를 필요로 하는 불편이 있고 

사용범위가 국한되어 어느 것은 木材에 어느 것 

은 金屬에만 사용되는 둥이 다르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① 페놀樹脂

페놀을，포름 알데히트와 縮合하여 만들며 初 

期 縮合物의 것을 사용한다.

i） 水溶性 페놀樹脂 接着制——대체로 경화제 

를 사용하여 加熱하여 硬化시킨다. 冷壓에는 부 

적 당하므로 熱壓이 가능한 合板 둥에 쓰인다.

單板의 含水率은 10%내로 건조하고 層積시간 

은 20〜40分, 冷壓시 간 30分〜5時間, 熱壓은 125 
〜135℃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1350c에서 合板 

두께 1mm에 대하여 1分間을 표준으로 한다.

ii） 알코올 溶融性 페 늘樹脂 接着劑一熱壓의 

경우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할 때 常温에서 접 

착이 가능한 접착력을 얻으며 加熱이 곤란한 집 

성재나 木工用에 널리 사용된다.

경화제로는 30〜50%의 알코올 溶液을 일반적 

으로 사용한다. 경화제를 배합할 경우 常温에서 

樹脂의 硬化反應이 진행되며 粘度가 커진다. 冷 

壓할 경우 압제시간은 20〜24시간으로 하고 겨 

울에도 室温을 20℃ 이상으로 保温해야 한다. 

경화되면 赤褐色을 나타낸다.

②尿素樹脂

요소와 포름알데히트의 縮合반응으로 얻어지 

는 熱硬化性 樹脂로, 木材접착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濃縮型의 요소수지 접착제는 일반 목 

공예용으로 사용되며 60〜70%의 樹脂分을 가지 

고 있다. 대체로 無色透明, 오죤 중에서 반응이 

진전되어 점도를 上昇시키지만 후에는 유동성을 

잃어 경화한다. 경 화제는 사용직 전에 사용하는데 

염화암모늄이 대체로 쓰인다. 작업시간은 온도 

와 경화제의 量에 따라 다르며 경화제의 酸性이 

강해 지뎐 사용시간은 짧아진다. 보통 木材에 는 

지나치게 큰 접착력이 필요치 않으므로 녹말이 

나 세루로신（木粉）등의 充塡劑를 가하여 사용한 

다., 이 접착제는 다른 합성수지 접착제에 비하면 

耐水性이 좀 부족하나 膠, 카세인 둥에 비 하면 

내구성이 대 단히 우수하므로 베 니아合板 기와 木 

材접착에 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레졸시놀 

樹脂를 배합하며 防水性（温水中）이 증가된다.

③ 멜라민 樹脂

멜라민과 포름알데히트의 縮合반응으로 얻으 

뎌 耐熱 耐水性 모두 우수하나 금속, 고무, 유 

리 등의 접착엔 부적당하다. 요소수지와 배합하 

면 내수성을 증가할 수 있다

④ 珪素樹脂（시리콘閩脂）

화학적 구조로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의 중간 

적 존재이다. 접착제로 사용할 때는 시라놀의 

초기 복합제를 고급 알코올, 폴올, 벤졸 둥의 

溶劑에 용해시켜 60%정도의 농도로 硝子, 섬 

유, 마이카 둥의 접착물체에 塗布하거 나 침윤시 

켜 가열하여 수지를 경화시킨다. 이 수지는 가 

죽外는전부접착시킬수있다. 耐水性이 대단히 

양호하고 200℃에서 연속 가열하여도 안정 하고 

전기적 성질이 우수하다.

以外에 에폭시수지 접착제, 초산 비닐수지 접 

착제, 불포화폴리에스텔 접착제 등이 있다.

3）其他

① 고무系 接着劑

i） 네오프렌 접착제——접착력이 강하며 특히 

금속 유리 둥 非多孔性 물질의 접착에 강력한 

접착력과 皮膜의 응집력을 증가시킨다. 溶劑는 

탄화수소, 사염화탄소 둥이며 粘度, 輝發속도 

溶液의 안정성 등의 성질을 지배한다. 사용할 

때는 표면처리를 하여 접착면에 붙은 불순물을 

없애고 샌드페이파로 갈아 개솔린 둥으로 脫脂 

시킨 후 접착시킨다.

ii） 니트릴고무 접착제——耐油性 耐藥品性 耐 

老化性이 있으며 금속 플라스틱, 섬유, 종이, 피 

혁, 목재 둥에 대하여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 

다. 특히 페놀수지 , 염화비 닐수지 등과혼합하여 

접착력을 더 높인다.

②纖維素系接着劑

i） 초산섬유소계 접착제- 접착제로 사용하는 

섬 유소 용액은 섬 유소 에스텔수지 , 용제, 희 석 제, 

可塑劑 둥이 있다. 종이, 페더, 헝겊, 유리 둥의 

접착에 쓰이나 可燃性이 커 취급이 용이치 않다.

ii） 녹말계 접착제——원료는 주로 밀이며 약 

20%의 아밀로오스와 80%의 아미노펙틴을 함유 

한다. 녹말의 粒子에 물을 가해 加熱하여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입자는 현저히 膨化하여 풀이 

된다. 耐水性이 없는 것이 흠이며 주로 섬유, 

종이 포장用 및 일반사무용 가정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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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意識
(An essay on designs) Subiect of consciousness
、디자인 隨想」

朴 喜 先

全國主婦教室中央會運營部長

고된 일 다음에 오는 조용한 휴 

식 은우리 에 게 야릇하리만큼 흐뭇 

한 즐거 움을 가져 다 준다.

그렇다. 한번 부여되었던 시간에 

대해서 일단 피리어드를 찍는다는 

일은——좀 서운한 느낌도 들겠지 

만,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닥 

치는 시간과의 새로운 결합을 약속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로서 그 

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어떨 

런지……?

혹, 이와 같은 생각을 가리켜서 

보다 값진 내일을 마련하는데 없지 

못할 모멘트를 이 룬다고 장담할 여 

유를 가진 아가 있다면, 어떤 의미 

에서는 퍽 현대적인 멋을 가진 생 

각이라고 할 것 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했다는 어 

느 곳에서는 부부교환이 떳떳히 행 

해지는가 하면, 남녀가 나체로 혼 

거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최고의 

쾌락을 섹스에서 같구하는 현대적 

심리를 갈파했던「프로이드」의 후 

예 답게 혼돈된 성질서를 우리는 이 

른바 「모더나이즈」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개념을 선뜻 수틱할 수 

있는 도량을 가져도 줗은가?

현대는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 

대라고들 곧잘 말한다.

인구의 폭발, 공해의 심각성, 그 

리고 지구상의 자원고갈......둥의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B. 럿셀경은 인간의 장래를 다음 

과 같이 예언했다.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이 지구 

상에서 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가 꼭 실현될 것이다. 그 어느것이 

더욱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 

에 한 가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즉, 

① 이 지구상에 종말이 도래할 것 

이다. ② 이 지구는 원시시대로 되 

돌아 갈 것 이 다. ③ 전 세 계 가 하 

나의 단일정부체제 밀에서 지배를 

받을 것 이 다.」라고.

그러나여기서 인간의 역심리를 

생각해 본다.

불안과 위기의 감정에 극한 사람 

은 그만큼 더 안전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는 행 복할 수도 있는 경 우는 

많은 것이다.

아주 멀리 있을 것이라고만 여겨 

지던 죽음의 신이 바로 목전에서 

오락가락하던 시간들의 틈바구니에 

얽힌채, 여러 갈래로 생명의 끄나 

풀들과 더불어 나타난다면, 그래서 

금후의 우리 네 마음속으로 욱박질 

러 옴을 의식할 수 있다면, 저 무 

서운 죽음의 종말을 감당할만한 마 

음가짐은 우리의 어느 마음 구석에 

깃들여 있다는 말인가?

현대의 테두리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올 위축시키는 갈둥, 불안, 그 

리고 위기에 대한 공포 등은 저 고 

대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원시 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움직 

이는 것이라면 모두 살아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한다.

나무잎이 바람에 혼들릴 때 그들 

은 생 각하기 를 그 나무에 는 나무잎 

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 각했고, 시내물이나 강물 

의 흐름소리 역시 신이 있어 소리 

가 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삼라만 

상을 우상화했다지만, 이러한 원시 

인들의 마음이나, 현대의 우리들 

생 각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는 말인가? 모를 일이 다.

그저 앙큼스러운 갈등과 불안, 

그리고 엉뚱한 문제와 문제에 붙들 

린채, 거기서 탈피하려고 애만 쓰 

다가 그만 지쳐버리든지, 집어 치 

우는 우리들이 아니라면 다행이 겠 

다.

정말이지, 무섭게도 일체의 철학 

을 표정 한 가지 만으로도 일소해 버 

릴 수 있는 아량을 가졌다면, 오히 

려 편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못 

한 위인이 고 보면 행 , 불행 을 따질 

수 밖에 없겠고, 슬픔과 기쁨, 삶 

과 죽음의 사이를 저울질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A 와 B 의 관계는 엉뚱하게도 C 
와 D의 관계로 전환되기 일수이고 

그러다 보면 혼란하다고 야단들이 

다.

혼란이 거듭되다 보니까 위기라 

는 단어 를 즐겨 쓰는 시 점 에 까지 왔 

다. 자원 위기, 식량 위기, 인구폭 

발 위기 등 우리를 협박하는 위기 

때문에 불안을 감출 수 없다.

그러 나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간에 

한 걸음씩 더 내디뎌 봐야할 것 같 

은 마음이디-. 물러서는 한이 있율 

지언정 용기를 내어서 말이다. 혹 

시나 포화되었던 현대의 불안, 위 

기가 종지부를 찍고 더할 수 없는 

안녕과 질서, 조용한 평화가 우리 

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아는가?

우주 로켓 발사로 천체를 탐색하 

는 고도의 과학문명올 자랑하는 자 

만 가득한 인류의 그 얼굴에 한가닥 

따뜻한 정서를, 그리고 두꺼운 대 

지 위에 우모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새로이 펼쳐서 내일의 과제 

와 오늘의 문제 를 더 듬어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시 

적인 방법을 넘어서지 뭇하고 있는 

현대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새로운 문제가 꼭 있을 것만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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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幽皤电復古趣味
(An essay on designs) Revival taste

李 姓 敎

誠信女師大副教授•詩人

살아갈 수록 옛 것이 좋아진 

다. 웬 일일까? 그것은 차츰 

나이가 든다는 징조일까? 사 

실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한사 

코 그것의 부정편에 설 것이 

다. 왜냐 하면 나는 아직까지 

도 젊기 때문이다. 솔직히 얘 

기지 나는 마흔을 넘 었지만 아 

직도 새신랑 기분에서 조금도 

떠나질 않았다.

내가 처음 신혼해서 고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 해줄 수 없었다. 그 중 

에도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여 보게, 부디 부디 

늙지를 말게〉했다. 나는 처음 

에는 그게 무슨 말이 냐고 아예 

귓전으로 홀려 보냈다.

이제오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할머니들이 당부한 얘기의 진 

의를 알 것만 같다.〈열홀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때는 잠깐인 것이다.

내가 옛 것을 좋아하는 데는 

한 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는 내 공부하는 분야가 국문학 

이 라는 것 과 또 다른 하나는 내 

가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국 

문학인지 라 자연 우리 옛 고전 

이 내 머리 속을 지배하게 되 

었다. 특히 우리 국문학사상에 

나타나 있는 이름있는 선비들 

의 지조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 

지 그 행실 모두가 우리들을 

그립게 해주었다.

사람은 심 리 적으로 흘러보낸 

옛날을 되돌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회고라 

할까? 그래서 나이든 사람은 

늘 추억에 산다고 한다. 이것 

은 알고 보면 현실이 고달프면 

고달풀 수록 그런 현상이 뚜렷 

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태 

어난 곳은 시골이다. 거기에서 

20여년 살다가 생활 근거지를 

도회지로 옮겼다. 도회생활은 

날이 갈 수록 각박해지기 마련 

이다. 인심이 매마를 수록 옛 

것이 그리워지는 모양이다.

나는 얼마 전에 고향에 가보 

고 깜짝 놀랐다. 참으르 많이 

변해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을 아주 실감했다. 

한 마디로 말해 모두다 잘살고 

있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 

암아 초가지붕은 모두 스레트 

로 개량되어 있었고 또 집집마 

다 전기가 들어와 있었고 들판 

엔 농르가 훤히 나 있었고 어 

지간한 집에는 모두 리어커와 

경운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잃은 것도 참 많았다. 

우선 인심이 그 전만 못했다. 

그 전엔 앞밭에 채소같은 것을 

가꾸면 파는 법은 없고 이웃끼 

리 서로 나누어 먹는가 하면 

또 집에서 기르는 캐가 새끼를 

낳더라도 그 강아지를 파는 법 

이 없이 서로 나누어가지는 것 

이 예사였다. 지금은 어지간히 

돈되는 물건이 면 죄다 팔았다. 

그것도 그럴것이 들판엔 다른 

농작물은 별로 구경 못하고 특 

용작물이 판을 쳤다. 그래서 

품만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 

다 팔고 있었다.

내 가 고향에 가서 제 일 먹 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그것은 

칼국수였다. 먹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얻어 먹을 길이 없었 

다. 왜냐 하면 국수하는 안반 

이 죄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수하면 무조건 기계국수를 

뜻했다. 그 옛날 잔치집 멍석 

자리에서 대젖깔로 캍국수를 

먹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 

뿐인가? 그 옛날에 애수를 자 

아내던 딛일방아는 하나도 볼 

수 없었다. 방아간 자리엔 양 

계장이 들어서 있었다. 방아간 

이 없어졌으니 모든 것은 기계 

에다 의존하는 모양이었다. 떡 

은 그만 두고라도 심지어 고추 

가루까지 기계방아에 의존한다 

니 말해 무엇하랴. 옛날 일제 

말기 무더운 여름밤에 광솔불 

을 켜놓고 보리방아를 찧어먹 

던 것이 엊그제 같다.

확실히 생활이 개선되는 것 

은 좋은 일이다. 그러 나 우리 

의 미각을 늘 새릅게 해주던 

음식 과 인심 과 풍경 이 그 속에 

서 희생되어야 하겠는가? 생 

활이 개선되는 것과 정신이 풍 

요해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대 인들은 생활은 풍 

요해졌어도 정신은 몹시 고갈 

돼 있는 것같다.

나는 근자에 와서 불현듯 옛 

날 음식이 먹 고 싶어 졌다. 그 

래서 감자를 가는 강판을 손수 

만들어 감자적 을 부쳐 먹 고, 겨 

울이면 직접 어시장에 가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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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사다가 식혜를 담아 먹기 

도 한다.

이것을 두고〈송충이는 솔잎 

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내게 아주 

적절한 말이다.

요 얼마 전에 고향에서 올라 

온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의 요지인즉 옛날 책을 몇 

권 가지 고 올라왔다는 것 이 다. 

그래서 날보고 좀 팔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사실 그 친구는 

알고 보면 내 국민학교 동창생 

이요 또 집안간으로는 나한테 

동생벌되 는 사람이 다. 나는 전 

화를 받자마자 무조건 만나자 

고 했다. 다방에서 만나 얘기 

를 들어보니 몇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 

보를 모두 정리했다고 한다. 

책도 네추럭이나 헐값에 팔았 

다고 한다. 거기에는 병풍을 

위시하여 족자, 옛날 그릇도 

많았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책은 자기가 볼려고 내놓은 것 

이라 하며 책목록을 보여주었 

다. 보니 시중에서 구할 수 있 

는 활자본 몇권과 한약에 관한 

책이었다.

참으로 분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달라 국문학도인 내가, 

또 같은 집 안 사람으로 보물의 

소재지를 지척에 놓아두고 놓 

쳤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뒤집힐 일이다. 사실 그 

전부터 이 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때 골동품 

붐이 워낙 크게 지 나갔기 때문 

에 다 없어졌거니 했다. 항상 

큰 일은 관심하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친구가 가 

지고온 책을 팔려고 사방에 수 

소문해 봤으나 작자가 없었다. 

그 친구 사정도 있고 해서 하 

는 수 없이 내가 얼마를 내놓 

고 우리 집에 두었다. 그 책을 

가지고 온 날부터 손때 묻은 선 

조들의 향훈을 맡기도 했다. 

그로부터 차츰 골동품에 관해 

관심이 컸다. 그래서 어느 지 

방을 가나 이에 관심을 갖고 

꼭 골동품상을 찾았다. 서울에 

서도 골동품이 많이 있는 인사 

동 거리를 자주 거닐게 되었 

다. 어느날 인사동 뒷골에 허수 

룸한 시골 노인들이 보따리를 

풀어놓고 무엇을 팔고 있었다 

거기에는 마패도 몇 개 있었 

다. 나는 그 전에 가짜가 많다 

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희들에 

게 가르칠 교재용으로 헐값에 

샀다. 집에 와서 은 식구들에게 

큰 보물을 구했다고 자랑했으 

나 큰놈이 어디서 들었는지〈마 

패는 가짜가 많다는 데요〉했 

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한번 

씩 만져보고 웃었다. 그 후 나 

는 마패가 가짜인줄 알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말 다섯필까지 

샀다. 그래서 모두 노끈으로 

한테 묶어 벽모서리에 매달아 

놓았다.

나는 요 얼마 전에 문득 잠 

에서 깨어나자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것은 고향에 두고온 어 

머 님의 장롱 생각이었다. 어머 

니 가 작고하신 후 그 장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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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잘 모르 

겠다. 아마 둘째 아우가 쓰고 

있는 것으로 생 각이 든다. 우리 

어 머 니 가 남기 신 그 장롱이 무 

슨 별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남기셨다는 유 

품이라는 점에서다. 그 장롱은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해 가 

지고 온 것으르서 거기 엔 우리 

식 구들의 따뜻한 체 온이 담겨 져 

있을 것이다. 어머 님의 장롱은 

문득 내 가 보관해 야 되 겠다는 

것을 마음먹고 시골 동생한테 

자세한 편지를 냈다. 부디 곱 

게 보관돼 있길 바라면서......

이러한 복고적 취미로 나는 

노래 가운데서도 요사히 신식 

노래보다 홀러간 노래를 더 좋 

아한다. 홀러간 노래 엔 옛 추 

억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요즈음 청년들은 꼭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의 것을 무조건 낡았다고 돌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 

식이다. 우리의 것을 알지 못 

하고 어찌 남의 것을 알겠는 

가 ? 괴 테도〈가장 민족적 인 것 

은 가장 세 게 적 이 다〉라고 했 다. 

우리는 먼저 삶의 지혜를 먼 

데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구하자.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 

놓은 유산에 삶의 지혜가 수두 

룩히 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 닫자. 우리 는 먼 

저 우리의 것을 알아야 되겠 

다.

이것이 우리를 빛내는 방법 

이다.



디자인 隨想 古典的 악세사리
(An essay on designs) Classical accessory

申 瓚 均

詩人-合同通信文化部長

新羅金冠

검은 흙더미 속에서 그 찬란 

한 빛을 천오백년만에 들어 낸 

金冠은 美의 극치였다. 행여 

유물이 다칠세라 붓으로 흙을 

긁어가던 발굴단은 말을 잃어 

버 렸다. 더 많은 유물들, 학술 

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유물들 

이 나온다 해도 고분발굴에서 

의 극치 는 역 시 금관이다. 수 

없이 메달린 영락이 움직일 때 

마다 신비한 빛을 발하고 어느 

제왕의 머리에 얹혀졌을지 모 

를 영화의 • 상징은 다시 그 모 

습을 들어낸 것이다. 은통 신 

문들이 대 서 특필하고 칼라사진 

으로 보도된 金冠의 모습은 貴 

族文化의 전형이다. 그러 나 金 

冠 이외의 유물들. 목걸이, 보 

석이 박힌 칼과 반지, 심지어 

귀걸이에 이르기까지 현대공예 

가 미칠 수 없는 細技는 어디 

서 가져다 준 것인가. 더구나 

사람의 머리만한 크기의 냇돌 

을 수만개 아니 수십만개를 차 

곡차곡 쌓아 올린 古墳의 의 미 

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가. 행여 집들이 연기 

에 그을릴가봐 숯으로만 밥을 

지었다는 저 신라인들의 사치 

스러움은 발굴된 금관 뿐만 아 

니라 현대인이 무색할 정도로 

치장에 관심을 둔 것 같다. 古 

墳이 발굴된 주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수한 냇돌을 실 

어나르던 신라인들은 그들의 

제왕이 묻힐 무덤을 만드는데 

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 

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거 의 1년 동안 현대 장비 까지 동 

원해서 古墳을 발굴할 만큼 견 

고한 古墳이었다면 이것을 만 

들던 신라인들의 노고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반지에 이 

르기까지 갖가지 문양올 넣어 

만들던 장인들의 정 성으로 천오 

백 년만에 다시 보여준 갖가지 

유물들. 그속에 는부역 에 나와 

일하던 남정 네들의 한숨과 그 

남정 네들을 위해 밥을 나르던 

신라 여인들의 뒷바라지를 아 

늑한 時空을 넘어 현재에도 보 

는 것만 같다. 신라인들의 사 

치는 대단했던 모양이다. 사치 

가 극에 달해 나라에서 옷을 입 

는 것까지 제한을 했고 멀리는 

아라비 아 상인들로부터 사들인 

이름모를 사치품까지 사용하여 

말썽을 빚었다는 기록은 古墳 

에서 출토된 金冠을 비롯한 유 

물들로 증거가 된다. 한동안 

보석 밀수사건이 문제화 되기 

도 했던 현대에서의 사치풍조 

가 무색 한 신라인의 사치풍조 

다.

手工藝가 사라지는 시대

어 렸을 때 웬만한 집 에 가면 

벽에 수가 걸려 있었다. 소나 

무에 학이 올라 있고 달이 떠 

있고 조금은 치 졸하기 도 했지 만 

정다운 풍경이 담겨진 수를 놓 

은 액자였다. 그때만 해도 논 

에는 황새가 우렁을 찾고 학은 

도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밀착된 수공예가 주제 

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예 

시간이 있었고 수본을 대고 밤 

새껏 갖가지 색깔로 된 실을 

이으면서 수를 놓던 누나들이 

있었다. 심지어 이，수는 벽에 

걸어놓는 수만이 있는 것이 아 

니 라 수저 를 넣 는 수저 집 , 주 

머 니, 아기 들의 조끼에까지 그 

용도가 다양했다. 내 가 어 렸을 

때 어머 니는 내 조끼 뒤 에 붉은 

모란 꽃이 피어 있고 가운데 

내 이름을 넣은 화려한 수를 

만들어 주었다. 이읏집의 아주 

머니는 이 수가 몹시 마음에 

들었든지 수 본을 빌려다가 수 

를 놓은 것 까지는 좋았으나 내 

이름도 무슨 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함께 넣었기 때문에 

동네에는 내가 둘이 되기도 했 

었단다. 어느틈엔가 우리 주위 

에는 손으로 놓는 수가 없어져 

가고 있다. 기계로 박은 수가 

상점을 채우고 시집을 가는 처 

녀들도 옛날처럼 밤을 새워 신 

랑과 시집을 위해 수를 놓을 

필요가 없이 시장에 나가 기계 

로 놓은 수를 사다가 벼개나 

이불에 씌우면 그 뿐이다. 세 

상이 바빠지고 옛날처럼 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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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隨想

< 을 부리 다가는 먹고 살기도 힘 

들게 되었으니 일일이 손으로 

수를 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지 모튼다. 그러나 書 

藝가 현대에 와서 꼭 書藝家를 

양성시키기 위해 이어지는 것 

만이 아니라면 수를 놓는다는 

것도 여인들에게 婦德을 기르 

고 날렵하게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수양 

의 길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어느 부호집을 방문했을 때 

의 얘기. 부호집이래야 갑자기 

돈을 모은 이를 테면 별로 보잘 

것 없는 집 안이었지만, 자랑할 

게 있노라면서 수병풍 여덟폭 

짜리를 보여줬다. 그 병풍은 

홍콩에서 ，들여온 외국제라는 

것이다. 한 눈으로 봐도 손으 

로 수를 놓은 것이 아니라 기 

계로 이어 박은 것이다. 이 부 

호의 자랑은 우선 외 제라는 것 

이고 이런 병풍은 국내에 몇개 

없다는 얘 기 다. 아마 이 부호는 

그 옛날 벽에 학이 나르고 소 

나무에 그려진 수도 보지 못했 

거나 아니면 그 방면의 심미안 

이 무딘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옛날, 옛날이래야 기껏 몇 

십년전 일이지만, 여인네들이 

정성껏 만들었던 수는 어느덧 

골동품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 

고 조상의 때가 묻은 것은 마 

치 지겨운 유물로 여겨 엿장수 

에게 넘겨 주던 그 후손들은 다 

시 골동품상을 찾아 구입하고 

있다.

모시와 삼베矣

풀을 잘 먹인 모시옷은 보기 

만 해도 시원하다. 그리고 정 

갈하다. 풀을 먹이고 손질을 

하고 다리미로 다려 입던 모시 

옷이 없어져 간다. 모시옷 뿐만 

아니라 여름철 농부들이 즐겨 

입던 삼베옷도 없어져 간다. 

모시옷은 화학제품이 대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풀을 먹이고 손 

질 할 필요가 없어 구태어 찾 

지 않는다. 삼베도 더 편리한 

옷들이 있으니 차츰 수고가 줄 

어 가고 있지만 대마초라는해 

괴한 마약이 삼나무가 원료라 

는 데도 더 타격이 있는 것 같 

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 

입던 모시와 삼베가 자취를 감 

추어 가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우리들이 지녔던 소중한 것들 

이 없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다. 마리화나라는 환각제가 삼 

나무잎으로 된 것이라는 것도 

근대문명이 가져다 준 부작용 

이라면 덮어놓고 외국 것만 받 

아들이던 우리들의 자세도 심 

각하다. 그 오랜동안 삼베옷을 

입어 오면서도 마리화나라는 

것을 전혀 모르던 우리들에게 

언제부터 환각제를 피우는 악 

습을 알게 된 것일까. 어떤 기 

록에도 삼나무 잎으로 된 환각 

제 를 피 우고 문제가 되 었 다는 

기록이 없는 우리들에게 외국 

인들의 악습으로 경작마저 금 

지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삼베옷이 서민들이 즐겨 입 

는 옷이 라면 모시 는 조금은 귀 

족적이다. 아직도 집에서 모시 

옷을 입는 분들도 있지만 활동 

하기에는 불편해서 그런지 대 

중적이지는 못하다. 지금처럼 

전기 다리 미 가 아니 고 숯을 담 

은 다리미로 정성 스럽 게 모시 

옷을 다리던 어머니들도 모시 

옷을 입지 않는다. 손이 가서 

망하단다. 거의 평생을모시 두 

루기만 입던 漢學者이신 P선생 

도 지난번 상경했을 때 예의 

풀을 잘 먹인 모시옷을 입은것 

이 아니라 화학제품인 모시 두 

루마기를 입고 왔다. 하루 한 

번씩 손을 봐야 하는 재래의 

모시옷에 비해 화학섬유는 구 

겨지지 않아 편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P선생은 이 옷 

을 입고 국제 한국학대 회 에 도 

나가서 토론도 하고 외국인과 

저녁도 같이 먹었단다. 여관에 

돌아와서 벽에 걸어 두면 그 

이튿날 마치 새 것처럼 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느냐는 지 

른이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뭔가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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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國의 POSTER

“우리는 부단한 輸出에 대 비 하여 유능하고 趣 

向이 확고한 大貿易舘을 설치하여야 하며 藝術 

家가 개개인의 경우에 應하여 디자인을 해 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라 

고 생 각한다." 1914年 H. Muthesius

“그러나 輸出을 고려한다는 것 만으로는 결코 

기발한 美가 창조되지는 않는다. 質이라는 것은 

輸出의 정신만으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質이 

라는 것은 Bayer와 產業界의 대단히 좁은 범위 

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지지만 온 세계는 이 質 

을 주목하게 된다. ” 1914年 Henry Van de Velde

18世紀 後半부터 시작된 英國에서의 產業革命 

은 19世紀의 文明과 社會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 

왔고 이러한 產業革命은 歐洲 전체에 복잡 다양 

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석탄의 개발과 鐵의 제조기술은 陸上과 海上 

의 교통에 커다란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건축의 

새로운 재료로 인하여 형태 표현 사이에는 石造 

建物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을 희 

망하는 정신이 英國을 위시하여 歐洲 각국으로 

번저 나가게 되었다.

이 러한 새로운 樣式의 출발은 1851년의 London 
萬國博覧會에서의 水晶宮(Crystale palace)에 나 

타난 유리와 철로 제작된 새로운 樣式이 상징적 

으로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產業革命의 절대적인 발전은 자연환경 

의 파괴와 人間性의 상실이라는 反機械主義者인 

John Ruskin이 나 William Morris 등에 의 해 서 

否定되어 왔으나 產業革命은 묵묵히 성공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英國황실의 전통을 존중하는 保守的인 

이 나라 국민들은 產業革命의 급속한 발전에 쉽 

게 同化되 어 버 렸으며 도시 나 공장지대 , 그리 고 

항구 등지에서의 건축공사와 교통 등은 혼잡의 

극에 달하게 되었고, 점차 눈 앞에 전개되어 가 

는 주위 환경에서 새로운 樣式과 디자인 영역을 

확대시켜 생활환경의 美化를 위한 보다 적극적 

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London의 혼잡한 건축공사장의 담벼락에 지저 

분하게 나붙은 Poster의 중심가를 말끔히 교통 

수단의 內部로 끌고 들어가 그 속에서 대중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Poster 본래의 목적과 교 

통수단환경의 美化라는 Poster史의 획기 적인 정 

책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註①：小池新二，商業Design全書• PR編，力九仆7卜'社， 

1954, p. 181)

이러한 교통수단의 內部에 들어간 Poster의 

樣式은 工藝와 室內裝飾, 그리고 建築에까지 확 

대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로서의 樣 

式이 產業革命의 선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것이 바로 世紀 末의 “Art Nouveau” 樣式의 탄 

생이며 이후 英國 뿐만 아니라 歐洲와 美國의 

Poster 樣式의 커다란 유행을 가져오게 된다. 

(註 ② : 大澤寬三, 現代〒刃盯^理論의 工入, 7丫)力儿 

社, 1972, p. 246 • 1890〜1905年 사이 에 展開된 Art Nouveau 
Styll은 Bing이라는 美術商이 Van de Velde의 작품에 감명을 

받고 巴里에 L'Art Nouveau라는 家具店을 차렸는데 그 인 

기가 상승하여 불란서 新興工藝의 출발을 가져오게 되었던 점 

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英國에서의 Art Nouveau 樣式은 Pre- 
Raphaelite Brotherhood로 불리우는 英國近代美 

術의 무거운 비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Con
stable, Turner, Rousseau 둥의 풍경화, 초상화 

의 깊은 전통을 받게 되는데 이는 自然主義 詩 

人 Wordsworth의 理想主義的 觀念인 英國的인 

Romanticism이 土着的인 經驗主義 (native empi
ricism) 와 調和를 이루었던 깊은 傳統을 의미한 

다. (註 ③ : H • Read, The Meaning of Art, Rich ard clay 
Co, Ltd, 1956, p. 128)

(1) 최초의 英國 Poster

世界 최초의 Poster에 대한 역사를 다룬 책은 

1874년 英國에서 出版된 Henry Sampson의 "廣 

告의 歷史''로서 그 내용은 序論에서부터 포스터 

의 實例와 人名記錄, 그리고 일화로서 가득찬 

매력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첫장은 著者 자신이 디자인한 “1874 
년의 한 철도 정거장”이라는 石版書로서 정거장 

건물에는 온통 Poster들로서 장식되어 있는 장 

면을 소개하고 있다.

(註④：Harold. F. Hutchison, The Poster an illustrated 
history from 1860, Viking Press, Inc. New York, 196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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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英國은 資本主義의 급속한 진보와 產 

業革命에 따른 機械主義는 活版術, 石版術을 재 

빠르게 歐洲大陸으로부터 도입하여 실제로는 歐 

쩨보다 기 술이 능가하게 되 었고 chSret가 英國에 

건너 와서 石版術을 배워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英國에서의 최초의 Poster는 이상하게 

도 石版書가 아닌 W ・ H ・ Hooper•가 그린 黑白

• 의 木版畫로서 Wilkie Collins의 人氣小說이 原 

作인 “白衣의 婦人” (The Woman in White) 이 

라는 연극 Poster로서 1871년 London Olympic 
座에 서 공연되었 다.

(注 ⑤ : 당시 20년간 石版會社들이 Poster 업계를 석권하였 

지만 木版 Poster는 188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Victor 
Margolin. American Poster Renaissance, Watson-Guptill 
Pub. New York, 1975, p. 17)

이 Poster•의 디 자인은 Frederick Walker (1840 
〜1875)가 담당하였는데 그는 記述하기를 “藝術 

의 가장 중요한 교량적 역할로 발전하게된 첫번 

째 의 試圖는 바로 Poster이 며 여 기 에 내 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 하였 

다.

그가 記述한 이 말은 순수한 (Academic) 藝術 

作品이 처음으로 商業上의 보잘 것 없는 有用한 

作品으로 전락하였다고 하는 당시의 藝術觀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2) 英國商人둘의 關心

英國의 商人들은 그들의 繪畫的 Pester에 대 한 

인식과 關心을 크게 자랑스럽 게 생 각하였다. 당 

시 巴里에서의 새로운 藝術樣式으로서의 Poster 
가 천재적이고 본질적인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 

는 동안 英國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슬로간 

을 삽입하여 순수繪畫作家를 독립시켜 Poster 
Designer로 만드는데 크게 만족하였 고 이 들 Poster 
를 적 극적 으로 購入하였 다. 그러 나 廣告 Sponsor 
로서의 觀點에서는 후에 실패를 보게된다.

英國人들의 Poster 수집 벽 은 드디 어 해 적 판 

Poster를 再生하게 되는데 W.L. Wylie의 대중적 

인 船舶 Poster오｝ E. J. Doynter경 의 보험 회 사 

Poster, 그리고 “Trade Mark"라는 별명을 지 녔 

던 H.S. Marks의 비 누선전 Poster 둥이 다.

英國商人들의 商道德은 일부에 있어서 타락하 

게 되는데 Durby競馬로 有名한 J.E. Millasi경은 

그의 손자가 비 누거 품을 부는 초상화를 Illustrated 
London News에 넘 겼는데 나중 原作者에게 알 

리지 않은채 Pears Soap會社에 팔아 넘 겼다. 이 

비누會社는 초상화에다 비누 cake를 첨가해서 

1887年 銅版書로 再生시켰는데 이것이 순수繪書 

作品을 Poster로 사용한 최초의 것이 되었고 당 

시 가장 성공한 Pester였다.

(註⑥：The poster an Illustrated history, ibid, p. 24 日 

本 美術著術家인 大智浩는 그의 ^入 夕一〒刃"彳 (美術出版 

社, 1973, p.32)에서 Millais가 기꺼히 pears soap會社에 매 

도한 경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年度도 1884년을 1887년으로 수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英國商人들의 氣質은 반대로 나쁜 文 

字體로만 편리하게 Poster를 제작하려는 保守的 

인 사람들도 있었다.

(3) 初期 英國 Poster의 3-Stars

1890년대의 英國에는 巴里流派를 능가하는 독 

자적 인 Poster 분야가 발전하기 시 작하는데 그 

들은 Aubrey Beardsley로부터 시작하여 Beggar- 
staffs들이 활동하게 되고 Dudley Hardy에 와서 

완숙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Beardsley (1872〜1898) 는 Malory作인“ Le Mo- 
rte Darthur"의 揷畫로부터 시 작하여 1893년 

Oscar Wilde의 詩劇 “Salome"에서 주목올 끌기 

시작하였다.

한 때 John Lane의 유명한 Yellow Book의 미 

술편집 자로서 재 능을 발휘 하였으나 Y이low Book 
이 망한 다음 “The Savoy"잡지의 미술편집과 

잡지선전 Poster•를 담당하였다.

1895년의 아동용 책 廣告에서 책을 보는 女人 

의 Illustration은 그 자체의 효과는 좋았지만 文 

字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예이었으 

나 연극 Poster인 “A Comedy of Sighs”에서는 

Poster 본래의 文字와의 和合이 나타나는데 畫面 

의 兩쪽올 2等分하여 각기 배치한 방법이 나오 

고 이 러 한 편집방법 을 그는 여 러 作品에 사용하 

였을 뿐 아니라 다른 作家들에게도 유행을 시키 

게 되었다. 그의 Poster■는 당시 굉장한 人氣를 

얻었고 크게 복사되었는데 특히 美國에 건너가 

많이 복사되어 판매되었다.

(註⑦：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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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garstaffs의 동 • 키 호테 

연극 포스터

英國 최초의 Art Nouveau作家인 그는 특히 

천재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작에 몰두하였으나 26세의 젊 

은 나이로 病死하고 만다. 따라서 자신의 병에 

서 오는 예민한 신경은 그를 독특한 頹覆的인 

作品을 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黑線의 섬세함과 怪異한 感覺表現, 그리고 변 

화가 풍부한 그의 裝飾的인 畫面은 小市民的인 

焦燥感과 病的인 銳利함은 화려한 耽美性을 표 

현하여 想像力의 나태를 펴서 일종의 현실 도피 

를 내포하고 있는 것같다.
(註⑧：大智浩夕一〒刃丿f V,美術出版社，1973, p. 39)

그는 그의 作品的 배경이 일찌기 Renaissance 
나 前述한 英國에서의 Raphaelites 前派와 Art 
Nouveau와 같은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었던 진 

지한 藝術家였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 속에는 Grotesque 오卜 

Humor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 가 섞인 내용이 오 

히 려 Fisher Unwin같은 진보적 인 發行人들은 그 

에게 책 선전 Poster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후에 이러한 怪異한 主題(Bizanz Subjects)는 

美國의 유명한 Will Bra키ey나 John Sloan같은 

大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註 ⑨：American poster Renaissance, ibid, p. 15)

The Beggarstaffs兄弟들은 1894년 이후 약 2년 

동안 共同製作을 하였던 디자인에서 최초의 分 

業化를 시도한 작가들로서 각기 巴里의 Julien 
藝術學校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다.

그들은 특이한 純粹畫家들이 었지만 일찌기 商 

業的인 Pen-name 을 사용하면서 Poster 界에 종 

사하게 된다. 각기 James Pryde (1886〜1941)와 

William Nicholson (1872—1949) 불란서 印象 

主義와 특히 Lautrec의 Poster에 많은 흥미를 

가졌었다.

共同製作에서는 Pryde가 主로 Idea, nicholson 

이 實際製作을 각기 담당하였으며 후기 Art No- 
uveau作家 3人중에 屬한다.

(註 ⑩：Alexander Neshitt, The Histroy of Technique of 
Lettering, Dover Book Pub. 1975,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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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ardy의 포스터 __工二＞

이들은 현대 디자인論의 主要素인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Pester의 色度에서 누리게 되는 

데 그들은 色度의 가격에 있어서는 엄격한 경제 

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 비로소 英國風 Poster•의 型이 

확립되는데, 형태는 극도로 單純化시키며 畫面 

의 遠近法을 대담하게 無視하였던 것이다.

（註 ⑪ : 勝見 勝, 商業 Design全書, 디자인의 美學 編, 外＞ 

d '7 卜'社，1954, p. 18）

실제로서는 오늘의 Collages형식의 色紙틀 잘 

라서 色彩効果와 Layout을 시도해 본다. 그러 

나 그들의 작품은 지금에 와서는 名作으로서 평 

가되지만 당시는 商業的인 성공을 얻지 못하였 

다는 것은 Beggarstaffs들에게는 하나의 슬픈 사 

실이었다.

예 를 들면 유명 한 Don Quixote 연극 Poster는 

당시에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 었는데, 이는 Hemy 
Irving의 간단한 혹평에 의하여 실패를 보게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企業主에 의해서 어떤 것은 햇빛을 못보게 되는 

예나 審査委員들의 실수로 落選듸는 작품이 생 

기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당시부터 생겨 

왔던 것이다.

그들의 또 다른 연극 Poster들은 채용이 되어 

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역시 많은 시간을 소비하 

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빈곤만이 감돌았던 것 이다.

再言하면 그들의 지나친 單純性은 당시의 英 

國的 성격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Don Quixot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현대적 감 

각의 단순성을 읽을 수 있다. 풍차의 딱딱한 黑 

白 —Silhouette, 白馬와 主人公 자신의 생기있는 

대조적 처리는 상업적인 대중성으로서는 당시 

받아들여 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작되었던 판토마임 극 Poster인 

Sinderella公主오｝ Hypers雞誌 宣傳 Poster에서 

는 文字처리에 있어서 근대적인 Layout를 試圖 

하기 시작하였다.

Dudley Hardy （1865〜1922） 는 Poster으! 본질은 

처음부터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思考를 가진최초의 디자이너이며 

Poster에서 디자이러라는 言語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 다.
（註⑫：大智浩，夕一〒刃工前揭書，P- 35）

그러면서도 그는 현대적 의미의 Wustrater로 

서 엄격하게 성공한 作家이다.

그의 처 녀 작은 “Sine qua non”이 며 대 표작으 

로는 “A Gaiety Girl”과 “The Geisha girl”, 그 

리 고 週刊延 표지인 “Yellow Girl” 등이 다.

그는 Beggarstaffs의 작품과는 퍽 대 조적 이 며 

따뜻하고 활발하며 생동적이고 쾌할함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오히려 신중하게 조절 

되어 있는 構成的 요소가 많다. 그는 巴里의 

chCret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Lautrec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예 지 같은 것은 보이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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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註⑬：H.F. Hutchison, op. cit., p. 38)

Beardsley와* Beggarstaffs는 그들이 노력한 만 

큼의 대가를 당시로서는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과 Hardy는 英國의 繪畫的 Poster의 새로운 

學派로서 찬양받았고 닥아오는 20세기의 성숙한 

번창을 그들이 약속해 주었던 것이다.

(4) Art Directoi•의 탄생과 London交通 

營團의 디자인 政策

1902년 London에 설 립 되 었 던 地下鐵公社는 그 

후 버스, 都市電車會社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수會社를 설립하고 1933년에 London旅客輸送 

法(London Passenger Transport Act)을 제정하 

였다.

發電所, 修理工場 등을 합하여 89개의 회사를 

그 산하에 흡수하고 자본금 1억7천만 Pound, 종 

업원 7만1천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London의 旅 

客 輸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註⑭：小池新二，前揭書，P. 181)

Frank Pick (1878〜1941) 는 London地下鐵營團 

(The London Underground Group) 의 Art Dire- 
ctoi•로서, 또한 만년에는 London Passenger 
Transport Board의 副社長으로서 그리고 交通世 

界와 Poster 디 자인에 서 국제 적 인 명 성 을 떨쳤던 

사람이었다.
(註 ⑮ : LPTB의 Symbol Mark는 bulfs-eue로 불리우는데 

일련의 LPTB의 Poster와 디자인정책의 내용은 생략하나 아 

래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H. Gombrich, Art and 
Illus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ictorial representa
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 235〜p. 237)

“產業은 藝術家의 작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실천에 옮긴〈現代產業主義 

者〉로서 그는 Central 工藝學校에서 여 러 藝術 

家들이 모여 石版印刷를 產業에 활용하게 하였 

으며 우수한 藝術家와 우수한 media는 디자인 

정책 속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는 사실을 계산해 두었다.

그는 London交通營團의 驛마다 藝術性이 높 

은 Poster를 인쇄하여 승객의 눈을 즐겁 게 하였 

으며, 그의 Total design의 개념은 Speed와 능 

률, 편리성과 쾌적성, 그리고 美的 분위기의 交 

通組織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는 1916년 제 1 차 대전 중에 Lettering이 우 

수한 Edward Johnston (1872〜 1945)에 위촉하여 

사용하기 편리 한 새 로운 字母를 창안하게 .하여 ,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Johnston 
의 San Serif의 母型이 생기 게 되었고 그의 제자 

Eric Gill은 1940年 76세의 나이로 作故할 때 까 

지 Council for Art and Industry의 의 장으로서 , 

그리고 Lettering의 王者로서, 또한 J. Ruskin과 

同一 수준의 著術家로서 英國의 產業과 美術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註 ⑯ : 1958년 가을에 London에 있는 Monotype House의 

Lecture Hall에서 그의 typography의 추모전올 개최하여 

Lettering의 근대적 Master의 칭호를 얻게 된다. Allan. 
Delafons, The Penrose Annual 1959, p. 26〜p. 29)

Pick의 구상은 건축에도 관심을 가져서 마침 

나치스에서 피난 온 Walter Gropius 의 원조를 

얻어 건축은 Charles Holden, 벽화의 타일은 

Harold Stabler가 직 접 담당하여 정 거장의 Out 
Door■의 디자인에 통일과 조화를 가져오게 하였 

다.

또한 Pick는 Poster作家의 발굴을 위해 1908년 

에서 1949년 사이에 交通營團의 Poster를 Vict
oria Art Apart. 미 술관에 전시 하여 많은 작가들 

을 소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원저宮의 古風을 소개 

루 신선한 眼目으로 표현하였던 Clive Gardiner 
상징적 인 결합으로서 印象的인 鳥瞰圖를 묘사한 

Fred Taylor, 풍부한 매력을 발산하여 새로운 

技法을 창조한 Betty Swanwick, 그리고 강물과 

숲, 草原의 맛을 독특한 색채로 표현한 M이might 
Kauffer 둥을 열거할 수 있다.

London 交通營團의 Poster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까지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부단히 발전되 

어 나간다. (註 ⑰ : H. F. Hutchison, op.cit., p. 182)

(5) Frank Pick 이후

19세 기 가 저 물어 가면서 Art Nouveau樣式은 

全歐洲를 덮게 되었다. Art Nouveau의 건축과 

Interior의 최 상의 예 는 Glasgow, Brussels, Mun
ich, Paris 等地에 꽃을 피우게 되고 이에 영향 

받은 繪畫的 Poster는 歐洲에서 美國으로 건너 

가게 된다.

1907년 Muthesius에 의해 결정된 독일공작연 

맹 (Deutscher Werkbund) 은 Art Nouveau樣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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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인 Henry vande Velde (1863~1957) 에 의 

해서 藝術家_＿個性의 측면에서 D.W.庄1 規格

化 운동에 10개 항목의 論爭으로 도전율 받게 된 

다. (1914년) 그러 나 Art Nouveau의 마지 막 熱

火논 D.W.B에 의해서 꺼쳐버리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注 ® : 阿部 公正, 現代子千4 、/理論(/).::,:.`；； 七 :,'A, ~ b #Iv 

.. 社, lg/2, p. 36~p. 48) 

그 동안 巴里에서는 Cubism의 길이 놀랍게 번 

지 고 Picasso, Braque, Matisse는 全世界를 통하 

여 상당히 색다른 상업적 Poster들을 고취시켰 

다. 

豪
'

• 

`

 

.. 

ERIC GILL의 초상화와 Typography 

그러나 일반적으로 1900년에서부터 1913년까 

지에는 繪畵的 Poster가 접점 기울어쳐 가고 있 

었다. 

대 부분의 Poster는 속되 고 시 끄러 우며 조잡하 

여 져 서 모든 나라의 公共의 大衆的 藝術__

Poster는 침 울한 無風地帶의 Belt로 접 어 들게 된 

다. 
(柱 � : Art Nouveau樣式의 工藝, 室內, 建築 분야의 史

的 기술과 色彩寫眞의 소개는 美術手帖 1'575년 8월호에 ”裝飾
의 神話學"이타는 재목으로 특집계획에 거의 완벼하게 수록 . 
되어 있으며 Raphaelite前派의 특집도 1'574년 10월호에 자세 
히 소개되어 있다.)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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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心理学
Design Psychology

韓 •宗 哲譯

延世大教育大學院專任講師

* 前號（通卷 26號）에서 계속

4 . 表現行爲의 基礎

認知의 構造는 辨別에 의해 成立된다. 그러면 

〈印象〉이 란 무엇 인가? 사람은 각각 이 미 성 립 

된 認知의 구조를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구조를 가지고 환경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은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혀 새로운 정 

보, 전혀 새로운 체 험 둥에 마주치 면 사람은 이 

것을 어떻게 변별하고, 認知의 구조 속에 위치 

를 붙이려 고 쩔쩔 맬 것이 다. 그리 고 바야흐로 

그것을 밟게 되고, 새로운 認知를 획득한다. 나 

는 그렇게 해서 획득된 것을 이미지, 또는 印象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지 않은 정보 

에 의해 인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학습 

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는 先銳化 둥이 

라고 불리고 있으나, 構造의 周邊에 흩어져 있 

는 情報를 중심으로 몰고 가서 特徵을 명 백 히 하 

고 先銳하게 할 것. 또 하나는 平準化라고 하지 

만 전술한 바와 같이 피규어와 백 그라운드와 

의 관계 속에서 認知를 형성하고 있는 情報는 피 

규어로서 떠 올라온 것이다. 이것을 백 그라운 

드 쪽으로 缺落시켜 가는 것. 곧 學習이란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볼 수있다. 그러므로構造가 

똑 바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의 操作이라든 

가, 또는 다른 것을 附加시켜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印象의 形成은 이것과는 달리 認知의 構造가 

변하는 것이다. 어떤 情報가 들어오는 것에 의 

해 認知가 크게 변하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 觀 

察이 달라지는가하면 새로운 것과 같이 보이거 

나 한다.

學習에서라면 어떤 情報가 주어져도 이미 어 

느 構造 속에 그대로 落着되고 만다. 혹은 重大 

한 情報가 주어져도 構造의 周邊에 밀어 놓거 나 

하고 말지만 印象의 形成은 그렇지 않다. 변해 

가는 狀態, 그 순간 순간의 形態를 印象이라고 

한다.

앞에서 좋고 - 싫음이라고 하는 基準을 들었지 

만 이것이 印象의 形成에는 중요한 것이다. 이 

것은 情緖라든가 情感, 情念 둥으로 불리는 세계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 

다. 그 하나는 合理, 나머지는 反合理와 非合理 

이다. 合理에 관해서는 앞서의 설명으로 이해될 

것으로 믿으나 反合理 이 것은——이 랄랏슈널리 티 

의 것으로 不合理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反合 

理라고 함이 좋을 것 같다. 이 것은 合理的인 것에 

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合理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 다. 情感이 라고해도좋다고생 각된다. 物理 

學의 日本 湯川秀樹 씨라든지 數學의 岡潔 씨라 

든가가 쓴 隨筆을 읽으면 그들이 學術上의 커다 

란 發見을 할 때에는 그 情感의 論理가 움직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視했다든가 꿈 속에서 

깨달았다거나 表現되어 있으나 이를 情感의 論 

理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또 하나 非合理란 積極的으로 合理를 否定하는 

要素라고 하겠다. 印象의 合理的인 形成過程을 

누르는 힘인 것이다. 創造的인 印象의 形成에는 

이 情感의 論理와 合理와 對抗하는 非合理의 論 

理가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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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印象을 形成하고, 

印象을 表現하는 것이다. 어떠한 印象을 形成하 

고, 그것을 어떻게 表現하는가가 곧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認知에 어떠한 情 

報를 주고, 어떠한 位置에 두게하면 自己의 印 

象은 어 떻게 변할까 그것을 探究하는 것이 重要 

한 것이다. 그리고 認知의 構造가 柔軟하며, 自 

己에게 重大한 情報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쫓아 

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받아들이게끔 해놓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自己속에 情感의 論理 

와 非合理의 論理를 合理의 論理로 눌러 붙이지 

말고 그 3개의 論理를 총동원해서——이를 테면 

좋고 싫음의 辨別의 過程을 지켜보아 그것을 認 

知의 構造에 살리는 것도 重要하게 된다. 이러 

한 것들이 없으면 創造的인 디자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印象이 形成되어도 그것은 

이 야기 한다든가, 디 자인 한다든가, 문장을 쓴 

다든가의 행동에 의해 表出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어떤 行動도 일으키지 않고 表出되지 않은 

채 끝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과 環境과의 

사이에 不整合이 발생하면 사람은 긴장하고 그 

것을 解消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일으킨다고 앞 

에서- 논술한 바 있다. 이 過程을 행동의 방향에 

서 捕捉하면 행동의〈動機〉가 形成되게 된다. 

認知와 行動과의 사이에는 動機의 形成과 行動 

의 選擇이 들어오게 된다. 사람이 自己의 몸에 

形成된 印象을 表出하는 動機로서는 自己의 印 

象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하는 

特性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密室에서의 

表現行爲는 생 각할 수 없다. 日記를 쓰는 動機 

등도 여러 가지로생각할수 있으나 純粹한 密室 

의 作業으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문장으로 

서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오히려 認知나 

印象의 形成過程이 記號로 바꾸어 놓는데 따라 

서 整理된다. 즉, 確認하는 行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表出이라고 하는 것은 他人이 있어서 

비로소 成立된다. 이를 테면 他者로부터의 評價 

가 製作者에게로 다시 반응해서 돌아온다. 그 

피드 백機構 속에서 印象의 表出은 行하여 지는 

것이다.

他人에게 理解시키고 싶다, 받아들여지고 싶 

다고 하는 것은 印象表出의 動機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印象表出의 目標이기도 한 것 

이 다. 그 目標를 向해서 가장 適當한 手段——이 

를 테뎐 行動의 選擇이 행하여 진다. 사람은 끊 

임 없는 行動 속에 서 目 標를 . 設定하고, 다음의 

行動을 選擇하고 있는 것이다. 그 連續의 行動 

이 라고 해 도 좋을 것 이 다.

目標의 設定一行動의 選擇一行動이라는 印象 

의 表出過程에 관해서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5 印象表出의 論理

印象의 表出이라고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는 

自己의 中樞에 發生한 印象이 다른 사람에게 傳 

達되는 經過를 가리킨다. 通信機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情報는 記號로 바꿀 수 없어 傳해지 

지 않으므로 먼저 符號化가 되게 된다. 다음에 

記號는 變換器에 의해, 내보내기에 可能한 形態 

로 바꾸어져 무엇인가의 媒體에 실려서 相對의 

레시버에 닿는다. 그리고 이것이 逆變換되어서 

記號에 되돌아와 다시 印象으로 돌아간다. 이 러 

한 經過이다. TV, 라디오, 전화 둥의 통신기는 

어느 것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인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例를 들면 내가 누구와 

이야기한다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印象이 

임포메이션 소스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어 

떤 情勢가 뽑혀 나오고 記號化된다. 音聲이라 

고 하는 設號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變換器는 

나의 목과 입, 媒體=커뮤니케이션 채널은 空 

氣이 다. 그리 고 相對의 귀 가 레 시버 가 되 어 音 

聲을 記號로서 받아 놓고 記號를 中樞 속에 서 情 

報化하고 또한 印象으로 된다.

. 이 렇 게 써 보면 簡單하지 만 이 야기 하는 편이 나 

듣는 쪽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무엇 인가 傳하고 싶은 것 이 있다. 그러 나 그것 

을 情報의 形態로 고칠 때 너무 抽象的으로도 

傳해지지 않을 것이며, 具體的인 것이 지나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記號化하는 데도 이 말이 좋을까, 저 말이 좋 

을까, 또한 發音에 사투리가 있으므로 留意를 

하자 하는 따위의 어려움이 있다. 듣는 편에서 

도 받아놓은 記號를 근본으로 해서 상대편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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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고 그것을 認知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 커뮤니케이션 채널 속에 잡 

음이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情報가 一方의 中樞로부터 또 

一方의 中樞에 이르는 過程에서의〈비뚤어짐〉은 

避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誤解는 免할 수 없 

다. 이 것이 커 뮤니 케 이 션의 本質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에서 지나치게 

덧붙이는 情報롤 附加情報, 잃어버리는 情報를 

散佚情報라고 한다. 그러나 이 現象은 커뮤니케 

이션에 있어 통털어 마이너스라고는 할 수 없 

다. 文藝作品 둥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에게 

많은 附加情報를 발생시키는 편을 名作이라고 

한다. 著者지신도 생각지 않는 것같은 情報를 

독자가 받아 놓는다. 新羅時代의 歷史小說은 여 

러 가지로 해석되어 받아들여서 取해야 할 標本 

이 되기 때문에 계속 빛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附加價値가 적고, 行하려고 

하는 것이 잘 傳해지는 大衆小說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것은 文藝作品만이 아니고 모든 藝術 

作品에 도 해당될 것 이 라고 생 각된다.

印象의 表出過程을 生理學的으로 보면 印象 

은 大腦의 言語系一＞運動系一遠心性의 神經 - 効 

果器라고 하는 것과 같이 傳해진다. 効果器란 

손이나 입의 筋肉이나 腺을 말한다. 인간의 모 

든 器管은 印象을 傳함에 있어서 制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印象이 그대로 表出되는 것은 우 

선 不可能하다. 이를 테면 表出된 것은 印象과 

같지는 않으며 그와 흡사할 뿐이다. 이 近似値가 

높으면 높을 수록 좋다. 情報化되는 것은 印象 

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으나 表出된 것이 印象 

全體의 近似値인 것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이다. 

中樞에서 効果器에 이르는 全體의 訓練이 重要 

하지만 特히 中樞와 効果器와의 訓練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印象을 갖고 있어 도 表現되 지 않 

게 된다.

情報를 내보낸다고 하는 行動만이 아니고 인 

간이 무엇인가의 行動에 나서는 動機가 形成되 

면 中樞는 다음과 같은 經過를 거친다. 우선 

目標를 設定한다. 그리고 그것을 實現하기 위해 

서 下位 目 標를 몇 개 인가 設定한다. 그리 고 그것 

들을 認知할 때 와 同一하게 겹쳐 서 構造化하고 

이 들 사이 를 連結하게 된다. 이를 테 면 最終 目 標 

와 下位 目 標群, 그리 고 그 사이 의 經路評價라고 

하는 形態로 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 

선 손 가까운 目標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어느 

目標에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다음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어 떻게 되어서 •••라고 하는 식으 

로 最終 目 標에 接近해 간다. 이 것은 確實한 플랜 

으로서 보다도 直觀이라든가 洞察이라든가 불려 

지 는 것 이 많고 게 다가 下位 目 標에 着手하면 

서 다음으로 上位 目 標가 明確하게 되 어 온다고 

하는 形態가 된다. 곧잘 머 리 가 좋다거 나 나쁘 

다거나 하지만 이것은 이 플랜의 作成方式이 

훌륭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어떤 

目標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을 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다. 行動이란 이 플랜에 따라서 筋肉 

이나 腺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나는 지금 칠판에 글자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손과 팔과 목과 입 

과 그러한 일부의 筋肉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눈에 보여 움직이 

고 있는 것은 그것 만이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全身의 筋肉狀態가 변하고 있다. 발도 어 깨도 

잔둥도, 모든 筋肉이 共同으로 하나의 體系를 

만들고 있으므로 해서 글자를 쓰기도 하고 떠들 

수도 있다. 이것은 大腦 속에 글자를 쓰는 혹은 

떠든다고 하는 目標를 向해서 多數의 下位 目標 

가 設定되 고 그것 이 全身의 筋肉에 잇 달아 命 

令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플랜의 構造쪽이 筋肉이나 

神經 쪽의 影響을 받는다. 앞에 서 印象의 形成 

에 있어서 知覺 •感覺이 認知에 制約된다고 하는 

피 드 백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여기서도 同一 

란 것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腺이나 筋肉이 

訓練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플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無理하게 만들어도 實現途中에서 失敗 

하고 만다. 그것은 中樞의 過程에서 말하면 어 

떤 下位 目 標에 서 다음 目 標에 의 經路가 切斷되 

고 만다고 하는 것 이 다.

•.디자인이나 設計에 관해서 보면, 아무리 華麗 

한 印象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表出하는 수단 

이 없으면 그 사람의 머리 속만의 것에 그치고 

만다. 대단히 좋은 設計를 생각해 내도 具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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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設計圖에 描寫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實 

現되지 못하고 만다. 이를 테면 머리 속의 經 

路와行動——하나하나의 筋肉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瞬間的인 것에서, 매우 長期的인 이른바 

〈行動〉에 이 르기 까지 —라 하면 서 로 制糸勺을 하 

고 또 서로 開發해 나가면서 進行되는 것이다.

여기서 注意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目標에 대 

해서도 많은 結果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 

는 것은 結果라 하면 目標의 近似値이기 때문 

이 다. 같은 印象을 가지 고 그것을 表出한다고 하 

는 同一한 目標를 가졌다 하더라도 結果로서의 

作品은 各其 같은 目標의 近似値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플랜 作成方法, 經路를 取하는 方法 

이 다르기 때문이다. 평생, 하나의 印象을 쫓아 

다녀도 같은 것은 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이 

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되지 않는 것 

이 當然한 것으로 전혀 같은 것이 되면 그것은 

印象을 쫓아다닌 創造는 아니고 模倣이기 때문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는 受驗공부의 影響에서인지 問題를 내어 놓 

고 解答하라고 하는 目標를 주면 解答은 하나밖 

에 없고, 거기에 이르는 解法도 하나밖엔 없다 

고는 迷信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나 그렇지는 않 

다. 創造的인 限, 解答도 解法도 無數히 있을 

수 있으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는 더욱 그렇 

다고 하겠다.

6. 表現과 他人

이것으로 印象의 形成過程과 表出過程에 관해 

서 알아 보았으나 이것들을 通해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集團과 自己와의 關係이다. 印象의 

形成이건 그것을 表出하는 動機이건 表出의 過 

程이건 自己와 集圖 혹은 集團 속의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 가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個人과 集 

團과의 關係에 관해서 詳細히 說明하기로 하자.

人間은 좋고 • 싫음과 價値라고 하는 2개의 基 

準에 의해 우선 自己와 그 以外의 것과를 區別 

해 간다.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먹는다. 病을 

앓으면 누어서 藥을 마신다. 피로하면 쉰다…. 

이러한 體驗을 통해서 自己는 어떠한 狀態에 있 

는지, 그것은 바람직한 狀態인 것인지 어떤지, 

그러면 바람직한 狀態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

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認知해 간다. 이를 

테면 內部環境과 自己의 生物的 特性과의 關聯 

性을 느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社會的 體驗속

에서 自己는 다른 人間 사이에서 어떠한 狀態에 产

있는 것인가, 어떠한 狀態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그러면 바람직한 狀態가 되려면 어 

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함과 같이〈사람의 環 

境〉과, 自 己의 素質• 氣質• 性格과의 相互關係 

에도 파급되어 간다. 또 같은 外部環境에 있는 > 

人間은 外部環境의 認知도 같지만 틀리는 경우 

에는 그 認知도 틀린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지 

게 된다. 이렇게 해서 認知된 自己를 自我라고 

부른다. 自我가 確立됨에 따라서 자기도 他人과 

의 區別이 생기고, 他人도 또 自我를 갖는 것이 

라는 점을 알게 된다.

人間은 他人과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 自己로서 여러 가 

지 行動을 하고 있다.

自己와 他人과의 相互關係된 形態로서 먼저 

〈두 사람〉이 있다.〈두 사람〉이 成立되기 위해서 

는 그 사이 의 커 뮤니 이션이 必要하다. 同符號일 

것 같으면 안성 맞춤이 지 만, 반드시 同符號가 아 

니 라도 좋다. 로빈슨과 프라이 데 이 의 關係와 같 

다. 그러 나 두 사람이 있으면 항상 對人關係로서 

성립되는 것인가 하면 서로〈物的〉으로서만 機 

能하는데 不過할 수도 있다. 어떠한 形態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成立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 對 

象으로用 서로를 認識했을 때 비로소 對人關係 

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라고 해도 그 

關係를 斷絶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
必要하게 된다. •

이 러한 對人關係가 同時에 多數 이 루어 지므 

로서 集團이 만들어지게 된다. 對人關係와 集團 

과는 매우 樣相이 다르다. 여기 에는 夫婦와 아들 

한 사람이라고 하는 核家族에서 大小 갖가지 集 
團이 있으나 커 뮤니 케 이 션에 관해 서 는 成員의 어 «

느 두 사람 사이 의 直接 루트는 끊어 지 고 말아도

第 3者를 通해서 그것이 可能하다 라고 하는 形 

態로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集團으로서의 基準 

이 發生한다. 두 사람의 경우에서는 한 사람이 

좋다고 하고 한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그것은 

各其 하나의 主觀에 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 

나 集團이 되 면 集團으로서의 基準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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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은 消極的으로는 禁止의 前提로서 나타난 

다. 그리고 그것을 犯하면 集團과의 커뮤니케이 

션이 切斷되고 만다.

이것이 社會에 이르면 單純한 集團과는 또 樣 

相이 달라지 게 된다. 그 하나는 社會에서 는各其 

의 成員이〈人力의 場〉을 가진다는 것이다

〈場〉이란 電氣의 場一•苛電帶의 플러스의 촤 

지 와 마이 너 스의 촤지 가 있으면 그 사이 에 電力線 

이 된다. 즉, 場이 된다. 그것 과 같은 槪念이 다. 

社會의 成員은 그 社會가 가진 힘의 方向에서 

밖에는 行動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갖는 人 

力의 場의 强弱에 의해서 行動에 미치는 범위 

가 달라지게 된다. 成員은 이와 같은 制約條件 

의 범위에서 밖에는 行動하지 못한다. 이것을 

人力의 場이라고 한다. 이것은 社會가 成員이 

그것을 넘어서 行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社會의 特性인 것이다. 이를 

테면 社會는 個個의 成員에게 社會의 힘의 方向 

에만 각 구성원의 人力의 場으로 밖엔 行動시키 

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다.

그리고 社會는 그 構成員에게 役割을 주는 特 

性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앞에 내세운 人力의 場과도 관련되어 

各 成員의 역할에 의해 人力의 場의 强弱이 달 

라지게 되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는 他人과의 관 

계 가 약하고 좁다. 그런데 도지 사가 듸 면 많은 

부하에게 명령을 내 릴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모 

든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모든 도민 

의 행동이 도지사의 행동에 제 약을 주고 있다. 

즉, 다른 成員과의 관계는 강하고 또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각기 제 나름대로의 집 단은 좋고 • 싫 

은, 그리고 가치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경우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게 

된다. 사회의 성원의 대부분 또는 전원이 매우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의 것이다. 보통 인 

간은 어떠한 집단의 성원이라는 것에 의해 사회 

의 성원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 

는 것도 그 집단의 基準=集團意識을 통해서 개 

개의 인간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集團意識과 個人의 自我意識과의 관계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다. 하나는 自我意識이 완전히 

集團意識에 흡수되고 만다. 집단과 공통의 의식 

을 가지면 自我意識은 어디로 가버리고 만다. 

그 極端의 예가 群衆으로 데모라든가, 儀式이라 

든가는 同調性 뿐으로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 

는지 자기 가 자신의 행동을 모르게 된다. 따라 

서 反省이라는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自我意 

識이 强하고 集團意識이 극도로 줄고 있는 상태 

가 滿員버스속이라든가, 혼잡한 곳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서 보여진다. 개개로 흩어져 있는 사람 

이 그저 함께 있는데 不過한 것이다. 集團意識 

둥은 조금도 없는, 그러나 보통 인간은 이 集團 

意識과 自我意識과를 자기 속에 둘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집단의식 쪽이 늘어 

나서 자아의식은 줄어든다. 어떤 경우는 그 반 

대가 된다. 그러나 대체의 경우 균형이 잘 잡혀 

져 있는 狀態가 되는 것이다.

集團意識이라는 것은 集團, 社會, 民族이 갖 

고 있는 習慣, 傳統, 風習 둥에 同調하려고 하 

는 同調的 態度라 할 수 있다. 여기서 同調的이 

란 자기 는 싫지 만 좋다고 해 두려고 하는 것과 

같은 自我意識이 있은 다음에 同調한다는 것이 

아니고, 집단의 기준이 그대로 그 인간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보 

았을 때 집단의 전원과 똑 같은 第一印象을 갖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 

터의 體驗과 家族이나 學校에서의 교육에 의해 

그렇게 되어간다. 말하자면 선입관념에서 同調 

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단에 따라서는 成員에게 강력한 同調性을 

요구해서 집단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배 

제한다. 흩어져 離散하고 마는 集團도 있고, 合 

致하지 않는 것도, 어떤 幅 속에서라면 받아들 

이는 集團도 있다. 前者는 創造性은 印象의 形 

成過程이나 表出過程에 있어서도 改良的인 機能 

에 불과하다. 그 외의 모양으로는 形成시키지 

않고 表出시키지도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後 

者의 集團에서는 創造性은 매우 革新的인 機能 

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特出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형태의 집단은 合理性이라고 하는 世界 

共通의 基準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 

을 뒷받침하는 形態로 情感의 論理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同調性을 강하게 구하는 

集團은 反合理性이라든가, 非合理性 둥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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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基準 즉, 情感의 論理를 强하게 가지고 있 

어 合理性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形態가 되어 있 

는 集團이다. 그러므로 世界的인 共通性이 적어 

서 그 民族이라든가, 그 集團이라든가 밖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基準을 가지고 있 

는 集團만큼 成員에게는 同調性을 要求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다.

7. 倫理로서의 創造性

〈두 사람〉의 사회에서는 技術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重要하지 않다. 특히 좋고• 싫은 자（尺） 

만이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新婚 

家庭에서라면, 부인이 만든 요리는 심하지 않는 

한「맛이 좋다」고 하게 되며, 남편이 사다 준 

것은 쓸모 없는 도구라도「멋있어요, 고마워 

요」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3人이 되 

면 두 사람에 대해서의 他人이 存在하게 되므로 

1對 2의 상호관계가 집단의 성격을 결정해 나가 

게 된다. 技術의 '評價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비 

롯되는 것 이 다. 아무리 멋 있는 印象을 가지 고 있 

어도 그것이 집단 속에 表出되어 他人에게 받 

아들여져서 評價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자기 가 所屬된 集 

團 • 社會의 特性을 붙잡아 거기에 맞도록 印象 

의 形成 •表出의 技術을 자기 것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 디자이너는 社會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상호 人力의 場을 

가지고 있다. 그 役割 속에서 그 場의 方向에 

따라서 印象의 形成과 表出을 行하지 않으면 디 

자이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디자인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사회적인 禁止의 設定에 抵觸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集團 • 社會가 他人과의 커뮤니케 

이션을 단절하지 않는 것이다. 디자이너에게는 

이러한 技術이 요구되는 것이다. 멋진 印象이나 

設計圖 등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도 그것을 表 

出한 결과가 社會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 

가? 그리고 자기의 役割 •人力의 場이 어 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그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아 

무리〈創造的 精神〉을 휘둘러 보았댔자 아무 소 

용이 없는 것이다.

한번 表出된 것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評價되었을까 그것을 자기의 印象과 對照해 본 

다. 無視되기도 하고 非難되기도 하면 不協和狀 

態에 빠진다. 그러 면 그 狀態는 사람을 행동으로 

서둘게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자기 속으로 이끌 

어 돌아오게 해서 다음의 行動을 準備하게끔 한 

다. 賞讃받고 評價되어도 그것을 自己속에 끌어 

돌려보면 자기 가 表現하고 싶어 했던 것 과 매우 

다르다. 그러면 近似値를 내는 방식이 나빴다고 

하苴로 또 해본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 피드 

백이 디자인 행위의 직접적인 動機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 나 그 사람이 갖는 印象의 核이 

라고 할까. 構造의 核部分이 그 때마다 動搖하고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다. 核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限 젊었을 때 할 수 있으며 17, 8歲 쯤까지 

이면 형성되며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 것을 添加하거나 落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 

다. 즉, 修業이라든가 學習에 의하게 되는 것이 

다. 人生觀이 깊어진다든지 , 歷史나 社會를 안 

다든지, 技巧를 쌓는다든지 하는 것이다. 數學 

이나 物理 둥의 學問도 그렇지만 藝術에도 歷史 

에 남게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核 

을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印象의 形成에 있어 決定的인 것은 認知의 

構造이지만 이것은 價値와 좋고 싫음에 의한 辨 

別에 의해 이루어 진다. 價値란 社會的 價値의 

것이며 좋고 싫음은 體驗의 蓄積이므로 이것도 

敎化와 敎育에 의 하여 만들어 진다. 말하자면 社 

會的 基準이다. 그리고 形成된 印象을 表出하는 

動機도 社會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고 表 

出의 過程도 社會와의 피드 백 관계로서 성립 

되고 또한 表出의 결과도 사회의 결정에 拒逆하 

는 것이어 서는 아니되는 것 이 다. 도대 체 자기 라 

고 하는 것, 그 自我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 

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렇 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저 렇 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이 아니고 사람의 印象의 形成과 表出의 構想은 

사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構想을 理解하지 않고, 

創造的 精神이라고 한 곳에서 그것이 정 말 創造 

的인 것일까 먼저 의심받지 않으면 안되고 사 

회적으로도 創造的인 역할은 다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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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構想 속에서 말하자면 創造의 論理 

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印象의 核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대 

로 젊었을 때가 좋다고 했다. 核을 中心으로 構 

造가 이루어 진다. 거기에 새로운 情報나 새로운 

體驗이 들어오면 그것과 構造와의 사이에 矛盾 

이 發生한다. 이 矛盾을 克服하는 過程이란, 不 

確定에의 桃戰인 동시에 未來에의 出發이기도 한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要素의 再構成이라면 

컴퓨터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未來에의 桃戰은 

인간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무엇 인가 만들 

려고 하는 경우는 그 再構成도 疎忽히 할 수 없 

으나 機械가 할 수 있는 것은 機械에 맡기고 人 

間은 人間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 

다. 이것이 機械를 잘 사용하는 길이라고도 생 

각된다. 디자인 行為의 경우, 이 矛盾은주로 情 

感의 分野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克服하는 것이 創造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 創造性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 

서 일종의 倫理라 할 수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디자이너의 社會的 役割은 當然히 創 

造的이어야 할 것과, 不確定에의 桃戰이 包含되 

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創造의 결과 

가 사회에 表出되었을 때 그것이 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 책임을 지는 준비를 가진 創 

造性을 이른바 디자이너의 倫理라고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이 나 設計나 企業과 社會에 

커 다란 利益을 주는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 

우도 있기 마련이다. 테스트를 되풀이 한다든가 

해서 확실한 展望을 가질때 비로소 創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評價에도 集團 속에서의 評價와 소위 동료 간 

에서의 評價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너는 

잘해 왔다」라든가「팔이 떨어 졌다」라든가 소위 

技術의 評價가 많은 것같다. 그러나 社會라고 

하는 場에 나서면 매우 달라지 게 된다. 社會的 

評價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社會가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하는 것으로, 제작자의 主觀的 意圖와 

는 달리 雜多한 附加情報가 붙어져서 홀로 걷기 

를 시작한다. 社會的 評價에 있어서는 技術的 

優劣은 그다지 意味를 갖지 않는다. 오히 려 제 

작자가스스로에게 부과된 倫理基準과 어떻게 

對決하고 있는 것인가가 社會的 評價에 있어서 

는 決定的인 것이 된다.

倫理라고 하면 某學者가 말하듯 人間과 人間의 

關係인 것이다. 社會에 影響을 준다고 하는 것 

은 사회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꾼다고 하 

는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엄격 

한 제약조건 속에서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自 

由性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들은 解放이라든가 

改善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表出의 結果가 社會의 解放이 나 改善 

에 어느만큼의 有効性을 가지고 있는가가 創造 

의 倫理的 基準이 될 것이다. 社會的 評價는 어 

느 意味에서는 創造者에 責任을 지게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피드 백으로서 다음의 

創造活動을 낳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 보더라도 

創造者는 이것을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디자인의 評價 

基準은 大衆의 콘센서스 以外에는 없다고 생 각된 

다. 19世紀 경에는 디자인의 評價基準은 專門家 

가 쥐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藝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形態로 評價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歷史를 보면 그것이 誕生했을 당 

시 專門家가 입을 오무리고 욕설을 한 디자인 

쪽이 오히 려 살아 남았다고 하는 事實이 있는 것 

이다. 이 것은 專門家라고 하는 것은 集團 內에서 

의 評價, 좁은 意味에서의 技術에 치우친 評價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社會的 評價라고 하는 것은 技術에 弱하고 知 

識도 別로 없다. 따라서 專門家쪽에서 보면 衆愚 

라고 할 수 밖에 없다. 一般大衆의 評價인 것이 

다. 그러 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 나 쓰거 나 하는 

가운데 體感的으로 느낀 綜合的 感覺의 集積—— 

그 중에서 全體에 共通된 部分의 것을 우리들은 

共感性=콘센서 스라고 부른다. 이 콘센서 스는 항 

상 解放•改善에 有効한가 어떤가라고 하는 具 

體的인 評價의 基準을 갖고 있으므로 評價의 基 

準으로서 그 程度 무서 운 것은 없다고 생 각된다. 

디자인이 거 나 設計이거 나 그밖에 모든 藝術 또 

科學的 發見, 發明이거 나 그 評價基準에 의해서 

살아 남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본 

다. 그리 고 진실된 創造란 그 評價基準 앞에서 

기울지 않는 것 즉, 創造者의 倫理와의 對決 속 

에서 誕生한 것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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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表示

우리 인간들은 오랜 역 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表現하고 表示해 오므로서 文化와 文明 

을 창조하고 유지 해 왔다.

言語의 표현이 충분치 못했던 원시시대에서는 

관념을 전달하는 인간의 수단으로서 손짓과 발 

짓 그리고 몸짓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에 절필한 도구의 제작과 

사용에 따라 손은 점차 더욱 쓰이게 되었고 전 

달의 수단이었던 몸짓을 수반한 奇聲（音聲）은 

마침내 여러 형의 입의 움직임으로 변화, 정리 

되어 말다운 언어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관념적 사고를 지니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 점차 능숙하게 되자 객관 

적 세계에 자신을 보다 잘 적응시켜 보려는 심 

사에서 편리한 도구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 

로 생각을 뇌리에서 이모 저모로 검토해 보다가 

마침내 計劃과 질서있는 단계로 구분해서 明示하 

는 법을 생 각해 낸 것이다.

디자인이라 함은 表示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의 한 단계이 

며 그때 그때의 사항에 따라 사고를 可視的으로 

정착시켜 검토, 전개, 확인하기 위한 기술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중에는 二次元의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정착시키는 방법과, 三次 

元의 세계에서 정착시키는 방법 둥으로 대별된 

다.

즉, 디자인 행위에 있어서의 表示技術이란 단 

순히 工業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제품 디자인과 

디자인 構成의 과정에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 

니라 그래픽 계 열이나 建築 디자인 면에 있어서 

도 행하여 진다.

그 동안 이러한 表示技術이나 造形技術이라고 

불리는 말들이 더러는 혼선을 빚어 왔는데 造形 

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사상, 감정, 美意識 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일과,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의 취급 둥이 

문제 된다.

그러나 넓은 뜻에서 디자인의 표시기술이란

② 土民의 槍에 새겨진 무늬

기초과학의 터전 위에 오른 圖學上의 문제랄지 

재료의 성질과 취급방법, 또한 거기에 관련된 

기계기구, 나아가서는 量產의 문제까지도 검토 

해야 되고, 인간의 행동과 생활에 관련되는 분 

야에 이 르기 까지 충분한 배 려 가 마련되 어야 한 

다.

가령 실물그대로 사진처럼 그림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 제작공정의 이론에 부합되 

지 않거나 공학적 견지에서 규명되지 않는 것이 

라면 그것은 단순히 寫實的인 繪畫에 불과하며 

製品 디자인의 스케치나 렌더 링은 아니다.

製品 디자인 과정의 단계에서 필요한 可視的 

表示란 구체적으로 제품을 마련하려는 단계에 

속하며, 아이디어가 곁드린 가능한 영역 속에서 

時計의 錘처럼 진폭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 하겠다.

3. 이미지와 아이디어

어 떤 圖形을 한참 들여 다 보고 있으면 그 도면 

에서 여러 모의 影像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 도형의 내용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求하게 된다. 물론 그 내용은 개 인 

차에 따라 제 각기 다르겠지만 우연히도 A와 B 
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영상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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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紀元 前 3, 000年의 近東아시 아 地方의 陶器

印象 (Impression) 이라는 것은 최초에 본 도형 

이 잊어지지 않은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 

를 말하지만 인간의 思考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印象과는 별도의 형태 

로 想起의 작용에서 表現 (Expression) 되는 경우 

도 더러 있으며, 또한 이를 상기하면서도 도형 

을 再現(Reppearance)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 

다.

이미지는 이러한 작용 속에서 항시 두 가지의 

움직 임 을 보여 주기 도 하는데 하나는 과거 의 현 

상을 되새겨 보는 일과 또 하나는 未來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일일 것이다.

想像을 하는 일이란 거의가 과거 자신의 행적 

에 대한 일종의 지식의 표현일 수도 있다. 따라 

서 상상력이 강한 소위 풍부한 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과거의 지식을 미래에 뻗어 나가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림 ①을 보고 어떤 영 상이 떠오르는지 한 

번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① 가로 누워 있는 사람의 자세

② 바로 서 있는 사람

③ 步行의 상태

④ 走行의 상태

⑤ 가로 누운 인 각의 수평 상태 (靑爭的狀態의 律)

⑥ 수직 상태의 인간의 리듬(動的인 律)

⑦ 走行의 복합적인 상태

⑧, ⑨ 曲線의 律動

⑩, ⑪, ⑫ 直線的인 리듬에서 감정의 표현은

喜, 怒, 哀, 樂의 곡선으로 변한다.

⑬ 웃음의 상태

⑭, ⑮ 기쁨의 상태

⑯ 분노의 표현

간결한 線의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보통 조형적인 액트로서 線과 形의 이미지에 

서 생 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求하게 된 

다.

① 理念的 形態……純粹한 表象
②現實的形態...................... .....

以上 線의 운동감에서 여러 모의 감정의 연상 

과 喜, 怒, 哀, 樂이 표현되듯이 形態 面에서도 

線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表現은 가능한 것이다.

훼버, 비렌은 형태를 색채로 다음과 같이 表 

岀한 적이 있었다.

正四角形......赤色

三角形..........黃色

直四角形……朱黃

正六角形......綠色

圓形.............靑色

楕圓形..........紫色

약간 독선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참고로 해주 

었으면 싶고 1921년 쯤 한 때 독일에서 대두한 

Expressionisum라는 表現派藝術은 三角形의 복 

잡한 입체적인 형태를 주제로 표현의 심볼化된 

적이 많았다.

이 는 1920년 까지 의 제 1차 세계 대전 때 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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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겪은 독일인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더라도 

再起하려고 몸부림친 焦操의 기분을 그대로 藝 

術에 표현하려 던 국민심리의 한 표상으로 짐작 

된다.

前記한 三角形을 黃色q로 나타낸 f. 비 렌의 

생각도 초조하게 동요된 심정을 3角形과 黃色으 

로 나타낸 사실 둥은 일련의 뜻이 있는 이미지 

의 발로이 기 도 하다.

물론 이 러한 線과 形, 그리 고 面 둥의 조형적 

표현에서 얻어지는 이미지는 개인 차나 인종적 

인 편견이 따르기 마련이고 형태로서는 표현시 

킬 수 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무리하게 디자인 

面에 표줄시키려고 해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디자인은 어 디까지나 주체성 있는 모노 

그림이나 標號를 바라기 때문인데 만인에게 이 

해와 납득이 가는 아이디어의 표현이 標語나 심 

볼로서 집 약되 어야 한다.

가령 十字形을 보면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연 

상하고 万字形을 대하면 佛敎를 상기하고, 둥근 

圓彩은 太陽을, 逆 万字形을 보면 독일 나치스의 

상징이었음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형태 그자체는 아무런 뜻도 없겠 

지만 심볼로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 考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지에 의하여 상기되는 한 

두 가지의 資料의 形成만으로도 아이디어의 구실 

을 하게 되 리 라고 본다.

예를 들어 여기에 S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뜻은 물론 알파벳의 文字의 하나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 글씨를 S라고 읽게 되었을 

까? 어떻게 해서 S의 형태가 만들어 졌을까? 

둥등의 의문을 던졌을 때 무어라고 답변을 해야 

옳을 것인지......

하지만 형태 그 자체의 것을 일일이 따지고 

뜻을 갖추어 가는 일이란 추상화에 대해서 畫家 

의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일과 거의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S의 語源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象形文字를 탐지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집트 

의 文字를 이해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가령 S 字를 무한히 나열시켜 본다면 

그것은 文字가 아니라 어떤 장식적인 무늬로서 

디자인의 한 구실을 하게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아이디어로서의) 근본 

적인 理念이기도한酉己列, 反復의 技法으로서 자 

연형태의 표현이 때로는 뜻있는 장식적인 효과 

를 가져 오는 수가 많다.

우리는 흔히 한 單位를 나열시켜 장식효과를 

거둔 예를 原始藝術에서 많이 발견했을 것이다.

즉, 반복 (repeat) 과 되풀이 (repetition) 의 평 

면적인 구성의 기법은 요즘에도 현대적인 디자■ 

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 다..

뉴기니어의 北海岸에 임한 부락의 土民들이 

사용한 槍에 새겨진 무늬를 보면, 모두가 직선 

과 곡선의 同一線紋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②)

그러나그 리피트의 행위에서 뭔가 현대적인 

감각과 상통하는 친근감마저 느끼게 한다.

④ 新羅土器의 톱니와 물결紋의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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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紀元 前 3000년 以前의 이집트의 陶器에 

그려진 사슴, 鸵鳥, 3角形 둥 극히 단조롭고 치 

졸한 표현 속에 리피트된 기 교랄지 （그림③）, 우 

리 나라의 新羅 伽珊土器의 頸部나 器蓋部에 음 

각된 斜文線, 톱니문 둥 기하학적인 리피트技巧 

에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현대적 감각과 구 

성미가 再發見되고 있다. （그림 ④）

이러한 일련의 장식화된 디자인이 우리 조상 

들의 器物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또한 오늘의 창 

작, 예술품의 기교 속에서 발견되는 사실을. 미 

루어 볼 때 인간의 창의력과 예술성은 東西洋을 

불문하고 그다지 進化된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읏다.

4. 着想에서 創造로

어떤 대상을 놓고 자기 의중의 아이디어로 디 

자인 처리를 하려고 할 경우 아이디어의 표현이 

란 그 사람의 인간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 나 펼쳐놓은 종이는 하얀 白紙, 말하자면 

無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無에서 무언가를 만 

들어 내는 일을 創造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남을 모방 하지 않고 참 

된 창조를 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글과 문법을 배우고 나면 文章으로 意 

思가 전달되고 樂譜와 和聲學을 알게 되면 作曲 

이 가능하게 되듯이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要素와 構成法이라고 하는 创造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있는 것이다.

前號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 視覺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點線, 面 둥의 要素를 파악하는 동시 

에 이러한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방법에 익 

숙해져야 한다.

제멋대로 알파벳을 나열해 봐도 뜻이 통하지 

않을 테고, 질서없는 音符의 나열은 不協和音이 

울려오듯이 짐작만으로 색채와 형태를 그려본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의 要素는 線, 面, 量, 

質, 明暗, 色彩, 空間 이렇게 일곱 가지이지만 

구성 여하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한 

것이 다.

畫面構成을 배울 때 르네상스時代의 巨匠들의 

작품에서 黃金比率 즉, 幾何形態 둥으로 分割된 

그림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 黃金比率은 幾何學 

의 元祖 피타고라스 時代에 이미 설정되어 희 랍 

建築의 구조상의 비율을 黃金法型에 의하여 설 

게상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⑦ 感覺, 視覺的으로 처리한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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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예 일大學의 J. Hambige교수는 1920에 動 

的均齊（Dynamic Symmetry The Greek Vase） 
라는 冊子를 刊行했는데 여기에는 희랍의 古壺 

의 높이와 폭의 관계를 0矩形（黃金分割比에 따 

른 1 ： 1.618의 比）에 의하여 그 대차선과 法線 

으로 구분된 면적을 구해서 高와 幅司 比를 測 

定했다.

디자인 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幾何構 

成法이라고 칭한다.

그림 ⑤는 심메트릭한 分割과 또 하나는 均齊 

를 잃은 듯한 例（그림 ⑥）이지만 둘다 시각적으 

로 안정 감을 우리 에 게 보여 줄 것 이 다.

이 밖에도 構成法에는 감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것이 있는데 이것은 數式보다도 視覺의 

판단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소위 視覺的 動力學 

이라고 칭하는 균형을 고려한 밸런스가 취해진 

방법이다. （그•림 ⑦）

5. 書面의 秩序

그렇다면 이러한 謁面은 분할해서 骨格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하자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옳을 것인지.

우선 보기에 잘 균형이 잡혀져 있으면 다행이 

지만 그 것만이 아니라 分割된 조각 면들이 제 

각기 뜻있는 관계 를 유지 하고 거 기 에 다 전체 가 

아름다운 통일과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⑨ Mondrian의 作例

우리 주위의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질서를 지 

니고 있는데, 가령 人體와 樹木의 모습을 살펴 

보면 중심부는 생명을 지탱하고 枝柱역할을 하 

는 胴體, 幹木에서 뻗은 큰 가지, 작은 가지에 

잎들이 달리고 이렇게 신비로울 정도로 오묘한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일 人體와 樹木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實體인데 화면에도 반드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하며 질서가 없으면 혼란 

을 가져와 감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완성 전의 그림들은 대체로 여러 종류의 면들 

이 雜居하는데 여기에 무언가 하나의 공통성을 

발견하여 이것을 기점으로 전체의 분위기를 잡 

아 나가면 통일성이 성 립된다.

이 統一이 바로 秩序인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림다운 그림이 성 

립 된다

그러 나畫面의 질서도여 러 종류의 것이 있다. 

가령 그림 ⑧과 같은 성질의 것도 있기 마련이 

다.

보기에 간결하고 정돈된 시원한 느낌을 주자 

만, 자주 대하게 되면 변화없는 구성에 실증마 

저 느끼게 할 것이다.

주로 女性들은 流行에 민감하고 男性들도 車 

를 자주 바꾸고 싶어 하듯이 원래 인간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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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상 無常한 변화를 희구하는 습성과 본능을 

처녔다고 한다.

히기야 변화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질식할 일이며 십년을 하루같이 똑같은 일 

만 되풀이 하고 산다면 모두가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그림 ⑧을 보면 구성 

상에서 同一形態의 반복이라고 칭하는데 청결한 

깜이 있는 대신에 실증이 따르고 있다.

셔기에 비해서 그림 ⑨는 보다 많은 변화와 

리듬을 안고 있어 오래 보고 있어도 그다지 실 

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畫面의 구성은 감상적인 흥미와 깊 

이 를 유지 하기 위 해 서 는 모든 변화를 내 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前號에서 언급했듯이 디자인에 기본적 

인 요소가 된다는 일곱 가지의 造形要素가 포함 

되어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고 최대한의 변화 

를 갖추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 

운 構成, 즐거운 화면이 창조되어질 것이다.

이러한修練은 디자인을 배우는 과정에서 절 

대 필요하며, 組織과 系統을 도외시 하고 自己流 

의 행위는 暗中摸索과 같은 無爲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 사람의 天才的인 作家를 바라는 것보다도 

디자인界에서는 열 사람의 作家가 필요로 한 것 

이다.

「造形手段은 原色 및 無色의 平面, 혹은 直方

體이어야 한다」

위의 名言은 Mondrian이 說破한 일종의 法

則이지만 가령 디자인界에 이 法則을 적용시켜 * 

본다면 美의 神性에 접근하려는 數學的인 신비 

성은 어느 정도 찾게 될런지 모르지만 아름다움 

이란 결코 수학적인 공식이나 풀이에서 얻어지 

지 않을 것이다.
比例와 운동감 둥은 수학적인 풀이로 손쉽게 ， 

얻어지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美의 발견은 

흔히 審美感의 발로라고 말하지만 魂과 감각의 

정신작용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韓國固有의 窓살에서 亞字, 井字, 卍字 둥의 

紋樣의 구성은 수학의 풀이로 그 答을 얻을 수 

도 있겠지만 亞字紋樣이 왜 아름다운가 어디에 

그 美의 근원이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학적 

인 답을 구하기 힘들 것이다.

즉, 아이디어를 求하는 수단으로서 比例, 等 

數, 公式 둥을 빌려도 보겠지만 거기서 얻어 

지는 디자인 센스는 科學의 영역은 아닐 것이 

다.

다시 말해서 形, 線, 色彩 등은 心理나 物理 

學的인 견지에서 어느 선까지의 설명과 해답이 

얻어지겠지만 그 속에 내포된 構成美, 調和美를 

求하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다른 또 

하나의 길을 모색하고 나아가야만 한다.

TlIHlUAHUHimiHHUUHlUUUmU HIU—riniUHHUUm지이HIHm미HUUHHIUHU라"III"—T

I O 성실한 봉사 속에 싹트는 서정쇄신 |

릋 O 무심코 하는 일에 민폐없나 살펴보자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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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과 디자인
Enterprise and design

黃 善 民 譯

韓國政經硏究所硏究員

1. 디자인 폴리시

일반적으로 어느 商品이 새롭게 企劃製造되는 단계 

로서 企劃, 디자이닝, 製造준비의 3단계를 생각할 수 

가 있으나 企業은 기획의 결정 이전에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企業에는 디자인은 存在하지만 디자인 

폴리시 (design policy)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 

다. 따라서 제품의 성질이 어느 한계에 이르러 서로 

그다지 우열이 없이 게다가 가격의 인하가 경영의 합 

리화를 저울질하여 어느 한계에 달하면 그 후에는 디 

자인만이 기 업의 생명의 밧줄이 되는 데도불구하고 企 

業 위에 디자인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 

과에 빠진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면 디자인에 대한 

경영자의 認識의 정도에 의해서 디자인이 기업에 미치 

는 利益의 程度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이 경우 資本 

力의 차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오늘날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디자인 부문을 설치하 

고 있는 기업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디 

자인의 참된 존재성도 근래 날로 논의되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영업자와의 협력에 의해서 훌륭 

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예도 없지 않으나 근본적인 디 

자인 이념이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 폴리시를 세우고 있는 예는 적다.

통일성 있는 디자인 폴리시란 상품의 디자인 만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뱃지, 銘板, 說明書, 패키 

징, 廣告,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쇼• 룸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디자인에 좋은 인상올 주는 통일성과 그들 상 

품의 생산적 환경의 디자인적 통일을 의미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전기기구 메이커인 하트 

포인트 (Hot-point) 社는「엄 격 순수한 디자인은 교양 

있는 특정의 사람에게는 호평이지만 너무나 팔리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치스러워 시 

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디자인을 무비판하게 내어 놓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교양있는 일정한 계층의 嗜好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충의 愛好와의 중간적인 디 

자인으로 하기로 하고 있다」라는 디자인의 방침올 견 

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 폴리시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經營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폴리시의 통제 

법을 기업의 경영방침으로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 폴 

리시를 명확하게 기술해서 관계자에 철저히 배포시키 

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명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人事의 적정화를 꾀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수한 스탶기관에 의해 

적정한 폴리시가 세워지고, 유지 관리되어 수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때로는 마음껏 對處해서 시행할 필요 

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 영방책의 하나로서도 

디 자인 폴리 시 는 중요한 문제 이 다.

어 쨌든 디 자인을 어 떻 게 생 각하고, 그리 고 활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원래 색셔 

널리즘이 되기 쉬운 기업 내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관계부문과의 올가나이즈化한 組織과 統制와 管 

轄 속에서 유효하게 북을 쳐 나가야 할 성 질의 것이므 

로 몹시 어려운 내용올 가지고 있다. 디자인이라고 하 

는 것을 계획적으豆 활용시킬 良策으로써 폴리시라고 

하는 사고방식 위에 디자인을 얹은 것이 근대 경영법 

의 한 방책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기업에 

있어서는 그 場所主義的인 잠재의식으로 이것을 중시 

하고 있는데 지 나지 않는다. 디자인의 선택방법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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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많다. 각종 잡다한 品數만 갖추면 어느 것인가가 

팔릴 것이라고 하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서 한 품종 

에 세 일즈 프로모트적 요소를 첨가한 판매방식으로 옮 

겨가는 사고방식이 근대 경영에 있어 디자인의 活用方 

式이 될 것이다.

근래 디자인이 라고 하는 것은 無形의 資本으로 생 각 

하는 경향이 강해져 왔으나 근대 경영에 있어서는 디자 

이너의 단독적인 능력이 디자인의 유효한 이용 방법에 

의해 倒產되기 시작한 기업이 또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하고 영세 기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기업과 경쟁 할 

정도의 성장모습을 나타낸 예가 적지 않은 사실에서 적 

어도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디자인을 가 

장 쉽고 효과가 오르는 수단으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만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팔렸던 시대에 다만 생산량 

에만 의 존해서 기 업 형 태만 매 머 드化한 회 사는 오히 려 

가려운데에는 손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그에 

수반해서 일의 분업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 모든 섹션 

이 경영올 위해서의 새로운 연구가 되지 않은채 하나 

하나가 권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한 人事의 쇄신도 뜻 

대로 맡길 수 없고, 오히려 近代經營法이 취해지기 어 

려운 행태가 되어온 것같다. 따라서 경쟁품 회사의 수 

효가 늘고 자웅올 시장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게된 시 

대에 있어서는 오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와 가 

지 런한 經營法올 취하지 않는 企業은 점차로 그의 빛 

갈을 상실하는 경 향에 있다.

공업디자인은 마아케 팅을 잘 이해해야 비로소 효율 

이 높아지며 이 연구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다지 현저한 효과를 주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함부로 모델 체인지를 

해도 디자이너에게 하나 하나 일만올 강요하고 정리시 

켜도 구태의연한 방법 중에서는 대단한 수확은 얻어지 

지 않는다.

디자인 폴리시가 없는 企業은 단독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해 나갈 용기에 결핍되고 항상 다른 경 

쟁회사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말려드는 경향에 강하고 

他社 상품의 단순한 외면적 인 스타일 디자인에 농간 

당하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함부로 機種의 변경을 

계획하고 製造部門 뿐만 아니라 市場性마져도 혼란시 

켜 同業者와 수렁속 試合을 하는 것에만 걱정스런 몸 

을 맡겨 함께 피로에 지쳐가는 예가 상당히 있다. 또 

드물게는 아주 우수한 디자인의 상품이 가끔 시장에 

나와도 같은 종류의 값싼 상품과의 경합이 되지 않아 

敗退하는 예도 있기도 하고 또 이미테이션의 공격에 

급기 야는 쓰러 지 고 마는 예 는 오히려 어 느 정 도 크지 

만 그러나 進取의 기상에 빈곤한 기 업에서 많이 눈에 

띈다. 그것은 他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의욕적인 폴 

리시라고 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近代經營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문제로서 디자인 수행올 위해 

디자이 너를 몇 사람 채용한다고 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생 각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스탭 

을 정 리 하기보다 먼저 디자인은 상품에 관한한 디자인 

폴리시 위에서 비로소 企業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중요한 디자인 

폴리시를 세우는 데는 톱 매너지먼트에 위치한 사람들 

이 아니면 안된다.

2. 아이덴티휘케이션

기업이라는 복잡한 조직에 개재하는 個個의 디자인 

에 있어서 表示技術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으로 유효하 

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크게 문제 

시되고 연구되어 오고 있다. 기업의 표시정책은 하나 

의 디자인 폴리시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를 맺고 생활을 위해서 필요 

한 같은 모양의 器機를 사용하면서 역 사를 구축해 왔 

다. 사람들은 자기자신과 同一性 혹은 친족성올 나타 

내는 수단으로서의 “마아크” 즉, 紋章을 안출했다. 衣 

服, 家具, 調製器, 武器, 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에 같은 마아크를 붙이는 습관이 자연히 형성돼 오고 

말았다. 時代의 변천과 함께 職業人은 자기의 作品에 

동일한 마아크를 붙여서 제작의 소재와 책임과 가치를 

公示하고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시험해 왔다.

오늘의 社會에서는 마아크 하나라도 法的으로 보호 

되고 同一한 심볼은 근대산업의 온갖 커뮤니케이션의 

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코 

오퍼레이트 페이스（Corporate face）라고 하는 것에 집 

중되고 있다. 회사와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과의 간격 

이 너무나 복잡다기 하기 때문에 회사는 코오퍼레이트 

아이덴티휘케이션이라고 하는 근대의 紋章에 의뢰해서 

회사자신 및 그 製品에의 주의를 끄는 것과 같은 방법 

을 생 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適應範圍 : 제품, 포장, 광고, 사무용품, 자가용차, 

트럭, 선전카, 네온塔, 굴뚝, 수도탱크, 展示 둥 •

適應要素：

① 마아크 및 트레 이드 캐 랙 터

② 레터링 및 설명서용의 書體（植字造型計劃）

③ 銘板（데이터 플레이트）

④ 레터 헤드, 엠베로포 기타의 인쇄물 일반

⑤色彩

⑥ 캐치프레이즈, TV 코머셜, 테마 뮤직

⑦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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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광고와 제품광고와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경향이 보여지지만 어찌되었든 희사의 얼굴이라 

고 하는 심볼을 전하려 하는 코오퍼레이트 아이 덴티티 

계획이 연구돼 오고 있고 활발한 광고 활동을 보이고 

있는 企業에서는 점차로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기을여 

나가고 있다.

아이덴티티 (Identity)計劃 : 아이 덴티 휘 케 이 션 (Ident

ification) 은, 同一性이라고도 번역되는 것으로 회사의 

여 러 가지 활동분야를 통해서 視覺的인 면에서 회 사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디자인 계획 

올 가리키고 있다.

이와같이 코오퍼레이트 아이덴티휘케이션은 기업 

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자인이 매너지먼트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 계획을 

진행하려 면 디자인 부문과 톱 매너지먼트와의 긴밀한 

연계 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코오퍼테 이트 아이 덴티 티 

계획은 지금까지 막연하다고 해온「일관된 디자인 폴 

리시」를 실제면에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의 계획이다.

실제의 기 업에 있어 아직도 눈에 띄는 경향은 개개의 

제품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 및 광고 디자인 등은 각각 

하둥의 연락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래서는 제품의 디자인이 하나의 정책 위에 유효하 

게 活着하기가 취 약해서 自家撞着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은 대체의 경우 각각 담 

당부문의 책 임자가 독단적으로 총채를 휘두르고 있는 

나쁜 결과로서 종합계획으로서의 디자인의 存在價値와 

그 방향을 참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對外的 印象을 조종하며 다루는 부문도 몹시 기업이 

미지로서 중요한 것이다.

소비자의 최초의 買物은 제품에 대한 知識의 결핍상 

태에서 선전, 광고, 다일렉트메일, 패키지 등에 의해 

서 결정되고 마는 경우가 &을지도 모르지만 물품구매 

를 되풀이 하는 가운데 소비자는 제품 뿐만 아니라 회 

사를 상징하는 마아크 즉, 품질을 보증해 주는 紋章, 

바꾸어 말하면 브랜드를 사게끔 된다. 오늘날과 같이 

발이 빠른 마아킷에서의 경쟁에서는 소비자는 視覺의 

디레머에 직뎐하고, 제품의 우열은 적어지며 제품의 

數가 많아지면 반드시 상품의 선택에 어리둥절해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 

을 주게끔 디자인된 제품은 아프터 이미지로서 지워지 

기 어려운 매력을 주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 

진 마아크와 디자인의 의미는 적어도 소비자에게 신뢰 

와 생활의 즐거움을 보증하는 심블이 듸기 때문이다.

여 기 에 부수해 서 중요한 개 념 으로 코오퍼 레 이 트 퍼 

스널리 티 (Corporate Personality) 를 생 각하게 된다. 

이것은소비자와 기업과의 현실적 접촉 즉, 株主, 從 

業員, 供給者, 消費者 둥을 등해서 꾸며 세워지게 되 

는 것으로서 코오퍼레이트 페이스와 서로 제휴하여 코 

오퍼테이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코오퍼레이드 아 

이 덴티티 계획 과 코오퍼레이트 이미지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코오더레이트 이 미지는 마아케팅 이 미지 중 

에서도 특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광고용어로서 

사용되는 코오퍼레이트 이미지는 회사의 활등분야라든 

가 상품규모의 크기, 進步性, 신뢰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要素가 서로 관련되어서 형성되고 있는 이미지 

를 가리키고 있다. 코오퍼레이트 이미지에는 비쥬얼 

코오퍼 레 이 트 이 미 지 (Visual Corporate Image) 가 생 

각된다.

「프린트」誌上에 발표된 코오퍼레이트 이미지의 분석 

에서

① 코오퍼케이트 이미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 

인가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이다.

② 코오퍼레이트 이 미 지는 당신이 행 하는 무엇 인가가 

아니고 당신의 행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다.

③ 코오퍼레이트 이미지는 몇 달이라도 몇 해라도 

固定되고 정지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아니 

고 다이나믹하게 언제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인상이 

다.

④ 코오퍼테이트 이미 지의 발전에는 人間의 感覺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인상 

은 推論되고 분석되어서 도달한 결론이라기 보다는 당 

신의 회사에 관해서의 감정적인 것이다.

⑤ 당신의 코오퍼레이트 이미지는 당신이 언젠가 완 

전하게 制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으 

로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 의하면 기업이 마치 인간과 같 

이 보여 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의 환동을 통해 서 회 사자 

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 각되고 또 회사자체를 사람 

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어 갈 것인가 하는 탐색을 행하 

고자 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1) 廣告活動과 디자인

廣告는 기업 PR, 선전은 영업광고와 원칙적으로 양 

자는 구별되어 있을터 인데도 廣告와 宣傳이 곧잘 혼동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종래 일반에게서 광고 

라고 불러져 은 것은 거의가 상품광고였다. 상품 서어 

비스의 판대를직접목적으로 하고 상품이나 서어비스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광고이다. 이것에 對比해서 

기업광고가 되게되면 그 대상은 소비자, 종업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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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주주 둥 기타 관련 기업에까지 넓어지고 관련 인사 

들에게 기업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줄 것을 목 

적으로 하고 經營理念, 經營上의 방침, 계획, 사회적 

使命이나 책임의 자각 등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품의 배경이 되는 기업 그 자채를 세일즈 

하려고 하는 광고로서 기업과 사람들의 사이를 연결하 

는 전달의 場이며, 사회적 역할을 등에 업게 하고 있 

다. 광고는 따라서 기업의 있는 그대로의 자세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것으로 定義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말 

하면 광고, 선전은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 

으로, 後者가 한 영업부문의 부속기관에서도 어느정도 

소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광고가 충분 

히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톱 매너지먼 

트와 직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회전반에 눈을 

돌림과 동시에 全社的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企業廣告에 있어 취급되는 테마로서 통상 생 각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회사의 역사와 전통, 경영이념 및 경영意志와 이 

것에 의해 얻어진 社會的 信用

② 研究기술의 우수성, 연구원, 연구시설의 충실, 

新工場 설치, 신예 기계 도입

③ 사업 （생산, 판매）의 실시상황, 금후의 사업계획

④ 우수한 종업원, 종업원 훈련

⑤ 市場조사, 소비자 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보고, 

이것들에 의한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상품, 서어비스 

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머 신다이 징 올 포함한 마아케 팅 

활동

⑥ 다양한 제품에 의한 선택의 자유

⑦ 소비자 서어비스（수리, 배달의 신속）

⑧ 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진보에 공헌, 公共의 복지 

에 봉사하고 있는 실례

⑨ 국제무역에 활약하고, 自國의 경제 약진에 공헌 

어느 외국의「企業廣告」에 의하면 기업광고를 성격 

과 기능으로 분류해서

① 愛顧廣告, ② PR廣告, ③ 公共奉仕廣告 등으로 

나누고 있다. 共通된 특징으로서는 기업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안긴다고 하는 것, 기업광고가 기업과 사람 

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니까 廣告상에도 휴 

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기업광고는 처음 공익사업이나 생산재 메이커가 비 

교적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은 耐久消費材 

메이커는 물론이고 日用品을 생산하는 기업까지가 이 

기업광고에 진출해 오고 있다. 오늘의 과제는 소비자 

용품 메이커가 여기에 상당한 신경을 써은 것을 내세 

웠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업광고가 아주 광범위하게 실 

시되게끔 되어진 배경이나 그 이유를 얼거하면,

① 최근 생산기술의 향상에 수반해서 각 상품의 메

이커 별로 품질성능 등의 차가 현저하게 적어 졌다는 » 
것. 이 때문에 기업은 어찌되었든 코오퍼레이트 이미 夕 

지나 브랜드 이미지의 차에 의해 自社製品에 대한 소 

비 자의 지 명구매를 일으키 게 할 필요에 강하게 몰리고 

있다. 또 국내경쟁만이 아니고 무역자유화에 의한외 

국상품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종래의 상품광고와 같이 . 
품질이 나 가격 등 상품그것에 관해서의 설명 만으로 " 

는 불충분하고 그 상품올 만들어 내는 회사 그 자체의 

모습이 나 우수성 및 신뢰성 을 소비 자에게 알리는 것 이 

중요하다.

② 다음에 사업의 다각화가 생 각된다. 제품의 종류 

가 많으면 그 회사의 성격은 어쨌든 산산조각으로 받 

아 들여지기 쉬운 것으로 특히 전혀 틀린 機種을 생산 

취급하고 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어 

느 정도 통일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상품 

광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예 

산 면에서 도 그들 하나하나의 제품에 관해 충분한 상 

품광고를 행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고시 간도 걸리므 

로 그 회사의 주력제품에 관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 

는 것이 실정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제품도 많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도 그에 상응한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 공통하는 그 회 

사 자체의 호의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시장에 있어 

서의 우위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③ 신제품을 위해서 장래의 시장을 준비하고 개척하 

고 확보해둘 필요성에서도 기업광고는 고려된다. 이노 

베 이션 （Inovation） 에 의 해 점 차로 신제 품이 세 상에 내 

보내지고 상품의 회전이 빨라지면 질 수록 기업은 평소 

부터 행 하는 기 업 광고에 의해 소비 자가 그들에 게 있어 

그다지 길들지 않은 신제품에도 보다 많은 친밀감을 ・ 

느끼게끔 방향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또 

신제픔에 관한 상품광고의 매력을 倍加시키게도 된다.

④ 기업은 살아 있다.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평 

소 경영내용도 향상되고 또 시대에 응해서• 질적변화도 

한다. 불황부문을 축소하고 폐쇄하여 새로운 유망한 .

사업부문을 확대해 간다. 그를 위해 社名부터 받는 內 

容과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있 

는 경 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社名만으로는 사업 

내용의 일부밖에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다. 제약회사 

가 종합적인 一大 化學工業회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 

나, 造船회사가 機械제조를 하고 있거나, 水產회사가 

육상부문에의 충실에 힘올 쏟고 있거나, 時計店이라고 

칭 하고 카메 라나 유리, 도자기 등까지 제 조, 판매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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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는 예가 있을 수 있다. 經濟界, 產業界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 같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一般人은 

자기가 처음으로 그 물품올 선택할 필요에 몰렸을 때 

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그 전모를 

자기의 또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필 

요가 있다

⑤ 사업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기업광 

고는 필요시 된다. 은행으로부터의 借入, 社債발행 등 

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기업체에 있어 자기자본의 

자금조절관점에서 가장 PR을 위해서 중시하지 않으 

면 안되는 것은 株主이다. 기 업의 발전에 수반해서 증 

대하는 자금수요를 맡아주는 株主에게 현재의 株主를 

安定주주로 하기 위해서 또 장래 株主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기업체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기 위 

해서도 기업광고는 그 작업의 일익올 담당하는 것이 

다.

⑥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힘을 기업광고는 가 

지고 있다. 기업이 커지면 커질 수록 그 영업의 범위 

도 넓어지고 종업원이 몇 천명이라고 하는 회사도 적 

지 않다. 종업원 한 사람 평균 4인 가족으로 따지 더라 

도 전국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회사의 현상이나 

장래에 다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 

에는 月刊 둥의 社內報나 건강보험회사 관계자에 의해 

각종 커뮤니케이션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말하 

자면 내부적인 것이며 실제에는 매스 미디어를 구사 

한 기업광고가 여러 가지 행태로 행해지는데 의하는 

것이 다. 단순한 상품의 광고 뿐만 아니고 기 업 그 자 

체의 것,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 그 자체의 것에 

관해서 자기들의 직접관계자 뿐만 아니고 많은 일반사 

회의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하는 즐거움이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의 기분을 끝어 당겨 자랑스럽게 하는 심리 

적 효과가 기대된다.

⑦ 우수한 人材를 산하에 모이게 하는데 역할을 한 

다. 기업의 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人材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어떠한 흘륭한 건물이 있어도 설비가 있어 

도 그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될 수 없다. 기술계, 

사무계를 불문하고 취직은 일생의 大事이며, 初任給의 

얼굴들 보다도 역시 내심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一生 

을 맡길 수 있는, 일생을 걸어서 후회하지 않는 회사 

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소부터 기업의 실태나 장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충분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게해 놓는 

것은 좋은 人材를 해마다 기업에 투입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영읜한 生命을 확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다.

기 업 광고에 요구되 는 하나의 요소는 계 속성 이다. 印 

象 쌓아올리기 작■업이 일정한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행 

해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한 때에는 美國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받아 들여서「새로움」이나「奇抜 

함」을 겨냥하는 경향에 있었으나 그러한 경향에 비판 

적이 되고 확실하고 正道의 방법이 취해지게끔 되어 

오고 있 다. 기 발함이나 새 로움을 겨 냥하는 표현의 대 

다수는 유행 현상에 맹종하고 다른 것을 모방해서 사람 

눈을 끌자는 것 뿐이지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한 독창적인 표현은 극히 희소하다. 이러한 형식 

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이런 類의 표현으로 효과를 거 

둔다고 해도 單發的인 효과에 그치 기 쉽고 계속성이 

요구듸는 기업광고 성 향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모방에 불과한 것은 기업의 신뢰성을 손상하는 결 

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종류의 광고로 

성공하고 있는 예도 몇인가는 존재한다.

이와 같이 충분한 배려 밑에 기업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회사에 있어 디자인의 연구가 부여된다면 기업의 

발전은 당연히 기대될 수 있다. 즉, 회사에 대한 친밀 

감과 신뢰감 위에 디자인은 또한 활기를 띄게 될 것이 

다. 그런데 한 예로서 社內 PR의 부족이나 또 遠因 

으로서 社員교육의 불비 등으로 애써 세워진 디자인 

정책에 해를 미치는 결과도 튀어 나온다. 디자인 부문 

에 관계있는 사람 이외는 會社 .디자인의 기획이나 採 

決의 사정이나 기타 이에 부수하는 제조건을 거의 이 

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런 면에도 광고활동은 충분히 주의해서 행해지지 않으 

면 自社의 生命재촉이 되는 것올 종업원이 스스로는 

모르는채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광고담당자는 종업원 

에 대해서 自社의 제품에 自信과 자랑을 가지고 추천 

할 수 있도록 광고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2 ) 세일즈 프로모션

신제품의 기획을 열심히 서계시장에서 문의해 나간 

다. 진보적인 회사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 

야는 대단히 高度한 작업의 하나이다. 우수한 디자이 

너에게 전면적인 신뢰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진취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거 

기에는 디자이너와 타이 업된 면밀한 기획인과 적극적 

인 세 일즈맨이 필요하며 정 확한 선전광고 활동이 필요 

하다.

신제품에 대한 세일즈 프로모션은 일반사람들이 아 

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킬 필요 

가 있으므로 세 일즈 프로모션만큼 소비자에게 커다란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세일즈 

프로모션은 제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올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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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신제품을 기획하고 제품화해도 이것을 어 

떻게 자연스럽고 더욱 빨리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게 

할 것인가는 販賣經路의 상태가 좋고 나쁜데 달려 있 

는 것으로 이것을 훌륭히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살품 

은 만들었어도•자연스럽게 정체없이 흘러가지 않는 

다. 지난날의 판매경로는 과거의 실적을 어느 정도 保 

持하기 위해서 마음의 휴식은 되었어도 오늘의 생산량 

을 조정할 만한 능력은 보장할 수 없고 또 다른 유사 

제품 메이커에게 그 판매경로를 잠식당하는 수도 있 

다.

근대 시 장의 변화는 다양해서 파악하기 어 려우나 어 

쨌든 매스 프로모션에 대한 매스 디스트리 뷰션이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생산자 측은 항상 염두에 두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셀프 서어비스, 슈퍼 마아켓, 

디스카운트 하우스 등의 츨현에 의해 디스트리뷰션 채 

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旦러 

헬프의 문제도 상당한 힘을 주입하지 않으면 안될 문 

제의 하나이다

디자인을중요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세일즈맨도 

디자이너와 동일하게 디자인에 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판매방법에 매달려만 있는 세일즈맨 

이 있는 회사는 그 후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좋올 것 이 다. 세 일즈맨의 역 량은 그 제 품매 상에 

결정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세일즈맨을 선정하고 

고용해 들이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은 디자이 너를 선정 

하고 채용해 들이고 훈련하는 것과 똑 같이 대단한 것 

이며 또한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더우기 신제품 판매에 나서는 세일즈맨은 소질과 지 

식과세일즈맨 쉽을필요로 하고 디자인이 소비자를 

계몽하는 사명이 있는 이상으로 직 접 세 일즈맨은 대리 

점이나 도매상이나 소매업자를 계몽하는 식으로 대처 

해 나가지 않으면 신제품에 고객이 붙어오지 않는다.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중시되어 온 바와 

같이 세 일즈 디자이너라고 칭하는 세일즈맨의 존재도 

필요하게 된다. 디자이 너의 공부와 세 일즈맨의 공부가 

병행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인은 전혀 새르운 活力가 

生命力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디자인 섹션의 構成

실제로 市場에 출회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프리 

랜스의 디자이너가 손댄 것보다도 기업에 있어 스탭 

디자이너가 손댄 것이 훨씬 많다. 기업에 있어서는 판 

매관계의 실적을 직접 쥐고 있는 사람들의 發言權이 

대단한 重量을 차지하고 디자인은 단순한 세일즈맨을 

위해서의 수단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 

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판매관계에 눌려 과거의 판매 

센스상의 이미지에 따르게 되고 마는 수가 허다하다. 

이것은 디자인을 살리는 데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서 

세 일즈는 오늘날 상식으로서 항상 프로모트하지 않으 

면 진전의 가능성은 없고 디 자인은 그 프로모트로 하는 

세일즈의 有用하고 강력한 연료가 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런데 실제에는 많은 경우 인스탄트 디자인을 영 

업부문 내지는 경영자에 의해 강요 당하는 예가 많다.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디자인 부문의 조직 및 디 자인 

부문의 기업 내에 있어서의 위치와 내부구성에 관해서 

기 술한다.

(1) 企業에 있어서의 디자인 部門의 위치

디자인이 상품기획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 선전까 

지의 모든 행위에 관계를 가지는 종합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업체 중에서 아직 중요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영업부문에 소속되거나 선전부문 

에 소속되거나 설계부문 속에 동거시키거나 제조부문 

안에 두게 하거나 하고 있다. 디자인 부문의 작업의 

중요함올 인식한 기업에서는 연구기관에 충분한 예산 

을 주고 있는 예가 있다.

기업발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한 

꺼번에 말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인 기술올 표방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디자인 부문은 설계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편이 좋을 경우가 있고 또 판매부문만으로 신장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디자인 부문이 영업부문에 

속해 있는 편이 유리할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술에 의 

해 伸張하는 기업에서는 연구부문에 속한 편이 줗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디자인은 

종합적인 판단 아래 걱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무 

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는 영업부문, 기술부문 

등과 對等한 公信力을 갖는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흔히 외국기업에서도 아직 지난 날의 사무계 

통의 지배력에 눌려 디자이너는 한 기술자 계열로 간 

주되어 영업의 公信力에 좌우되고 마는 수가 많다. 게 

다가 그 公信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영 업부문은 그 책 

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2) 디자인 部門의 構成

디자인 부문의 작업은 다음 두 가지의 영역에서 성 립 

되고 있다.

① 디자인을 행하는 부문

② 디자인을 관리하는 부문

또 이것은 작업의 내용에서 또 다시 세분할 수가 있 

다. 적어도 10명 이내에 달하는 디자인 부문에 서는, 

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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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올 행하는 부문

② 디자이 닝을 콘트롤하는 부문

③ 디 자이 너 를 위 해 서 서 어 비 스를 하는 부문

둥 3가지 로 나누어 이 것들을 확실히 분담시 킨 부문으 

로서 전담한 사람이 이 작업올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이너에게 잡일이 증가하여 디자인 

올 연구할 충분한 여유가 없어진다.

디자인을 行하는 部門 :이 부분은 디자이 너 및 그 

애시스턴트에서 구성되어 상품으로서의 造形表現을 생 

각해 내는 것이 그 작업의 모든 것으로서 자료와 정보 

를 얻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랜더링을 작성하고 

試作圖面을 만들며 모델링을 해서 재료나 완성처리 配 

色의 계획올 세운다. 물론 영업부문과 협의하든지 기 

술부문과의 접촉을 행하고 또 연구부문과 협동으로 연 

구를 진행하든가 한다. 또 이 부문에 있어 디자이너는 

예술가여서는 안되지만 다른 부문과는 작업의 성 질이 

다소 다르므로 될 수 있는 한 자유스런 분위기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올 작업의 성질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Design— 「Evolutional design 
LRevolutional design— 「re—design 

Lre—style

Evolutional design이 란 지 금까지 市場에 존재 하지 

않았던 새 기구의 상품 디자인으로 많이는 연구부문의 

연구와 협동해서 평행으로 진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 

로 이것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를 일응 작업의 성질상 

애드번스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여기서는 통 

상 이 미 지 디 자이 닝 이 라고 하는 내 용도 포함되 어 서 연 

구의 대상이 되고 더구나 아이디어 스타프로서의 직책 

이 과해지게끔 된다. 이 분야의 작업은 고도의 독창성 

과 합리성과 合目的性이 요구됨과 아울러 장래 企業 

의 生命올 짊어지는 것으로 대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다. 때로는 연구소에 나가는 형태를 취 

하고 완전히 연구적 인 디자인을 사명으로 하지 만 영 업 

적 배려는 그다지 하지 않아도 좋을 경우도 있다.

여 기에 대 해 서 Revolutional design은 현재 유행 되 

는 제품 스타일만을 변경하는 리 스타일링과 기구부분 

에 다소의 변경 내지 개량이 있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델 체인지를 하는 리 디자이닝에 의한 두 가지 경우 

의 디자인을 말하며 통상 디자이너가 행하는 작업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특히 리 스타일링의 경우는 현 

재의 市場의 모습에서 할 수 없이 意匠변경을 시 도하려 

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스타일 변경도 적극적, 능 

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디자인의 능력은 枯死하 

고 만다.

디자이너를 작업의 성격에서 나누면

① 애 드반스 디 자이 너 (Advance designer)

② 스타프 디 자이 너 (Staff designer)
③ 어 시 스턴트 디 자이 너 (Assistant designer) 의 3가 

지 가 된다. 물론 애 드반스 디 자이 너 는 스타프 디 자이 

너의 한 사람이지만 일의 성질상 전술한 바와 같이 장 

래를 위해서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호칭으로 

어느 기간 담당하면 일반 스타프 디자이너로 돌아오거 

나교대하는 것도 무방하다.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는 

경험이 부족한 스타프 디 자이 너, 드래 프트맨 및 트레 

이 드 등의 호칭 으로 기 타를 스타프 디 자이 너 로 부르고 

있다.

디자인 부문 내의 적어도 디자인을 행하는 부문은 

스타프조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디자이 닝을 고도로 더 

우기 능률좋게 활용할 수가 없다. 기업이 발전해 오고 

오늘날 가장 유리 한 방법 으로서 라인 스타프 조직 (事 

業部組織)이 채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會社의 발전과 규모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② 신축성있 는 經營, 決定의 신속화의 필요성 에 대 

처 하기 위 해

③ 결정의 책임과 權限을 문제가 발생하는 場所에 

가장 근접된 곳에 가져와서 경쟁에 이겨내기 위해

④ 장래의 有能한 직업 경영지도자를 양성하는 필요 

에 대처하기 위해

⑤ 全從業員에 經營的인 고찰방식 및 태도를 가지고 

일에 종사시키기 위해

⑥ 고객중심절으로 나가야 할 방향올 위해

⑦ 회 사의 경 영 다양화에 대 처 하기 위 해

⑧ 신제품 개 발의 촉진화를 위해

⑨ 회사 영속성의 실현올 용이하게• 하기 위해

⑩ 경 영조직에 대해서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⑪ 각 사업부문의 노력과 실적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⑫ 영업활동을 독립화 해서 대외경쟁력을 증강하기 

위해

등이다. 이 형태는 금후 더욱더 기업에 있어 채용되 

는 경 향에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권한의 분산이 

라고 하는 내 용올 가지 고 있으므로 본사에 디 자인 부문 

의 총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디자이너를 사업부에 

배속시키거나 교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배속하는 디자이너의 數나 質은 규모나 일의 내용에 

의해서 단번에 결정되지 않지만 경험年數 수년의 사람 

이 치프 디자이너가 되고 그 밑에 뎣 사람인가의 스타 

프 디자이 너가 있고, 그 그룹에는 반드시 애시스턴트 

디자이너가 붙어 있다고 하는 構成으로 치프 디자이너 

를 포함한 그룹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업 소에 내 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적재적소에 디자이너를 배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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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고 또 디자이너는 견식이 좁은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아도 되고 장래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의 기업에서 디자인 부문의 長 혹은 이것을 관 

할하는 부문의 長인 사람으로 깊이 디자인을 연구, 이 

해하고 있는 사람은 디자인의 역사가 얕은 만큼 희소 

한 것이며 실제에는 디자이너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 

까, 처 리 곤란해 하는 데 가 많다. 믈론 디 자이 너를 써야 

할 사람이 육성되자면 금후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할 

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품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어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인 만큼.이를 

위해서도 계획적으로 디자인 부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준비하고 조직을 짜놓는 방법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된 

다. 스타프 조직 에 디 자이 너 를 육성 해 나가는 것 은 멀 

티플 매니지먼트(Multiple Management)방식에 편승 

한 것으로 기 업의 최고 경 영자만이 그 기업의 경 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종업원이 경영에 참가하는 

일련의 구성과 운영방식이 스타프구성 중에 살려져 있 

기 때 문이 다. 디 자이 너 의 존재방식 을 충분히 연구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 있어 때때로 디자이너의 移動이 보 

여지지만 이렇게 해서 두뎐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기도 

용이하다. 종래 파묻혀 있던 평사원의 경영에 대한 創 

意, 發案, 개선의 아이디어도 쉽사리 발굴해 내게 할 

수가 있고 기업경영에 끌어 들이기가 가능하며 그리고 

일반 종업원의 바라는 다음 5가지 조건을 채우기가 가 

능하다.

① 公正한 賃金 : 작업의 質과 量에 따라서 공평 한 

대우를 주기가 용이하다.

② 生活의 保障

③ 昇給의 機會 : 젊은 사람들에게 승급의 기회를 주 

는 것은 생활의 보장보다도 좀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그것은 근로 의욕의 향상을 의미하고 어느만 

큼 일하면 어떠한 승진의 길이 열려 있는지 또 경험이 

나 기술을 쌓고,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 자 

기의 수입이나 지위가 얼마만큼 잘 되는 것인가를 알 

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창조력이 풍부하고 

넘치는 희망을 가진 타입의 젊은•디자이너는 승급도 

그러 하지 만 자기의 능력을 흐리 게 하지 않고 파악되 

어 가는 場을 바라고 있다.

④ 成績을 認定할 것 : 그 사람의 능력 이 표면에 나 

올 것같은 조직구성이므로 이것에 의해 표창하는 것도 

용이하므로 일에의 열의를 느끼게 한다.

⑤ 經營에의 參加 : 비록 세부에 있어서도 자기의 의 

견이 경영자에 도달하고 의견이 채택되어 회사기구의 

일부로서 결여되어서는 안될 존재로서 책임을 분담하 

고 있다는 자각을 디자이너는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경영자가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디자이너의 스타프 조직은 가장 유리한 수 

단이 다.

디자인을 管理하는 部門 : 이 부문에 소속하는 자격 

은 스스로도 디자이너적 교양이 있고 더우기 사무적 

처리능력에 뛰어난 사람으로 디자이너의 기분을 잘 이 

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디자이너로서 채용 

된 사람에 대해서 入社 후 1년쯤 이 방면의 일올 담당 

시키는 것도 금후의 디자인의 작업상 플러스가 된다.

디자이닝을 콘트롤 하는 部門 : 디자인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디자인 계획표(신형 상품계획표)작 

성에 참여하고 하나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스케쥴을 

세 워 日 程을 관리 한다. 試作圖面을 정 비 하고 시 작품의 

受注를 취급하여 디자이너의 지시에 응해서 재료의 구 

입수속을 하는 등 시 작의 手配를 한다. 그리 고 모델 完 

成까지의 일체의 일을 돌본다. 또 디자인에 필요한 협 

의회를 열어 그 기록을 보유하고, 영업부문이나 기술 

부문과의 디자인상의 연락을 취하고 제조부문과 제조 

일정이나 시작품 결정 등의 조정을 꾀한다. 결정한 意 

匠에 관해서 제조부문으로 이관하기 위해서의 모든 수 

속을 취하고, 意匠에 관한 임포메이션 센터로서 意匠 

決定通知書, 意匠變更通知書 등을 발행하는 외에 시작 

품을 보관하고 그 도면과 경 과기록올 관리 하고 意匠 등 

록의 수속 등을 행한다.

디자이너의 서어비스 部門 : 경쟁회사의 제품 또는 

캐덜로그, 사진 등을 機種別, 價格別, 時期別로 정리 

하고 기 타 디자인을 위해 참고가 된다고 생 각되는 제품 

의 實物, 사진, 캐덜로그, 제품 등을 수집 정리하고, 

데이터 카아드를 준비해서 이것을 기입해 둔다. 물론 

自社제품은 한 번 보아 알 수 있으므로 機種別, 가격 

별, 시 기별로 정 리 하고 특히 현재 유행 품의 완성 샘 플 

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색깔올 갖춰서 둘 필요가 있다. 

또 새 재료의 샘플, 각종 컬러 샘플, 혹은 갖가지 완 

성과정이나처리의 실험적 샘플 등을 정비 流行色의 

자료, 전문지의 자료, 디자인 관계의 서적을 정비하고 

意匠公報, 실용신안公報 둥을 정비해 둔다. 특히 중요 

한 것은 自社제품 파트의 코스트 등의 자료를 완전히 

모아 두는 것 이 필요하다.

디 자인 부문 내의 환경 은 반드시 그렇 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북한 환경은 없애고 자유로운 

토론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의 양성이 될 수 있는 분위 

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인조직에 있어 디자인 담당 부문이 영업부문의 일부 

에 두어졌을 경우라든가, 設計부문의 한 모퉁이에 두 

어졌을 경우라든가는 거북할 경우가 많고 디자인올 하 

는데 不適合한 환경 일 때 가 많다. 또 디 자인 부문의 長 

은 반드시 디자이너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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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더우기 다각적인 

視野를 가진 人物로 게다가 디자인의 운용방법이나 다 

른 부문과의 접촉 등에 主力을 쏟아주는 정책적 수완 

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디자이너도 한 종업원인 이상 디자인의 스케줄에는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책임을 확실하게 수행하 

게 되면 작업도중의 과정에서는 너무 制約을 주지 않 

는 편이 좋다. 또 디자인 부문은 일의 성격상 다른 부 

문과는 달리 책상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다. 이것은 아 

이디어를 찾아서 외출하고 작종 각색의 것을 브고 다 

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뎐에서도 다른 

부문과 함께 同居하는 것은 디자이너 자신올 거북하게 

하고 다른 부문의 사람에게 있어 바람직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 부문은 독립된 사무실올 갖 

는 편이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결과가 된다.

또, 디자인 부문은 디자인 연구를 위해서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모델 완성까지의 試作을 받아쥔 디자인 

부문에서는一任시켜줄만한 회사측의 度量이 필요하 

다. 새로운 업자의 활용이 나 선진기술을 가진 업자도 

자유롭게 접촉해 나갈 기회가 적고 購買부문이나 外注 

부문의 사람들의 편의본위로 움직여져서 생각지 않은 

제약을 받게되어 디자이너가 인도하는 加工, 處理, 完 

成過程이 뜻대로 맡겨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띈다.

디자이 너는 작업 상 항상 여 러 가지 상품을 디자인하 

는 입장에서 보고 있으므로 츨하되고 있는 상품의 재 

료나 완성 , 작업 , 처리 등에 관해서의 공부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또 다른 회사의 디자이너 등과도 交友관 

계에 있어 서로 연락이나 지식의 교환 등이 있다. 회사 

는 디자인의 창작의욕을 저지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서 최 대한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는 데에 마음을 쏟아 

야할 것이 다.

4. 디자인 管理

디자인 管理란 綜合管理의 일면을 관통하는 구체적 

내지 추상적인 행위에 관한 관리인 것으로 직접 經營 

에 기여하는 디자인 行爲를 중심으로 한 온갖 팩터의 

綜合有機的 管理이다.

디자인이라는 작업 이 넓은 분야와 관련하는 만큼 관 

리라고 하는 문제도 많은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동시 

에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관리 를 대 별해 

보면「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찰방법,「물건」즉,「商 

品」을 중심으로 한 관찰방법이 있어 後者는 생산관리 

와 판매관리에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管理의 4原則

① 디자인과의 制定 : 하루 하루의 작업에 대해서 상 

당히 높은 專門的 課業(task)을 명확하게 정할 것.

② 디자인에 관련된 諸條件의 標準化 : 종업원에게 

나타내는 과정은 상당히 높은 표준의 것 이 아니 면 안되 

는 것과 같이 諸條件 및 用具, 方法 둥을 표준화하여 

그 과정이 확실히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③ 작업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 報酬 : 과업을 성취한 

경우는 확실히 높은 보수를 지불하고 非成就의 경우는 

감액한다.

④ 최고과정을 몸에 星이는 訓練 ： 일류의 종업원이 

아니면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상의 4原理를 실시하는 순서로서 「計劃」「實施」 

「統制」를 생 각할 수 있 다. 즉, 디자인의 計劃 (Design 
Planning), 디자인의 實施(Designing), 디자인의 統. 

制(Des运n control), 이 3個의 항목은 기업전체로서 

볼 수도 있고 한 디자인 부문 내의 작업상에 적용될 

수도 있다.

(1) 企業全體로서의 디자인 管理

디자인 計創: 企劃부문이 주최하는 기획회의에서 디 

자인 계획이 창출된다. 기획부문은 경영자의 의향을 

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重役이 참가 하는 

수도 있으나 디자인 부문은 의부 디자인의 정보나 部 

內의 의 향, 능력, 희망 등을 술회, 기술부문은 생산기 

술상의 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구현하고, 제조부문은 

제 조능력 이 나 제 설 비 에 관해 서 의 견을 제 공하고 판매 

부문은 경쟁품의 평판이나 自社제품의 판매의 狀況을 

제출하고 시장에서의 고충이나 희망을 술회한다. 그리 

고, 신제품의 발매 시기나 가격 등 영업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要求를 제출한다. 여기서 新디자인의 기획 

이 이뤄지고 重役會議 결의를 거쳐 社長명 령으로 디자 

인 부문에 제품계획서가 온다.

디자인의 實施 : 디자인 기획회의에 의한 결론을 기 

초로 해서 디자인 부문에 그 작업의 모든 것이 맡겨지 

게끔 된다.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문에서 계속적으로 

보내져 오는 식의 구성으로 해두는- 것이 긴요하다.

디자인의 統制 : 디 자인의 실시는 기획부문에 제출되 

는 모든 資料에 의해 가장 유리하게 또한 效果的으로 

짜여지는 全社的인 日程계획에 의해서 콘트롤 된다. 디 

자인이 결정되고 試作品을 검토해서 생 산계획에 짜여 

지는 데까지 企劃부문이 社長의 權限을 대행해서 감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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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部門 內에서의 더자안 管理問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디자이닝을 관리하는 곳과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곳에서 합해전 다. 

건에 의해서 각기 겁사규격을 다르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더자이너가 의도한 색채가 균일하계 

제품 위에 나타나 주지 않으면 곤란한 것으로 디자인 

그 作業의 主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문에는 반드시 오스트 월드 시스텔에 의한 것, 먼셀 

® 디자인의 日程管理는 희망발대시기에서 역산되어 시스템에 의한 것 동 권위있는 컬러 시스템의 見本帳 • 
세워전 생산계획에 바탕을 두고 디자인의 일정이 제위 울 준비하고 原料공장이나 外注工場에 같은 見本帳울 

진다. 이것에 의해 디자안의 진행상태를 감독해 나가 준바시키는 것이 바람칙하다. 
지만 아것은· 포인트가 되는 會議, 최종 意匠결정이 어 染料, 顔料, 塗料, 잉크, Ep居!， 製紙, 皮革, 電親,
느 싯점이 아니면 어느 달 발매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필름, 織結, 食品, 藥品, 砲子, 合成樹脂, 바닐, 고무 

能力의 限度 내에서 디자인 결정회의의 예정이 준비되 등의 색채에 관련한 모든 工業에 있어 색채의 과학적 `‘ 
고 후에는 회사의 규모, 디자인 능력, 機힘 등에 의해 측정, 比毅측정을 행하고 겁사용은 물론 생산관리를 
서 그 會社에 알맞는 日數룰 작성하고 日程을 짜야 할 

것으로 단번에는 말할 수 없으나 디자인 부문에서는 

일단 企劃會議 이후 디자인 결정의 회의까지의 日程을 

관리하면 된다. 

® 模型試作 (量産試作온 包含되 지 않음)을 위 해 서 

필요한 圖面을 정 비 하고 관계 부문에 수배 하돈가, 디 자 

인에 필요한 종합적 협의회의 개체를 찰 처리하며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영업부문이나 생산부문 및 기술부문 

과의 연락조정 등을 잘 다듬는다. 

® 결정하는 意匠 및 변경한 意匠에 관해서의 社內

情報룰 취급한다. 

@ 의 장등록의 수속 및 匠 登錄意匠의 有無, 유사성 

등의 검토 

® 결정한 意匠에 관한 管理는 외관에 미치는 온갖 

要素-사이 즈, 完成處理, 材質, 色彩, 光澤 둥―의 샘 

풀을 정비하고, 관계방면에 배포하며, 그 견본에 대한 

충실성을 기대한다. 

@ 디자안에 팔요한 資料의 處理는 경쟁회사의 제품 

또는 캐 털로그, 사전 등을 품종별, 가격 별, 발매 시 기 

벌로 정리하고 기타 디자인에 참고가 되는 제품의 實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항의 「결정한 意匠

의 관리퍼지만 실제로 잘 만나는 및 가지 점에 관해서 

다음 項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둔다. 

(3) 生産上의 더 자인 管理

色彩管르 : 오늘과 같이 많은 색 깔을 사용하계 되 면 

색채의 관리도 복잡하게 된다. 塗裝, 染色, 印E:] 등 물 

위 해 서 도 가농하면 色差計 (Color difference meter) 를 

설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塗裝하나만 하더라도 

塗料의 두꺼운 칠, 얇은 철의 정도에 의해 혹은 下質

의 영향으로 매우 색채가 훈어지는 것이다. 可能하면 

이 훈어전 색깔의 限度見本울 필요한 곳에 준비해 두

고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겁사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기타의 사정을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제에는 좀체로 사무적으로만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색채 뿐만 아니라 직업의 합리화를 위해 기 

술부문 혹은 제조부문에서 이 정도의 완성처리를 해 주 

떤 및 개에 몇 시간의 철약이 된다든가 하는 석의 요 

구가 나올 경우도 있다. 외관상 혹온 商品 性質上으르 

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계 변경해도 

무방하지만분명히 의관상혹온상품 성질상에서 영향을 

할 경우는 양보할 것은 아니다. 색채와 마찬가지르 光

澤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저 단순히 광택이 있고 

반광택 및 共澤해소 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금후는 

매우 주의해야할 점이다. 

色名의 管理 :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판매업무에 있 

物, 사진, 구距길로그 둥을 정비하고 데아터, 카아드를 어서도 色名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준비해서 이것울 기입해 둔다. 물론 自社제품은 한번 데 실제의 작업상에서는 色名이 때때로 문제믈 불러 

보아 알 수 있게끔 機種別, 價格月誌느 정리하고 현 유 일으키는 수가 있다. 

행품에 있어서는 모든 색깔을 갖춰 둘 필요가 있다. 色名온 더자인의 임포메이션 셀터인 더자인 부문에서 

또 새 재료의 샘플, 각종 컬러 샘플 등을 관티하는 외 확실하고 一定한 銘名法에 따라서 불여야 할 것이다. 

에 流行色의 자료, 專門誌의 자료, 더자인 관계의 서 유행의 색명도 판대정책상은 유효하지만 社內에서 쓰이 

적을 정바하고 意匠公報, 實用新案公報 둥의 정리를 는 色名은 별도로 정확하계 붙여둘 필요가 있다. 색채 

한다. 는 현물 샘플을 충분히 준비해서 팔요부문에 베포하 • 

*

 

4

 

빼 

고, 먼셀記號 혹은 오스트 월드 記號와 같은 권위있는 

표시기호륜 붙이고, 色名울 반드시 첨가할 필요가 있 

다. 塗裝공장은 塗料會社 멋대로의 명명에 따라서 부 

르고 있거나 판매부문은 훔耕참의 편의상 혹은 성산부문 

과의 在庫照合의 편리함을 위해 간소화한 속칭을 사용 

하고 맡겨 나 플라스틱 은 풀타스틱 으로 原料회 사 또는 

販賣代理店에서 붙인 명칭대로 成形品아 납입되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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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문이 그 명칭을 쓰고 있든가 제품의 組立현장은· 

현장에서 안이한 기분으로 멋대로 명칭을 붙이고 말든 

지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예가 보인다. 물론 완전한 

계획생산으로 個數와 제조기한이 정해쳐 있고 그 이의 

어떠한 受注에도 옹하지 않으려는 메이커라면 막상 몰 

라도 도중에 중지해도 受注가 있으면 재생산하거나 도 

중에 색채변경을 가끔 하는 데이커에서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 다. 품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特注가 있 어 서 

기한적으로 서둘러야 할 경우 色名이 확실하계 관리되 

어 있지 않으면 그 처리에 상당히 번잡한 시간을 빼앗 

기고 를리기 쉽다. 또 최근에는 수출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수출의 경우에는 새로이 색깔 

이름을 고쳐서 생 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적철한 

銘名法울 재빨리 채택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세계에 

공통되는 方法으로 色名율 정해나가야할 것아떤 또 세 

계에 공통된 색깔 이름을 써 나가고 싶은 것이다. 

外注試作品의 管理 : 시 작품을 만드는 곳과 量産시 키 

는 하청 공장이 다론 경우에 이따금 意匠上의 문제가 

일어난다. 아것은 의주관리나 품질관리의 문제로 해결 

이 가능한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것이 종합된 것으로 
서 디자인 관리의 문제가 있다.

시작품에 관해서는 대체의 경우 외관상의 완성처리 

나 색채에 관해서는 의외로 더자인 부문에서 까다롭게

말하고 있으나 각 부분의 사이즈에 관해서의 겁토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 그대로 현물 샘플로서 量産울 

위해 다론 하청공장으로 돌려질 수가 있다. 물론 분간 

할 수 있는 면은 생산설계도에 의촌하면 그만이지만

작업원은 현물 견본쪽아 얼핏 느껴지므로 이에 지나치

계 의존해서 재료를 끊기거나 하는 수가 가끔 처질러 

지고 있다. 견본과 도연을 충분히 겁토하지 않는 것

이 잘못이지만 컹우에 따라서는 재료手配의 관계타고

품종도 많고 가장 그 디자인에 적합한 재료와 成形방 

법을 선택하면 좋은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곧잘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成形時에 발생하는 色斑 및 퇴색성의 

문제로서 색깔에 따라서는 사용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原料會社에서 실험 데이터를 재 

시케 하고 아것을 컬러 탑으로 분류해 서두를 경우의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를 첨부한

것을 먼저 사용하고 期間的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는 

원료 데이커에계 연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 

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충분한 겁토가 있는 것 

등으로 확실하계 분류하고 意匠담당부문 분만 아니 타

영업부문에도 준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리를 태만히 하면 이따금 量産준비상의 작업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또 量産 중에 문제가 일어나 이 

미 제품이 일부 市場에 출회되어 버 린 경우에는 영 업 

부문까지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 어려운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匠成部品의 管理 : 디 자인을 위 해 필요한 匠成의 外

裝部品 도면온 동일부품 도면마다 분류해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동일개소의 치수나 誤差의 허용범 

위를 정하기에 편리하면 또 함부로 유사형태의 부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도 한 번 보아 알 수 있게끔 集錄

해 두고 싶다. 될 수 있는 한 부품의 획일성, 공통성 

에 중점을 두고 색채에 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生産上 많온 노력 과 혼란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도 價値工學의 견지에서 디자인 관리의 중요한 작업이 

다. 

統計的 意匠資料의 관리 : 과거의 형태, 색채 둥의 

설정 은 금후 디 자인의 方向을 정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수가 많다. 품명, 제품번호, 사전, 배색 (칙접 비 

쥬얼하계 캐치되는 편이 바람직함) 및 특칭, 발매기간 

칭해서 견본이나 도탄이나물 조금이타도 빨리 가지고 코스트 구성 동을 명시한 일람표를 만들어 두고 늘상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바타는 것이타 하더라도 충분한 과거 제품의 실정율 디자이너는 갈 인식해 나가지 않 

설명도 주어지지 않고 그 어느 것이나를 입수하면 조 으면 안된다. 현재 유행품은 물론이고 과거 수년 간의 

금이라도 「數」를 먼저 울려 놓으려 하기 때문에 겁토 변천은 언제나 알고 있지 않으면 신규 의장울 창출할· 

부족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수가 많다. 특히 큰 메이커 경우에 실패하는 수가 있다. 도 동일한 사실을 경쟁 

논 하청공장에 대해서 균일한 품질과 納期가 까다롭 제품에 있어서도 잘 분류하고 분석적 연구를 태만히 

기 때문에 드디어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 아 때문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

블 에 조그마한 하청공장이 쓰러지는 수도 있다. 기구부 집 정리는 참자로 있어도 영업부문 또는 조사부문에서 

나 다론 부분과 관계가 있는 파트를 만드는 곳에는 관 행하여 디자인의 자료로서 계속적으로 보내져 오지 않 

계 파트와의 조립도를 작성하고 될 수 있으면 관계 파 으면 의마가 없다. 정리자료는 디자안 부문과 영업부-

트몰 제시해 주고 싶다. 또 동일 파트가 둘 이상의 하 문에서 공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건요하며 이것은-

청공장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특히 엄중하계 완성품을 상품계획에 필요한 자료로서 문만 아니라 디자인을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플라스틱의 管理 : 풀라스틱온 금속만콤 안정된 재료 「工業7처켜`./ll) 實際j에서 

타고는 할 수 없다. 최근은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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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디자인의 色彩計蒯
Colour planning, composition of industrial design •

愼 相 宰

•首都女師大 應美하長

색 처는 형 태와 아울러 공업디 자인의 視覺효과를 좌 

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색체가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인간의 지 각이나 감정을 지 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색채를 단순히 審美性을 대 

상으로 해서 造形的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생산믈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심리적, 생리적 혹은 정신적 믈리 

적으로 합치 된 기능성을 가지 도록 계획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오늘의 공업디자인의 색채는 디자이너의 配色 

감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계획 原論의 

일환이 라고도할 단한 색채계획의 이론상에 서서 설계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물른 공업디자인의 최대 

의 요소는 造形인 것이며 디자이너의 우수한 造形감 

각이 디자인 색채의 전체에 틍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색채를 보다 합리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색채 

의 기능성에 관한 실험이나 조사, 연구를 集積하고 

체계화한 과학기술로서의 색채계획 및 이른의 확립이 

필요한 것 이 며 그 이 론을 기 초로 해 서 디 자이 너 의 조 

형감각이 보다 효과적으로 살려져야 할 것이다. 색채 

계 획 이 라는 말은 Color Planning 의 譯語이 다.

비 숫한 말로 Color Conditioning （색 채 조절 ） 이 라든가 

Color Scheme（색채설계） 이라든가 하는 語句도 있고 

배색에 있어 색채의 기능을 이응한다고 하는 점에서 

는 동일하지만 대상이나 목적, 혹은 수단의 団에서 상 

위한데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이 중에 서 Color Planning 이 가장 광범 위 하게 쓰 

여지고 있다.

이것은 상업, 공업 혹은 생활의 면에서 색채의 효용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Howard 
Ketcham의 “Color Planning" （1958. New York） 이 라 

고 하는 서적에 게재되어 있는 항목은 디스플레이, 패 

키지, 공장, 車輛, 제품, 사무소, 광고, 컬러, TV. 다 

일렉트, 메 일, 메이컵 , 服飾, 주택 , 실내 , 캄프라쥬 

라고 하는 식이다. 주로 경영에 연결된 능를화라든가 

판매선전의 효과를 겨누고 그 반증으로서 색채에 관한 

리서어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한편 Color Conditioning 은 색 채의 심리적 생 리적 

기능에 바탕을 두고 공장, 사무소, 병원，학교 등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색채를 계획적으로 이용하 

는 일이 다. 또 Color Scheme 은 디 자인의 스케치, 혹 

은 모델의 과정에 있어 배색을 계획하는 것으로 말하 

자면 配色草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공업디자인의 일부인 것이며 색 

채의 기능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를 두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색채전문의 컬러, 콘설탄트나 디자이너 

의 美的 感覺에 의해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디자인의 색채계획의 이론으로서 연구정리할만 

한 항목은 생산물의 색채의 광학적 문제, 생리적 문제， 

심리적 문제 외에 재료色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문제 

사회환경 과의 문제, 상품성 과의 문제 등이 있고 그것 

들은 디자인의 용도, 목적, 기능, 구조, 유통과 관련 

하는 구체적인 색채계획 원론으로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고에 서는 공업 디자인으로서 의 색채 계획을 제품, 

색채계획, 색채조절, 완전 색채의 입장에서 색채기능 

을 위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의 기능 

은 시 각에 관한 인간공학적 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디 

하자인의 색채로서 중요한 상품성의 문제 둥에도 언 

급고 간소하기는 하지만 색채계획론으로서의 기술적 

방향올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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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製品의 色彩計劃

1. 색채계획상의 색채효과의 응용

제품이나 차량의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색채의 

시 각효과나 감정 효과 둥 보는 사람에게 호소하 

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면 안되며 다음과 같은 

기초적 사항을 색채계획에 이용하는 것이다.

(1) 색채의 視認効果

제품의 색채가 사람눈을 끌기 위해서는 배색 

의 선명 성, 특이성, 강한 콘트라스트 둥이 조건 

이 되지만 특히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視認度 

나 주의가치를 계획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視認度 (Visibility) 라면 색채가 배경이되는 환 

경에 대해서 식별되는 시기를 말한다.

視認度의 고저 즉, 잘 보이는지 보기 어려운 

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배경 색 사이의 명도의 

차이에 의해 정해지는 수가 많다.

비록 색상이 달라져 있어도 명도가 흡사하면 

보기 어렵게 되므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명도의 차를 가릴 필요가 

있다.

視認度의 고저는 주로 명도 차에 의하지만 보 

기 어려운 것은 명도가 비슷한외에 형태가 작을 

때라든가 채도가 낮을 때라든가 보는 거리가 먼 

때라든가 또 형태가 복잡한 때에도 발생한다.

더 우기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주의 가치 (Att
ention Value) 라고도 하지만 보이기 쉽다고 하 

는 것만이 아니고 주위와 이질적 인 것에 의해 

일어난다.

즉, 주위와 아주 다른 색채가 있으면 눈에 띄 

게 된다.

일반적으로 색조로 말하면 밝은 색, 채도가 높 

은 색 혹은 暖色의 편이 어두운 색, 채도가 낮 

은 색 및 寒色보다도 눈에 띈다.

店頭에 보이는 상품 패키지의 색채 등은 특히 

이처럼 눈에 띈다고 하는 것 즉, 視認度가 중요 

시 된다.

(2) 색채의 審美性

제품의 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쾌감을 주기 위 

해서는 배색에 있어 전체 색조, 밸런스, 조화 둥 

의 조건이 잘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 색조는 배색 전체로부터 받는 느낌 인 것 

이며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가진다.

① 색상을 暖色系로 정리하면 추워진다.

② 색상을 난색이나 채도가 높은 색을 주로 

하면 자극적이 되며 寒色이 나 순도가 낮은 색을 

주로 하면 평온하고 조용한 느낌이 된다.

③ 명도가 높은 색을 주로 하면 밝고 경쾌하 

게 되고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하면 어둡고 무 

거운 느낌을 준다.

④ 색상이나 명도를 비둥하게 고르면 활기가 

있고 類似하거나 동등하게 고르면 온화한 느낌 

이 된다.

⑤ 색상의 수를 많이 하면 번화하게 되고 작 

게하면 쓸쓸한 느낌 이 된다.

배색의 밸런스란 각기의 색이 갖는 감정적인 

무게나 강함이 면적과의 관련으로 균형을 취해 

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① 일반적으로 난색이나 순색은 寒色과 濁色 

에 비해서 작은 면적으로 하는 편이 밸런스가 

잡히기 쉽다.

② 순도가 높고 강한 색과 같은 것에는 前者 

의 면적을 작게 하고 後者의 면적을 크게함에 

따라서 밸런스가 잡힌다.

③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상하로 배색할 때 

밝은 색을 위로 하고 어두운 색을 아래로 하면 

안정되지만 어두운 색을 위로 하고 밝은 색을 

아래로 하면 동적인 느낌이 된다.

배색의 조화는 질서라고 하듯이 배색의 색채 

간에 적당한 질서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즉, 색채의 변화와 통일이 밸런스를 취하고 

있을 때에 보는 사람에게 조화해서 아름답게 보 

이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배 색 간에 적 당한 명 도의 

차가 있는 것으로 명도에 차가 없으면 색상이나 

채도에 변화가 있어도 좋지 •않다.

명도관계는 明色과 中明色, 明色과 暗色이 중 

요한 기준이지만 어느 정도의 명도 차를 明色同 

志, 中明色 同志, 暗色 同志의 배색도 된다. 그 

러나 명도에 커다란 차가 없을 때는 색상으로 변 

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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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관계에서는 同一色相, 類似色相과 같이 

극히 유사한 同志의 경우와 중간 색상으로서 적 

당한 색상 차를 취할 경우와 대립색상으로서 반 

대색올 배색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서. 

도 명도에 적당한 차를 붙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채색관계에서는 채도가 높은 순색동지의 배색 

은 지나치게 강렬하므로 어떤 것이든 채도를 떨 

어뜨린 색을 사용한 편이 온화하고 가라앉은 배 

색이 된다.

특히 赤과 靑綠의 순색동지와 같이 補色관계 

에 있어 더욱 명도도 닮아 있는 순색배색은 너 

무 강렬해서 不調和해 지지만 백이나 흑을 보태 

서 명도나 채색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밸런스가 

취해져 불조화가 완화된다.

(3) 색채의 감정효과

제품의 색채는 보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 색채 감정 이 제 품의 사용목적 이 나 종류 스 

타일 둥에 알맞는지 어 떤지 하는 것이 하나하나 

제품의 색채효과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색채의 감정효과에는 공감각으로서의 색의 暖 

寒, 輕重, 硬軟 둥의 고유감정 이 나 興奮沈靜, 

强弱, 明快陰氣, 豪華, 地味 등의 표현감정이 

다.

88色의 색표에 의해서 색채감정을 색의 3속성 

과의 관계에서 조사된 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색채의 暖寒感

주로 색상에 영향을 받아 색상의 赤(R), 朱黃 

(YR), 黄 (Y), 赤紫 (RP) 가 暖色이 고, 黃綠 

(GY), 綠 (G), 紫 (P) 가 中性色, 靑綠 (BG), 靑 

(B), 靑紫(PB)가 寒色이다.

◊ 색채의 輕重感

명도에 의해 정해지고 명색 (V6 以上)은 輕感, 

暗色 (V5 以下) 은重感이 된다.

◊ 색채의 硬軟感

명 도가 주로서 채 도도 조금은 영 향한다. 명 색 

으로 低彩色의 色은 軟感, 暗色으로 高彩度의 

색은 硬感이 된다.

◊ 색채의 강약감

명도와 채도에 영향되어 저명도, 고채도의 색

은 强感, 고명도, 저채도의 색은 약감이 된다.

◊ 색채의 明快 陰氣感

명도와 채도에 영향되어 고명도 고채도의 색

은 명쾌감 저명도의 색은 陰氣感이 된다. .

◊ 색채의 豪華 地味感

채도의 영향이 가장 크고 명도도 관계한다.

고채도, 고명도의 색은 호화, 저채도, 저명도의 

색은 地味感을 나타낸다.

y
(4) 색채의 連想

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은 색채감 

정과 함께 색채를 보았을 때 발생하는 연상이 

다.

이것은 색을 볼 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 • 

해 내는 것인데 종래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는 

것이지 만 국민성이나 성별 혹은 연령 층에 의해 

다른 것이다.

색채의 연상에는 구체적인 연상과 추상적인 

연상이 있다.

연령적으로는 幼年시대에는 주위의 동식물이 

나 食品이나 풍물, 衣服 등의 색깔과 같이 구체 

적 인 연상이 많고 성년이 되 면 사회생활에 결부 

된 추상적 관념이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제 

품의 색채의 연상은 제품의 색채를 보았을 때 

생기는 것으로서 특히 추상적 연상이 그 제품의 

성격으로서 보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주므로 중 

요하다. 또 색채의 연상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 

공통성을 갖고 그것이 일반화 되면 어떤 색채가 

특정한 일을 나타내게 되어 색채의 상징 즉, 심

볼이 된다. +

예를 들면, 赤色은 애국정신이나 혁명위험을 

의미하고, 綠色은평화와 안전, 청색은 행복, 紫 

色은 고귀, 백색은 결백, 흑색은 불길이나 엄숙 

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색채의 상징 

이 오늘에는 안전표지나 교통표지의 색채로서 . 

새로운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

다.

그 밖에 특정한 색채가 기업체를 상징하는 브 

랜드 컬러로서 쓰여지는 수도 최근 많아지고 있 

다.

(5) 색채의 好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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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상품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게 

다가 생활용품으로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색채 

에 대한 대중들의 기호여부를 고려함이 중요하 

다.

색채를 좋아하고 싫고는 개인 차도 크지만 통 

계적으로 보면 국민성, 성별, 연령별에 의해 어 

느 정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애호색아 관해서 압도적인 경향을 살피면 남 

성은 靑（純）, 황（純）, 黃綠偉电의 순이며 여성 

은 黃（純）, 赤（純）, 靑（純의 순으로서 黃（純）, 

靑（純）은 어느 쪽이나 모두 좋아한다.

색상은 남성에게 靑이 압도적이며 무채색은 

그 다음이다. 여성은 무채색이 제일이고 赤, 

赤紫가 그 다음이어서 명확한 상위를 보이고 있 

다.

색조는 남녀 모두 순색, 무채색이 高率이고 

純色 이외의 청색이 中率, 濁色이 低率로서 밝 

음에 관해서는 明色, 暗色, 中色의 순으로 선택 

율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忌避色에 관해서 보면 남성 여성을 

통해서 灰色（暗）이 거의 각 연령층의 수위를 차 

지하고 다음으로 남성은 赤）純） 灰（中）, 여성은 

灰（中）, 黃（暗淸）으로, 그리고 양자를 통계하면 

灰（暗）, 灰（中） 黃綠（暗淸）이 되고 회색의 기피 

가 눈에 띈다. 따라서 색조는 무채색이 압도적 

고율이다. 그리고 순색 이외의 淸色, 탁색의 순 

이 되지만 後의 3者는 애호색으로 현저한 선택 

율의 차는 없다.

명도에 관해서는 암색이 고율로서 中色 明色 

의 순이 된다.

총괄적으로 보면,

① 색채의 好惡에 대한 차이는 무채색과 순색 

이다.

② 무채색 중에 白은 전반적으로 좋아 해서 

灰（暗）는 극도로 싫어하지만 흑은 低연령층에서 

는 싫어하고 고교생 이상에서는 좋아한다.

③ 순색은 저연령층에서는 대단히 좋아하고 

고연령층에서는 싫어한다.

④ 탁색은 저연령 층에서 는 좋아하지 않고 싫 

어 하는 경 향이 강하지 만 고연 령 중에 서 는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다.

⑤ 明色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만 고연령층에 

서 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⑥ 암색은 저연령충에서는 극도로 싫어하고 

고연령충에서는 좋아한다.

⑦ 순색 이외의 청색 및 중색은 어디에도 기 

울지 않는다.

2. 제품의 색채계획

제 품디 자인 （Product design） 은 공업 제 품의 미 

적, 기능적, 상품적 조형계획으로서 조형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형태, 색채, 재료, 구조 둥의 구 

성요소에 의해 표현되지만 그 중에서도 색채는 

시각적 訴求効果와 심리적 기능성의 점에서 극히 

중요하다.

제품 디자인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떠한 

색채를 선택하고 배색하면 디자인의 목적에 가 

장 적합한 것이 되느냐 하는 면밀한 계획이 세 

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디자인의 용도와 목 

적에 따라서 효과적인 색채를 선택하고 배색하 

는 것 이 색채계획 （Color Planning） 이 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연구 검 토되 어 

야 한다.

제품 디자인의 색채계획은 다른 조형의 요소와 

동일하게 디자이너의 개인적 감각에만 의해서 처 

리 되 는 것 이 아니 고 용도와 기 능에 적 응하는 합 

리성을 인간공학의 견지에서 추구하는 한편, 생 

산방식과 가공기 술에 대 한 적 합성 을 고려 하고 

다시 제 품계 획 （Product planning） 의 처 지 에 서 시 

장조사 등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대한 통계적 데 

이터를 증거로 하여 판매 촉진의 효과를 겨누어 

계획할 필요가 있다.

（1） 색채의 기능적 특성

제품은 대량생산되는 것이며 그 색채는 사용 

자층의 시각에 호소해서 감정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의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그 

것이 보는 사람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 

는 색채의 기능적 특징을 분석해서 생각할 필요 

가 있다

제품 디자인의 訴求力으로서 작용하는 색채의 

특성이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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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채의 선명성 (Vividness)

선명한 색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하므로 

써 흥미와 관심을 반사적으로 그 제품에 쏟아지 

게 한다. 물론 제품 디자인의 색채는 어떠한 색 

깔이라도 선명하기만 하면 좋으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눈에 띄지만 보는 사람에게 불쾌 

감을 주거나 또 지나치게 선명해서 목적에 적합 

하지 않은 수도 있다. 요컨대 제품의 성격이나 

.사용자층에 따라서 그 이용목적에 적당한 선명 

도를 가진 색채가 선택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색채의 특이성 (Novelty)

주위의 색채에 대해 변해 있는 색채가 있으면 

보는 사람의 흥미를 끌게 된다. 특이한 색채의 

제품은 보는 사람에게 명확한 인상을 주게 되지 

만 너무 지나치게 특이하면 場이 다른 不協和가 

되어 불쾌감을 주게 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야할 것이 다.

③ 색채의 適切性 (Appropriateness)

색채가 그 제품에 있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보는 이에게 유효하게 작용해서 호감을 주게 하 

므로 중요하다.

이 적 절함은 제품의 종류, 용도, 사용자층 등 

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선풍기에는 선풍기다운 

색채, 자동차에는 자동차다운 색채가 요구된다. 

색채의 조화란 바로 그 적절성을 살린 아름다움 

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④ 색채의 注目性 (Attractiveness)

색채를 보았을 때 갑자기 마음이 끌리면 그것 

이 제품에 대한 흥미로 이행한다고 하는 것도 

색채가 갖는 효과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을 

끈다는 것은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나 강한 對比 

이외에 전술한 선명도, 특이성, 재질감 등의 요 

소가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상품의 색채가 사 

람의 눈을 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이 

흥미 에서 신뢰감으로 변하고 사고 싶다고 하는 

의 욕이 생 겨 야만 성 공하는 것 이 다.

⑤ 색채의 현실성 (Realism)

색채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보이게 하는 효과 

가 있다. 예를 들면 통조림의 라벨로 내용물을 

알 수 있듯이 사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컬 

러사진으로 표현하거 나 프린트 모양의 식 물이 나 

동물을 현실적으로 나타내 거 나 또 모조품을 진 

짜처럼 보이거나 하는 것도 색채가 갖는 현실감 

을 이용한 것이다.

⑥ 색채의 유용성 (Usefulness)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색채에 의해서 그것이 명료 

하게 표시되는 수가 많다. 제품을 색깔별로 나 

눔에 따라서 식별이 용이하다든가, 기억의 지속 

이 라고 하는 효과가 증대하는 수가 적지 않다.

⑦ 색채의 特殊性 (Distinctiveness)
■ 색채의 특수성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관련 

해서 일정한 색채를 영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 

는 식으로 이용된다. 즉, 어떤 색채를 보면 특 

정의 기업이나 상품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⑧ 색채의 固有訴求性 (Innate appeal)

색채가 갖는 고유의 소구력은 連想, 교양, 적 

절砌감정, 효과, 아름다움, 嗜好, 관습 둥 보 

는 사람의 심리적 조건이 혼합된 것이지만 그 

구매층에 따라서 하나하나 특징있 는 소구력 을 

살리는 것이 유효하다.

⑨ 색채의 상징성 (Symbollism)

赤은 위험을 의미하고 綠은 평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색채의 상징성은 극히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어느 색채가 무엇을 상 

징하는가 하는 것 은 습관에 서 발생 하고, 또 자 

연물에의 연상에 의한다고 하는 식의 심리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어 디서 나 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 또는 민족에 의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 

므로 그 선택방법에는 주의를 요한다. 어찌되 

었든 색채를 심볼로 사용함에 따라서 상품에 

대하여 색채에 의한 情報의 기능을 줄 수 있 

다.

(2) 제품에 대한 색채계획의 목적

제품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우의 판매효과를 

조장하는 것과, 제품을 사용할 때의 기능적 적 

합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양면이 있는데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판매 에 있어서 제 품을 눈에 띄 게 하고 품 

질의 우수성을 암시한다.

② 경쟁상품과 식별시킨다.

③ 제품에 흥미를 일으켜 매력을 준다.

④ 제품성격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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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브랜드 컬러로서 메이커의 상표와 제휴시 

킨다.

⑥ 시각적, 감정적으로 제품의 기능을 조장하 

고 合目的性을 부여한다.

⑦ 동일제품의 사용부분을 명시한다.

⑧ 취급에 대한 제품의 汚損을 방지한다.

(3) 제품에 대한 색채계획의 조건

제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소비자의 

욕구에 합치 하고 그 수요를 만족시 킴 과 동시 에 

기업에 커다란 수익을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품의 색채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① 소비자에 대해 美的 訴求力을 가지는 색채 

일 것.

소비자가 그 상품을 보았을 때 사고 싶다는 

기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품의 색채는 아름답 

게 그리고 강한 마음을 끌어붙일 만한 소구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② 제 품의 목적 용도 기 능에 합치 하고 형태와 

아울러 아름답게 조화하는 색채일 것.

제 품의 색 채 는 그 제 품자체 가 시 각적 으로 보 

다 유효하게 될만한 것을 고를 필요가 있고 더 

욱 제품에 알맞는 색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색채가 갖는 이미지가 제품의 용 

도나 스타일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③ 사용 환경에 적합한 색채여야 할 것.

제품이 실제에 쓰여질 경우에 그것은 단독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환경 

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전기 냉장고는 주방에, TV는 거실 

에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제품의 색채는 환경의 

색채에 조화하고 더구나 그것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④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근대 

적인 감각을 가진 색채이어야 할 것.

현대의 제품 디자인은 이른바 장식성이 적고 

명쾌한 근대적 포름이 요구되고 있으며, 색채도 

그것에 알맞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많 

은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할 것이 

다.

⑤ 구조에 대한 적합성, 堅實性 美觀 둥 재료 

의 선택과 새로운 재료에의 고려를 가진 색채이 

어야 할 것.

제품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료를 

고르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제픔에 대한 구조 

상의 조건에 적합하고 튼튼하며 아름답고 더구 

나 재료적으로도 새로움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색채는 그 재료의 색깔로서 효과를 크게 발휘하 

기 때 문이 다. '

⑥ 생산공정이나 가공기술에 대한 고려를 가 

진 색채일 것.

제품의 색채는 재료적인 면에서 생산과정상 

무리 가 없고 착색을 하는 작업이 용이해서 아름 

다움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적 당하다는 

채색재료로서의 제약 아래서 색을 고를 필요가 

있다.

⑦ 생산 코스트에 대한 고려를 가진 색채일 

것.

. 제품은 상품으로서 팔리는 것이며 판매가격과 

의 관계로 그 생산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재 

료나 제작공정의 제약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다. 색채는 그 제약 중에서 최량의 것을 선택해 

야 한다.

⑧ 경 쟁상품과의 관련을 고려 하고 판매 전시 

의 효과를 가진 색 채 일 것 .

제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店頭에서 판매되는 

경우, 색채는 고객의 눈을 끌게 하는 중요한 역 

할을 갖는 것으로서 陣列했을 때 경쟁상품의 색 

채오卜 헝크러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고 매력적 

인 색을 고를 필요가 있다.

⑨ 소비자 대중의 기호에 적합하고 신선하며 

유행에 대해 민감한 색채일 것.

상품으로서의 색채는 사용자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면 안되고 게다가 새릅고 유행의 색조를 가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 

키는 것만이 아니고 특매 효과의 점에서도 중요 

하다.

(4) 자동차의 색채계획

자동차의 색채는 공업디자인 중에서 도 특수한 

것 이 니 까 별도로 생 각하기 로 한다.

자동차의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려하 

지 않으면 안되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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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단순히 교통기관으로서 간주할 뿐이 아니 

라 메이커나 판매업자에게는 생활의 실용품이고 

악세사리이다. 어떤 경우는 선전매개체라는 것 

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동차의 색채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색채일 것.

승용차, 버스, 트럭, 선전 카아 둥과 같이 자 

동차에는 각각 사용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색채계획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둘면 승용차이면 審美性, 버스이면 특수 

성, 트럭이면 견고성, 선전 카아이면 시 각적 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여기에 적절한 

색채가 선택되어지 게 된다.

② 자동차의 스타일에 알맞는 색채일 것.

같은 승용차라 해도 메이커나 증별에 따라 스 

타일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의 디자인은 스타일과 색채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며 스타일이 線을 강조한 것이라든 

지, 볼륨감을 겨냥한 것이라든지 딜럭스調를 의 

도한 것 둥으로 나누어지므로 색조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감각이 매치되어 색채가 골 

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③ 근대적으로 신선한 아름다움을 가진 색채 

일 것.

자동차는 거의 해마다 新型車가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디자인은 첨 단적 인 시 대 감각을 리 드하 

는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그것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두의 건축물이나 복장 둥과 함께 유행 

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색채 

도 시대감각을 반영하여 현대적이고 참신한 색 

채효과가 필요하게 된다.

④ 주위환경에 조화된 색채라야 할 것.

자동차는 어디에나 달려 갈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자동차는 보통의 주행범위가 정해져 있 

다. 따라서 주로 도회지를 뛰는 승용차라면 그 

것은 가두의 건조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 주위환 

경의 색조와 조화되는 색채가 아니면 안된다.

또 農漁村을 뛰는 버스라면 푸른 산을 배경으 

로 해서 아름다운 액센트를 물들이는 색재이고 

싶다.

이와 같이 차동차의 색채는 단독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위의 환경색에 조화되는 

색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⑤ 訴求的으로 사람눈을 끄는 색채일 것.

자동차의 색채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으 

로 말해도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동차의 사용자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름답 

고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관 

광버스라든가 선전 카아와 같은 자동차에 있어서 

는 통행 인들에 게 시 각적 으로 訴求効果를 갖는 것 

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동차의 색채는 주위에 

조화하면서도 강한 對比의 효과를 가지고 사람 

의 눈을 끌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⑥ 경쾌한 느낌의 색채일 것.

자등차에 요구되 는 것은 경 돼 한 스피 드감이 다. 

물론 자등차의 경쾌감은 스타일에 의하는 수도 

많지만 흑색과 같이 무거운 색채로도 크름의 금 

속색이나 백색과 배색하게 되면 스타일과 함께 

경돼한 스피드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명쾌한 색조가 반가와지고 투 • 톤 • 컬러가 많이 

눈에 띄는데 자동차의 경돼감올 조장하고 보는 

눈에 메카닉한 미련없는 느낌을 부여하는 색채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⑦ 사용자의 기분을 상징하는 색채일 것.

자동차 중에도 승용차는 아늑한 기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마치 복장에 의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주어지는 것 

과 같은 것이다. 장중한 느낌, 스마트한 느낌, 

사치한 느낌 등 승용차의 색채는 독자적인 성격 

을 가지고 그것을 승용하는 사람에기 알맞는 색 

깔이고 싶다. 또 트럭 이 나 서 어 비스 카아 둥은 

회사나 상점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상징하는 색 

조임 이 긜요하다.

⑧ 대중 층에 호감을 주는 색채일 것.

자동차는 복장과 동일하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 색채는 스타일과 함께 대중의 눈에 

띄고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대중에 

게 좋게 보인다는 것은 승용차 중에서도 택시나 

버스의 경우 둥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그 

배색의 好不好가 승객의 多少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 데 이커 가 자동차의 표준색을 선정 하는 경 

우에도 대중들의 흥미를 가진 석이 상품으로서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컨슈머 리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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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둥 마아케팅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색채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⑨ 多色 배색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화하는 

색채이어야 할 것.

최근 유행의 투톤•컬러나 트라이얼 컬러 혹은 

버스 둥의 다색배색의 경우는 그것들이 총체적 

으로 아름답고 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조화는 

질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배색 상호간의 변화에 

통일을 주는 것으로서 배색의 결과는 스타틱 （靜 

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와 다이나믹 （動的） 

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둥이 있다.

또 버스나 선전 카아 등에서는 배색의 장식적 

효과도 요구된다.

⑩ 재료적으로 堅實한 색채일 것.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이 집 밖에서 종일토록 

햇빛에 쬐이고 비바람에 바래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塗料는 변색하거나 퇴색의 위험이 있 

으므로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골라도 그것이 

지저분한 색으로 변해 버 린다면 무의 미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자동차의 메이커는 塗料의 

선정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견고한 재료를 

골라야 할 것이 다. 특히 레 이 키 성 안료를 사용한 

塗料는 퇴색하기 쉬우므로 색채의 선정에 주의 

하여야 한다.

3. 공업제품의 색채관리

공업제품은 대량생산되는 것이며 제작 일시에 

따라 제품의 색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아 기업체 측에서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가까스로 공업제품의 색 

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품의 색채계획의 일환으로 

서 기능의 문제와는 벗어나지만 공업제품의 색 

채관리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공업 제품의 스? 채는 재 료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중에는 금속의 색깔이나 목재의 소지와 같이 

각기 특유의 고유성을 갖는 것이지만 일반 공업 

제품의 색채는 착색에 의해 자유로이 색깔을 구 

해낼 수 있는 착색재가 이용되는 수가 많다. 따 

라서 색채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색은 제품으 

로서 가공되는 경우, 착색재의 색이라고 하게 

된다. 공업제품의 착색재라고 해도 원료의 성질 

과 가공법에 따라서 發色機構는 다양하다. 그러 

나 공업제품의 대부분은 顏料 및 染料를 근본으 

보 표면에 칠하든지 안료를 혼합한 플라스틱 成 

型으로 사용하든지, 혹은 染料에 의한 염색 이외 

에 화학제품에 의한 처리의 금속착색이나, 요업 

의 燒成에 의한 발색 둥이 주된 것일 것이다. 

어찌되었든공업제품의 색채관리는 發色機構의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진 제품의 색채를 規準의 

색채와 비교해서 시각적으로 둥색의 오차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려는것이며 연구실의 정밀 

한 측정 보다는 현장에서의 간편한 검사가 요구 

되는 까닭이다.

（1） 測色學的 색채관리

연구실에서 정밀한 색채관리를 행하는 경우는 

光學計測器를 사용해서 測色學的으로 合色이나 

色검 사를행 하도록된다. 즉, 分光光度計 （測色의 

신속함을 요할 때는 自記分光 光度計）를 사용해 

서 재료 면의 分光特性（불투명재 일 때는 분광반 

사율, 투명재일 때는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고, 

기준으로 하는 재료색의 분광특성과 비교해서 

색차를 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장에서의 색채관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測色學的 방법을 상술할 여유 

는 없으므로 생 략하기 로 한다.

색 차를 나타내 는 데 는 N.B.S 단위 가 쓰여 지 고 

있다.

이 것은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7} 규정 

한 색차의 단위로서 Judd-Hunter의 N.B.S 색차- 

간에 있어서 색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2） 현장에서의 색채관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제품의 색채관리를 행하 

려면 좀더 간단한 방법으로 시각에 의해 기준색 

에 대한 比色이 행해져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 

다. 물론 색채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업제품의 

색채는 눈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눈으로 보는 색채는 분광특성에 의해 

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試料와 견본의 



분광반사율 곡선이 나 變角光度곡선이 동일하다 

면 광학적인 성질은 같은 것이며 색채학적으로 

는 동일한 색이라고 하게끔 된다.

그러나 재료의 색에는 질감이 수반되는 것이 

며 질감이 다르면 測色學的으로는 동일한 색이 

지만 다른 색으로도 보인다.

(但 분광반사율곡선과變角光度曲線이 함께 동일하다 

면 대개의 경우는 동일한 색으로 보이는 수가 많다.)

또 精度의 점에서도 計器에 의하면 인간의 눈 

보다는 정확하다고 생 각하기 쉬우나 色의 검사 

를 하는 숙련된 사람의 눈은 0. 05 N.B.S단위 정 

도까지 식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計器 보다도 

精度가 높은 것이다.

현장에 있어서 인간의 눈에 의해 검사되는 수 

가 많은 것은 함부로 比色의 조작을 번잡하게 

하지 않고, 상당한 精度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 

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눈으로 비교되기만 하 

면 좋다고 하는 것 이 아니 고그것 을 정 확하게 하 

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 표준 색표

색깔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표준색표 

로서, 오늘의 공업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다 

음과 같다.

◊ Munsell Book of Color (1929)

종래의 먼셀색표로 오늘에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에는 다음의 개 량 먼셀계의 편이 보 

다 정확한 색표계로서 이용되고 있다.

◊ 표준색표(1958)

제2차 대전 후 戰前부터의 먼셀계 색표계는 

미 국의 광학학회 (Optical Society of America) 에 

서 검 토되 어 그 測色値를 수정 한 O.S.A. Recom
mended Munsell Notation 이 정 해 졌다. 수정 

먼셀 색표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도가 매우 높 

다.

◊ Color Harmony Manual (1948)

오스트월드계의 표준 색표로서 미국의 紙器메 

이커 Container Corporation of America 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의 색표이다. 각 색표가 짜 

여져 있으며 표면은 광택 뒷면이 빛깔 소멸처 리 

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색과의 비교가 

편리하다.

(4) 재료별 색견본

표준 색표는 안료를 도포한 것이며 실제로 색 

을 조사하는 재 료색이 란 대 단히 틀린 느낌 이 들 

어 서 이 것들을 시 감둥색 시 키 는 것은 숙련자로서 

도 아주 곤란하다. 또 표준색표는 물체색 전반 

에 해당되리만큼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근 

소한 색차를 구하기에는 오히려 불충분하다. 일 

반적으로 공업제품의 색채를 비교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견본색표가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 동일해서 필요로 하는 범위의 색깔을 상 

당히 포함시킨 색표일 것이 바람직 하다. 또 동 

일재료로 견본 색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사람의 피부색 둥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 

범위의 색깔을 가늘게 나누어서 피부의 감각을 

나타낸 플라스틱제의 색표를 준비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공업제품의 색채관리를 위 

해서는 단순히 안료로 나타낸 색견본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재료별로 색견본을 준비할 것이다.

(5) 조명과 시감비색법

색채재료는 조명광이나 觀測條件이 바뀌 면 다 

르게 보이 는 것이 다. 따라서 색 채 재 료를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조명광, 관측조건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색채를 보는 경우의 대표적 조명 

으로서는 전둥광, 태 양직사광, 푸른 하늘의 빛 

을 포함하는 서광이 있고 이것들은 공업적으로 

는 표준광원 A,B 및 C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은 硝子필터에 의한 표준광원이 

많이 쓰여진다. 또 현장에 있어서 일상작업용으 

로서는 실내의 자연광이나 일럭스형 서광색형광 

등 둥이 쓰여지고 있는 수도 있으나 색채관리 면 

에서는 그다지 긍정할 수 없다.

시 감비 색 을 하는 경 우에 는 다음과 같은 점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색채를 식별하는 감 

각 즉, 색채판별능력이 높고 色盲이나 色弱이 

아니면 건전한 色覺 및 시력을 가진자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연령적으로는 16세에서 25세쯤까 

지 가 생 리 적으로 판별기능이 잘 움직 이 고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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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그 능력이 쇠퇴하므로 젊은 청년을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

比色에 있어서는 試料面의 照度를 실내의 照 

度와 그다지 변하지 않도록 해두어 야 할 일이 다. 

암실에서 試料面만을 照明하는 방법은 눈의 순 

응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피해야 할 일 

이다. 색표를 볼 때는 많은 색이 한 꺼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견본색과 시험재료색을 함께 

놓고 그 위에 견본색 보다 약간 어두운 회색의 

마스크(중앙에 창구멍을 뚫은 종이)를 놓고 보 

도록 한다.

색깔을 보는 방법은 수직방향에서 조명해서 

45。경사방향에서 조명해서 수직방향에서 보도록 

하면 광택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또 시료면의 

照度는 1, OOOLux 이 상의 명 도가 바람직 하다.

(6) 한계색표

공업제품의 색채는 엄밀히 동일색의 것을 재 

생산하기는 어렵다. 실용상 허용될 정도로 배색 

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정해 놓을 필 

요가 있다. 그와 같은 색채의 허용범위를 나타내 

는 색견본을 한계색표 또는 한도견본이라고 한 

다. 한계색표는 기준색을 중심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한계를 표시하는 색표를 첨부한 것으로 

그 범위에 시료색이 없을 때는 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색깔의 구속성에 관해서 한계색표를 만들면 

기준색을 중심으로 한 球體가 되는 것이지만 통 

상은 한장의 종이 위에 기준색을 붙이고, 그 상 

하에 명도의 한계색표를, 좌우에 색상의 한계색 

표를 배색하고 이들 밑에 또 한 가지의 기준색 

을 貼布하고 좌우에 채도의 한계색표를 배 색하 

는 따위가 쓰여진다.

한계 색표는 재 료별 견본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델리케이트한 색차의 판정이 

곤란해 진다.

(7) 색채관리의 요령

공업제품의 색채관리의 실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섁채 연결서의 작성, 발행, 관리 ・

연결서에는 제품의 약도를 그리 고 부품번호$ 

대조시켜서 색견본을 붙인다. 또 手配用 見本板 

의 필요수를 첨부한다. 본제품 섬유제품 둥의 

경우에는 재료 및 색명을 지시함과 동시에 상세 

한 현물 견본에 의해 지시하는 대목을 명기 한 

다.

② 手配用 色見本의 작성, 발행, 관리

成型品 및 塗裝品의 경우는 결정된 색채의 둥 

록원본으로서 색채 登錄帳簿를 만들고 色見本貼 

付, 色名, 번호, 재료, 도장방법, 사용부품, 日 

字 둥을 기입하고 보관한다. 채색검토용에는 

한계견본에 관한 색 견본 일 람표를 준비 하고 控 

色견본을 보관 한다. 멕기색 견본의 경우는 멕 

기의 지시를 색채연락서로 행하고 업자의 현물 

견본의 번호가 있으면 이것을 기 입한다. 광택에 

관해서는 현물견본에 의해 지시 한다. 알루마이 

트 색견본도 마찬가지다. 멕기, 칠, 색알루마이 

트 등의 완성에 관해서는 한계 견본을 제작, 첨 

부해서 품질관리를 한다.

목공품이나 섬유제품의 색견본도 현물견본에 

의해서 한다.

③ 제품색 견본의 관리

색채연락 및 기준은 색채연락서 및 手配用견 

본의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제품의 색채관 

리를 위해서는 특히 제품색견본을 작성, 발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된 색견본과 제픔과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에 곤란을 가져오는 것.

② 발행된 색견본과 제품과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에 곤란을 가져 오는 것.

③ 색채연락발행시에 있어서 기술상 정규의 

색견본제작이 곤란한 부품이 있는 것 등이 열거 

된다.

제품색 견본의 조건으로는 성형품 재료의 경우 

는 재료 메이커 가 작성 제출한 컬러 팁으로 하고 

기타의 부품도 될 수 있으면 정규재료 및 形狀 

으로 한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 나 정규작업 공정 

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 (次號卷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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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秀製品 디자인 紹介
Introduction of fine quality products.

商品名 : 장식용 家具

개성이 풍기는 特色있는 디자인으로 製造된 

항아리, 물병 둥이다.

中央部分과 오른쪽의 물병 손잡이 등은 생선 

을 素材로하여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다.

商品名 : 장식용 벽걸이

洋式家屋에는 필요불가결한 벽걸이 장식용품 

으로서 응접실이나 거실 등의 벽에 걸기에 적 격 

한 製品이다.

전통적인 家門을 상징하는 표지는 물론, 통상 

西洋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널리 愛用되 

고 있다. *

商品名 : 화병 기타

화병, 커피 보틀 등 특이한 조각의 디자인을 

試圖한 家庭用品으로서 다분히 장식적 인 효과를 

노린 商品이다.

實用性도 있지만 居室 등의 장식용품으로도 

적격이라 하겠다.

특히 色의 調和가 두드러진다.

商品名：室內裝飾用品

古典的인 취 향의 각종 실내장식 용품으로서 사 

자와 龍을 主題로 하여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龍을 主題로 사용한 그릇과 그 뚜껑 은 온통 꿈 

틀거리는 용의 몸통이 얼키고 설켜 웅장한 멋을 

풍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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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오프너 송곳 

솔̀
 

숟 동모양의 손잡이로 디자인된 日常用品 세트 

로서 實用的으로도 유용할 분 아니라 실내 장식 

용의 효과도 십분 살란 아이디어 製品이다. 

거실이나 홈, 바 둥에 비치해 놓으면 편리한 가 

정 용품으로 쓰일 수 있다. 

蟲

商品名 : 玩具用 自動車

어란이들을 즐겁게 하는 완구용 自動車로서 

車體型이 最新型 스타일이다. 

모터 가 달려 있어 조작하면 自動으로 달릴 수 

있어 더욱 人氣가 있는 製品으로서 現在 歐美에 

서는 그 需要가 대단하다. 

商品名:벽걸이•촛대·담배함 

`

 

벽걸이와 촛대, 그리고크고 작은담배 커l 이스 

둥이 있는가 하면 낙타의 모형 도 보인다. 

그 중에서도 벽컬이 장식의 정밀한 더자인과 

촛대의 古典的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안은특히 돋 

보이고 있다. 

’

 

商品名 : 각종 玩具類

스마아트하계 디 자인하여 製作된· 각종 玩具로 

서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둥이다. 

이와 같은 玩具類는 특히 西歐 兒童둘의 人氣

를 獨占하고있는데 최근에는中南美地域에도 상 

당수가 輸出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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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장식용 家具

각종 장식용 家具로서 꽃병과 물병, 의자 등 

이 모두 특색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의자의 둥 받이 장식은 섬세하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물병의 꽃장식도 섬세하다.

꽃이 꽂혀 있는 꽃병의 素材는 竹材이다.

商品名: 木製 의자 - 항아리

素材를 木材로 사용한 의자, 항아리, 주걱 둥 

이 다.

素材가 木材이 기 때문에 끝손질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세련되어 있다

특히 오른쪽의 무늬는 손으로 일일이 그린 것 

이 특색이다.

商品名 : 각종 藁工品

짚이 나 각종 풀 둥으로 광주리 둥을 만든 정 

교한 手工藝品으로 여 러 가지 무늬를 적 당히 섞 

어 디자인이 한층 돋보이고 있다.

뒤편에 보이는 광주리는 디자인도 좋을 뿐 아 

니라 광주리 뚜껑이나 손잡이 둥도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

商品名: 竹細工品（쟁반）

竹材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다듬어 만들어진 

竹細工品 쟁반으로서 과일접시, 과자접시 등 用 

途가 다양한 디자인 製品이다.

특히 수놓아진 여러 가지 종류의 나비모양과 

늘어진 나무잎사귀 둥이 한결 돋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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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 衣類（조끼）

재미있는 디자인의 男子用 조기로서 사진 왼 

쪽은 가장자리마다 정교하게 수를 놓아 製品의 

品位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사진 오른쪽은 일종의 모자이크 무늬로 

調和를 잘 이루고 있는 高級商品이다.

商品名: 뉴 모드 넥타이

圓과 角의 個性美를 충분히 잘 살린 뉴 패션 

의 넥타이 디자인이다.

角의 線의 構圖가 대담할 뿐더러 圓을 이용한 

調和가 한층 두드러 진다. 素材는 실크로서 高 

級品이 다

商品名：多目的家具

素材를 견고한 木材로 사용한 여 러 가지 용도 

의 家庭用品이다.

組立式으로 되어 있어 방의 스페이스에 따라 

작게도 만들 수 있다.

단순하면서도 調和를 이뤄 好感이 가는 디자인 

이 다.

商品名: 多目的 받침

여러 가지 用途로 사용할수 있는 多目的 家具 

로서 圓의 構圖를 잘 살린 디자인으로 製造되어 

있다.

西歐式 家屋의 居室에 장식용으로 잘 어울리 

는 商品의 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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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組•立式家具

在來式이나 洋式家屋 어디나 잘 어울리는 組- 

立式 家具로서 방의 면적에 따라 하나나 두 개 

또는 세 개를 모두 놓을 수 있는 편리한 利點을- 

가지고 있다.

고리의 장식은 전통적인 韓國風이다.

商品名:多目的트家具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디자인의 多目的 家具 

로서 4段의 설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합 중- 

간중간에 空間을 두어 使用하기에 便利하게 되 

어 있다.

實用的이면서도 다분히 장식적인 효과를 노•리 

고 있는 商品이다.

商品名：文匣

극히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文匣이 

다.

在來式이나 洋式 居室, 또한 침실 둥에도 장 

식용을 겸해 實用的으로 사용할 수 있는 製品이 

다.

東洋風을 좋아하는 西歐人들의 人氣商品이기 

도 하다.

商品名：文匣

세 련된 장식을 아울러 가지 고 있으면서도 古 

典的풍치가 풍기는 文匣으로서 多目的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下端 部分의 넓은 스페이스에는 冊 뿐만 아니 

라 각종 장식품을 진렬할 수도 있다.



商品名 :槐木 장

한국의 전통적인 장의 구조를 再現시킨 高級 

木材인 과목 素材의 옷장이다.

네모진 형태의 단순한 디 자인이 면서 도 장식 에 

는 圓을 살려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열쇠도 전 

통적인 한국식으로 만들어졌다.

商品名：茶卓

한국의 傳統美를 잘 살린 茶卓 겸용 食卓으로 

서 간이 식사나 손님 접대용 茶卓으로매우 實用 

的인 商品이다.

디자인은 전통적인 韓國式이지만 現代感覺도 

잘 살린 製品인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商品名:옷장

한국의 傳統的인 장식과 구조를 그대로 再現 

시킨 우리 나라 固有의 옷장으로서 디자인의 형 

태나 手法을 그대로 답습한 製品이다.

옷장 문의 열쇠까지도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 

한 商品이 다.

♦
商品名:보석함

東洋的인 傳統美를 충분히 살린 보석함 두개 

와 기타 담배 케이스 둥이다.

왼쪽 보석함은 장식에 포인트를 두어 화려하 

게 디자인 되었고 가운데 보석함은 겉 면에 美 

麗한 漢字로 디자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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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卓上時計

정교하고 정밀한 시계에 디자인도 高度로 정

교한 卓上時計로서 특히 文字板 내부의 화려한 询I
조화는 타의 추종을 不許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벽시계처럼 보이나 卓上用으로

만들어 졌다.

이 시계의 특색은 時計의 內部를透視할수 있

다는 것이다. 费

商品名:조명등

화려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각종 실내장식용 

조명 둥으로 제각기 개성있는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높고 낮은 여 러 가지 형태의 이 조명 등은 파 

티용으로 실내장식하기에 적격이라 할 수 있다.

商品名: 장식용 유리병

거실이나 홈, 바에 적격인 장식용 유리병으로 

서 병속에 아름다운 꽂을 넣어 異彩를 띠우고 

있다.

아울러 병의 목과 밑부분에 리봉을 달아 더욱 

우아함을 살리고 있다.

특히 유리 병의 병 마개는 섬세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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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雨衣類

참신한 디자인과 現代감각이 물씬 풍기는 雨 

0 衣두벌이다.

왼쪽 것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色相의 調和 

를 잘 살린 것으로 허리띠의 處理가 특색이 있 

다.

오른쪽 것은 포인트를 스포오티한 주머니에
•貝 두고 있다.

商品名:실크 넥타이

참신한 디자인의 실크 넥타이 2種으로 제각 

기 개 성있는 특색을 풍기 고 있다.

하나는 直線으로, 또 하나는 曲線과 圓의 효과 

를 調和있게 살리고 있다.

商品名 : 실크 넥타이

素材를 실크로 써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試圖 

해 본 네 개의 넥타이다.

네 가지의 디자인이 한결같이 복잡한 것 같으 

•면서도 構圖의 調和가 잘 어울리는 굿 디자인 

商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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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叩 K

디자인 話題와 消息
Some useful hints for designers

새 디자인의 裝飾用 壁時計 둥 

人氣

캐나다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春秋로 대규모 

의 工藝品 專門展示會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春季展示會에서 디자인面에 가장 特出하고 人氣 

가 있었던 品目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展示會에는 벽시계 이 외에도 귀금속, 

유리製品, 금속제 양식기, 人形, 玩具, 양초, 

가방, 주방용구, 게임용구, 각종 造花, 土產品, 

시계, 도자기, 竹細工品, 가죽製品 둥 一般工藝 

品이 즐비 하게 展示되었다.

裝飾用 壁時計 디자인

■ 스페인型 壁時計 : 밧데 리 를 사용하는 벽 시 

계로서 文字板 둘레에 정교한 주물장식 디자인 

을 하여 品位를 높여 주고 있다

주물장식은 흑색으로 文字板의 銀色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양 옆에 촛대를 곁 

들여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古典的인 취향의 

고객들에게는 더 없는 매력을 끌고 있다. 願買 

者의 요청에 따라서 이 촛대를 除外 또는 包含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격 은 도매 가격 으로 $54. 95이 며 2개 의 촛대 

는 $23. 95로 한 세 트의 가격 은 $78. 90이 다.

■ 대나무 裝飾 壁時計 : 이 시계는 특히 東洋 

人의 취 향에 맞게 東洋特有의 대 나무 모양을 두 

겹으로 둘러 장식한 디자인으로서 시계 밖의 테 

두리와 안의 테두리 사이에도 역시 대나무로 정 

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벽시계도 역시 양옆에 조화를 이루는 촛대 

가 하나씩 장식되어 있다. 싱가포르製인 이 시 

계는 日本, 自由中國 등지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고 하는데 製作과정이 거의 대부분 手工品으로 

서 價格도 비교적 高價하다.

도매 가격은 시 계 $54.95, 촛대 $37. 95이 다.

■ W이nut 壁時計 : 이 시계는 6角形 또는 

원형 밧데리 벽시계로서 일반 가정이나 事務室 

둥에 共用으로 使用할 수 있어 수요도 가장 많 

은 型에 속한다.

이 Walnut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으로 처리 

되어 있으며 색깔은 짙은 갈색이 一般的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

가격은 원형이 $25.95, 6角形이 $37.95이다.

디즈니랜드 디지탈 손목時計

이 시계는 디즈니랜드의 意匠特許品으로서 他 

業體의 모방이 불가능하지만 디지 탈 손목時計의 

디자인 開發品으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로 어 린이들의 膳物用으로 많이 팔리고 있 

다는 이 시계는 銀色 또는 金色 Chrome에 디즈 

니랜드의 人氣만화 Miky mouse 둥의 색 채그림 

으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간결한 형태를 하고 

있다.

개 당 小賣價格은 $27. 95, 도매 가격 은 $18. 64 
이다.

時計 달력 (Watch Calendar)

이 시계 캘린더는 종전에는 금속제품으로 만 

들어서 시계 밴드에 부착하던 것이 常例인데 이 

를 개발하여 시계유리에 透明體로 하여 부착시 

키도록 한 기발한 아이디어 製品이다.

自動車販賣會社, 電子製品會社, 항공사 둥 수 

많은 회사들의 宣傳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캘린더는 사용하기에 간편할 뿐 아니라 보기 

에도 선명 하여 대 단한 人氣를 모으고 있다 한다.

금속제 Watch Calendar•는 제작비용도 많이 

들 뿐더 러 시 계밴드에 부착하고 난 후 얼마 있 

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고 또 샤쓰 소매 끝부분 

이 닳아지는 결점을 동제품은 완전히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은 선전회사명의 活字, 色彩 둥의 요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1천枚를 주문

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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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12개월이 印刷된 1매 당 가격은 $0.75정 

도라 한다.

Key Markers Labels

자동차, 아파트, 사무실, 캐비넷 등 항상 여 

러 개의 열쇠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서구사람들 

은 한 개의 Key Holder에 비숫한 열쇠가 끼워져 

있으므로 그때 그때 꼭 필요로 하는 열쇠를 찾기 

가 매우 난처한 경우가 왕왕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용도를 표시 한 Label을 열쇠 

에다 붙여서 사용하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찾 

을 수 있으므로 이 Key marker가 날로 人氣를 

모으고 있다.

가격 은 1천매 注文의 경 우, 매 당 $0. 35로 도 

매되고 있다.

花盆 및 받침대

캐나다에서는 최근 花盆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clay 花盆에 서 plastic製 화분으로 바뀌 어 진 

지가 오래 되었음인지 플라스틱製 花盆의 人氣 

가 점차 떨어지고 보다 自然美가 있는 clay화분 

의 人氣가 점차 되 살아나 그 人氣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한다.

輸入商에 따르면 clay화분은 주로 스폐 인 둥 

지에서 大量 輸入하고 있다 하는데 美國을 통한 

한국제품도 다소 輸入되고 있다 한다.

出品된 화분의 종류를 보면 발코니나 베란다 

난간에 걸쳐 놓을 수 있는 것과 쇠 사슬을 달아 

천정 에 매 달아 놓는 것, Holder로 벽 에 부착하 

는 것, 그리고 스탠드에 의해 바닥에 세워두는 

것 둥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Holder나 스탠드에 따라 화분의 모양, 

색깔, 크기 둥이 다르며, 가격도 차이가 많다.

화분이 가격은 $1.00〜2. 50 정 도이 며 , Holder 
를 포함하여 $8. 00〜25. 00 정 도로 판매 되 고 있 

다.

電算機 볼펜

볼펜 겸 電子計算機用으로서 크기도 보통 볼 

펜보다 약자/굵을 뿐이다.

길 이 6 읔二 폭 9/16〃의 이 商品은 신개 발 아이 

디 어 商品으로서 계 산기 사용 용도도 5 Function 
으로 보통 계산기와 다름없이 되어 있다.

이 상품은 筆記 또는 계산이 볼펜 하나로 해 

결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데 사용법도 극히 간단하다.

손가락이 크든 작든 무관하며 단지 원하는 숫 

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볍게 손을 대면 옆의 

숫자판에 表記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계산기는 小型 건전지로 作動하게 되며 가 

격은 個當 $120이다.

自轉車 도난방지 警報機

플라스틱 製 경 보기 에 Holder가 장치 되 어 있 어 

자전거의 적 당한 부분에 부착, 경보기의 스위치 

를 올려 놓으면 외부의 가벼운 접촉에도 警報가 

울리는 장치이다.

자전거 외에도 스키, 사냥총, 낚싯대, 住宅유 

리 창 둥에 도난방지 용으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 

다 한다. 밧테리를 넣어 作動케 하는 이 商品의 

製作方法은 겉으로 보아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극히 간단히 제작되어 있으며 個當 價格은 크기 

에 따라 $12〜18짜리까지 있다.

美國, 새로운 染色技術 開發

—Martin Processing Inc서一

Journal of Commerce紙가 최근 報道한 바에 

따르면 美國의 Martin Processing Inc은 종래의 

織物染色法에서 일보 前進하여 새로운 염색기술 

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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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염색법에 따르면 염색工程上 물을 사용 

치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工業用水를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염색工場을 세울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水質汚染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염색공정 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新施設에 대한 資本投 

資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工程은 染料의 증발과 누출을 최소한 

으로 막아주고 직물을 세척시키면서 染色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금년 여틈 첫번째로 同 

染色工場이 가동될 예정인데 Waterless System 
에 의해 綿, 毛, Nylon, Polyester 및 Acrylic이 

염색될 것이라 한다.

종래의 染色工程으로는 每分當 12yard의 나일 

론 카아핏트 얀을 염색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工程으로는 최소 每分當 20〜50 
yard를 染色處理할 수가 있다 한다.

따라서 Martin Processing Inc.는 이 新染色方 

法을 보다 效果的으로 發展시킬 계획으로 있다.

美 디자인界, Strapless 大人氣

최근 美國에서는 허 리끈이 없는 Strapless女子 

의상이 크게 流行하고 있어 디자인 分野의 화제 

를 모으고 있다.

女優 엘리자베드 테 일러와 마리사 버랜슨 양 

이 지 난번 아카데 미賞 受賞式에 이 허 리 끈이 없 

는 가운을 입고 나옴으로써 이 므드의 流行이 

발달하게 된 이래 一弗 一流백화점에서는 이같 

은 Strapless 의 상이 날개 가 돋친듯이 폭팔적 인 

인기를 얻으며 많이 팔리고 있다.

이같은 허리끈이 없는 옷은 주로 몸에 잘 달 

라 붙은 織物로 디 자인 됨 으로써 보통「노 브라」 

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美國 디자인界의 한 권위자는 이같은 옷의 노 

출상태는 그렇 게 야단스러 운 것 이 못된다고 말하 

고 있 다. 그•러 나 一流 디 자이 너 들은 이 러 한 傾向 

을 重視, 새로운 모드의 創案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市中에 선을 보이고 있는 代表的인 Stra
pless 는 Jump Suit, Bathing Suit, Evening Gown, 
Two-Piece, Outfit 둥이 있다.

日本서 새 디자인 電氣피 아노開發

一금년 여름부터 販賣하기로一

최 근 “第 2의 피 아노”라고 불리 우는 참신한 

디자인의 電氣피아노가「日本樂器製造」에서 開 

發되어 오는 여름부터 市販을 개시할 예정이라 

한다.

이 피아노는 디자인도 참신할 뿐더러 피아노 

의 音量을 조절함으로서 騷音問題를 해결해 준 

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需要가 높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 피아노는 피아노 내부에 電源을 넣는 것으 

로 作動하는 햄머로 弦（피아노 線） 또는 金屬板 

을 두드려 그 振動幅을 增幅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피아노로서 音量조절을 할 수 있는 외에도 

Ear-Phone을 사용하여 소리를 전부 내지 않게 

하고도 鍵盤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 

민의 소음문제를 해 결해 준다는 것이 다.

樂器業界에서는 이 電氣피아노를 在來式 피아 

노보다 싼 값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피아노 代替商品으로 成長할 可能性이 큰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音質도 在來式 피 아노를 능가할 만큼 좋 

다고 한다.

그러 나 금년 여름 市販까지 는 일단 品質改善 

에 注力할 方針인데 특히 在來式과의 競合을 위 

해서 디자인 改善 둥 독특한 特性을 강조하기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電氣피아노는「日本樂器製造」외에 

도 콜롬비 아, 東海樂器, 河合樂器 둥이 試作에 

착수하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이 豫想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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綿織物 漂白에 염수使用 可能

一美國 纖維硏究所가 發表一

Dallas Morning News紙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텍 사스섬유연구소 附設 化學處理실험 실장 

인 J. E. Loughlin氏는 면직물을 표백하는데 있 

어서는 淡水보다는 鹽水가 더 效果的이라는 사 

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同氏는 표백과 같은 직물염색 工程에서 염수 

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立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工程을 위해 染色工場이 반드 

시 温水를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必要는 

없으며 따라서 淡水의 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特殊 디자인 電車손목時計 登場

一美國과 日本에서一

최 근 美國과 日 本 둥지 에 서 는 독특한 디 자인으 

로 제조된 電卓 손목時計가 市中에 새로 둥장하 

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다.

이 특수 電卓時計는 東京에 本社를 두고 있는 

日 本 타이마아트社에 서 지 난 5月 上旬부터 新製 

品을 發賣하고 있다 한다.

디 지 탈 손목時計 內部에 다 計算機의 回路를 넣 

어 만든 이 時計는 美國의 타임컴 퓨터 社가 創案 

개발한 것이라 하는데 日本 타이마아트社가 日 

本地域 販賣를 맡고 있다 한다.

이 시 계 는 시 각을 표시 하는 文字板에 계 산기 

의 키이 보오드가 있어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專用 볼펜(플라스틱으로 된 심이 붙어 있음)으 

로 키이를 두들기면 時刻板에 그 해답이 나오도 

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계 산기 의 表示는 6자리 로 되 어 있지 만 12자 

리까지의 加減乘除가 자유로이 된다고 하는데 

가격 은 ¥270만 (US$ 9,000) 을 호가하고 있 다.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크리스머스 시즌에 有 

名寳石商 같은 곳에서 판매되었는데 부유증이나 

영화배우들이 많이 구입해 가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 高價의 電卓時計는 오는 가을 ¥20 
만〜30만 짜리의 普及型을 만들어낼 계획이라 

한다

美國 패션業界 好況 누려

一디자인도 多樣一

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미 국 뉴욕市의 패션業 

界는 文字 그대로의 好況을 누리고 있다.

婦人服, 紳士服, 아동복, 운동복 둥에 대한 

판매가 한결같이 好調를 보임으로써 봄철 이전 

까지 침체되었던 百貨店 및 專門店에서도 새로 

운 디자인의 商品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다.

백화점의 쇼윈도우에는 夏節用 디자인의 衣類 

들이 시선을 끌고 있으며 業界에서는 가을用品 

去來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2년이나 계속된 不況으로 각 小賣店들이 在庫 

를 최대한으로 감축시킨 결과 최근에는 都賣店 

과의 商談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例年같으면 가을 商品은 4월 初부터 부분적으 

로 出荷되는 것이 통례 이지만 금년에는 3월부터 

각종 다양한 디자인 製品이 出荷를 개시하는 둥 

시즌이 훨씬 앞서고 있어 메이커들은 增產을 위 

허 操業時間을 늘이는 등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특히 Dupont社 같은 데서는 쉐터用 아크릴 섬 

유의 不足소동까지 빚고 있으며 데님은 심각한 

品貴現象이 확대되고 있어 增產體制에 한층 더 

拍車를 가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섬유 및 衣類價格도 70% 이상의 上昇 

率을 보이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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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서 기발한 人形 開發

―自動的으로 권총 빼는 카우보이― 

맥 박률이 光電子장치 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 

다. 또한 피부의 사전 손질이 팔요 없으므로 가 

령 선수가 운동경기 직전이나직후에 사용할수도 

있다고 한다. 

카우보이, 멕시코人惡漢, 인디언 등제 사람의 이 심장고동 모니터는 低에너지, 반도체 變換

人形이 한 세트가 되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機에 근거를 둔 것인데, 작동은 특수 변환기에 

서서 自動的으로 권총을 빼드는 이 기발한 人形 서 커又.J. 불이 피부를 비추어 피하조직에 침투하

온 그 開發이 처음이라고 한다. 떤 반사되어 혈액홉수작용에 있어서 피하조직의 

카우보이 는 울이 가는 눙직 면포 디 자인의 바 규칙 적 인 변화로 인한 振幅變調가 변환기 에 나 

지에 조끼, 칼, 7,i 벨트에 가죽으로 된 권총집 타난다. 

을· 차고 있고, 멕시코人 악한은 챙넓은 펠트모 이렇게 해서 언어전 신호는 전자식으로 처리 

자에 탄약대 건 벨트를 차고 있으며, 인디언은 되어 고동률이 표시되거나 기록된다고 한다. 

出陣化粧울 하고 나이프를 들고 각자 오른팔은 따라서 이 시계는 체육회를 할 때나 종합병원 

싸우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등에서 쓰기 적합하다. 

• 

‘

 
”

 

이 인형의 둥에 장치되어 있는 레버를 누르면

카우보이와 멕시코人온 자동적으로 권총을 빼들 

고 인디언은 戰鬪用 도끼를 휘두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갈기, 꼬리, 안장, 말굴레 등을 갖 

춘 말에 앉힐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 人形의 메이커는 런던에 所在하고 있는

Lesney Products and Company Ltd.로서 同社

는 이 人形외에도 少女用으로진짜 손처럽 물건 

을 집 을 수 있 게 만든 人形이 있는가 하면 少年

用으로는 어둠 속에서 마치 도깨비처럼 점점 커 

英國서 男性服 디 자인 革新

: -솔기없는 옷만들어 1年 內에 實用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男性服을 재봉틀로 박은 자리 없이 형틀로 떠 

내는 새로운 더자인의 製服기숟이 최근 영국에 

서 開發되어 이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1년 이내 

에 첫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英國 毛織物業界硏究所는 2 년간에 걸쳐 45만 

지게 만든 것도 있다. 弗을 들여 연구한 끝에 남자양복 上衣의 등판과 

그 밖에도 선장 킷드의 유링, 실물에 근거를 두 옆부분의 박은 자리가 없거1 형틀로 떠내는 새로 

어 만든 각종 함선 동과 비행기 종류 등도 있댜. 운 기술을 개발해 냈다고 同硏究所 데이바드 핀 

리 멕스웰 所長이 발표했다. 

, 심장고동측정용 손목時計 開發

-超小型 光電子장치 부착―

최근 영국에서는 십장의 고동을 측정할 수 있 

논 超小型 디 자인의 손목時計를 開發하여 話題

를 모으고 있다. 

이 時計는 超小型이 기 때 문에 電子손목時計의

이면에 장치하여 사람의 십장고동을 피부를 통 

해서 신속 정확하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버튼을 4~5초 동안 누르면 차고 있는 사람의 

현단계에서는 우선 등판과 옆 부분의 솔기만 

없애 는데 成功했으나 앞으로는 옷 전체 가 일체 

박은 자리가 없는 디자인의 복장이 마能할 것이 

라 한다.

단추型 더 자인의 酸化銀電池
美서 人氣

_日本 電池 메이커도 뒤이어 生産 판매― 

J
` 

• 

조그만 단추型으로 디자인된 酸化銀電池란 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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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이 최근 先進諸國에서 人氣裡에 판매되고 있다.

이제까지 이 酸化銀電池를 市場을 독점해 온 

것은 美國의 UCC （유니온 카아바이트社）로서 日 

本의 大電池 메이커가 水銀電池는 오래동안 사 

용해온 실적이 있고 價格도 싸다''고 하여 酸化 

銀電池의 生產을 지체시키고 있을 때 5년 전부터 

이 를 日 本에 판매 하기 시 작했 다 한다.

UCC의 이 단추型電池의 市場췌어는 90% 이상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日本 松下 

電器와 日立막셀 東芝 레이 오 펙 둥 日本의 電 

池메 이 커 가 同電池의 생 산체 제 를 갖추고 UCC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다.

酸化銀電池란 陽極에 酸化銀, 陰極에 아연, 

電解液에 알카리 水溶液을 사용한 密閉式 電池 

로서 종래의 널리 使用해 온 水銀電池에 비해

① 開路電壓이 1. 5 volts로 水銀電池보다 0. 2 
volts나 높고 壽命（전기용량）도 길며

② 低温性能이 좋고

③ 耐漏液性能도 좋아 신뢰성이 높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 酸化銀電池가 日本에서 급성장한 것은 2〜 
3年來의 일로서 日本 時計메이커가 70년 이후 

電子손목時計用 전지로서 그 때까지의 水銀電池 

에 비해 수명 이 길고 신뢰성도 높은 산화은 전 

지를 채용한 때부터이다.

그 후 카메라와 電卓業界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향이 활발해진 것도 이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電池메이커들은 금년도 산화은 전지의 수요를 

2, 500만〜3, 000만개 로 보고 있 는데 이 가운데 

약 50%가 시계, 35%가 카메라, 나머지가 電卓 

이나 라이터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렌스 國際工藝品展서 

韓國製品人氣

一人形 - 眞鎗製品 등 디자인 特出해一

韓國을 비롯한 39個國이 參加한 第 40回 프로 

렌스國際工藝品展示會가 이태리 프로렌스常設박 

람회장에서 지난 2월 24일 성대히 開幕됐다.

우리 나라는 75년도 第 39回 전시 회 에 이 어 이 

번에 2번째로 참가했는데 우리 나라가 出品한 각 

종 人形製品, 眞鑰製品, 黃玉반지, 목거리, 나 

전칠기류 둥은 그 特出한 디자인과 기발한 아이 

디어로 現地 Buyer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은 우리 나라 固有의 진유 

제품, 나전칠기 둥에 비 상한 관심을 집중시킴으 

로써 즉석에서 輸入契約을 체결하는 둥 人氣를 

끌었는데 5월 6일까지 개최된 同 展示會에는 이 

태리 현지 業體가 2, 800여개나 參加하여 대성황 

을 이루었다 한다.

飛行機 玩具 消費 많아

一올해 美國의 玩具景氣 好況 누릴듯一

美國의 玩具產業은 지난 수년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귿년부터는 好景氣를 맞이할 것이라고 

玩具業界 소식통은 내다보고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금년 완구산업은 전반적 

인 好況을 누릴 것이며 특히 小賣業界가 활발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그리고 去來額도 작년의 30억불보다 10〜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玩具業界에 서 는 70〜75년의 기 간 동안 13세 이 

하의 아동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각 가정의 假處 

分所得의 증가로 앞으로의 販賣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

금년도에 가장 有望한 品目으로는 75년도에 

5억불의 판매고를 올린 飛行機 玩具가 손꼽히고 

있다.

이 비행기 완구의 종류와 디자인은 多種多樣 

하여 실물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비행기, 즉 

전투기, 수송기, 폭격기, 여객기, 심지어는 비 

행선에 이르기까지 멋진 디자인의 모델이 나오 

고 있다.

또한 양초, 비누, 바느질 玩具, 皮革製品, 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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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品 둥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샤쓰를 自動으로 접는 機械開發

—스웨덴 Ivo & Calator社서一

스웨덴의 Ivo and Calator會社에서는 최근 샤 

쓰를 1분 30초만에 접어서 클립 (clip)하는 새로 

운 완전 自動機械를 개발, 판매하고 있어 관계 

업 체 의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이 자동기 계 는 Pla- 
stic 클립 2개를 사용하여 샤쓰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종래에 12개의 핀을 손으로 꽂는 방식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새로운 기계의 판매는 76년도에 약 70만부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대규모 세탁소 

나 샤쓰工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日 本 미싱業界, 간단한 機種으로 

方向轉換

一디자인도 단순하고 操作도 容易해一

日本 미싱業界에서는 최근 操作하기 힘든 重裝 

備型의 복잡한 미싱으로부터 누구나 操作이 용 

이하고 디자인도 단순한 소위「간단한 미싱」으 

로 機種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機種은 이제까지의 

미싱과는 달리 縫裁 디자인을 다이얼로 선정하 

여 단추를 누르기 만 하면 始動이 가능하게 되 어 

있어 발로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이 미싱을 사 

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新機種은 종래에 없던 操作이 용이한 점을 

강조하여 停滯상태에 빠진 미싱需要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미싱 
'은 縫裁디자인의 多樣性을 목표로 경쟁한 까닭 

에 복잡한 기계구조나 어려운 操作法에 대해 使 

用者의 불평을 사는 일이 많았었다. 따라서 미 

싱業界에 서 는 복잡한 機種으로부터 간단한 기 종 

으로 方向轉換을 할 必要性을 느껴왔다.

日 本 브라더工業은 이 번에「콤팔DX」(가격 ¥ ■

12만 8천)를 新製品으로 내놓았고 릿가社도「마 

이 티 A—300」을 선보였는데 이들 兩社製品의 특 

징으로서는 驅動部分에 電子回路를 사용한 단추 

操作式으로 되 어 있어 1분간 200回轉부터 1천回 
轉까지 속도를 바꿀 수 있어 이제까지 발디딤으 •卜 

로 速度를 制御하던 것이 필요없게 되었다.

또한 縫裁 디자인의 모양은 다이 얼을 선정 하 , 

는 것으로만 Zig-zag 振幅과 속도를 자동적으로 

할수있다

그런데 이 특수 디자인의「간단한 미 싱」은 브 

라더 工業이 發賣한지 3개월 동안에 月產 3천臺 

수준으로 生產판매를 시험해 보았는데 예상 외로 

買氣가 활발하여 곧 生產계획을 倍增할 方針이 

라 하며 릿카社에서도 3월 한달 동안에 5천臺를 

판매하여 생산계획을 擴大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新婚夫婦의 가정용정도로서「홈 스윙」 

도 아직 日本에서는 정착을 하지 못해 급격한 수 

요의 伸張은 어려운 형편이다.

복잡한 在來式 미 싱 을 판매 하면 각 가정 을 2〜 
3回 정도는 巡廻하여 使用法을 가르치 거 나 각 영 

업소에서 夜間에도 조작법 강습회를 열지 않으 

면 안되는 둥 아프터 서 어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新機種은 그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이 판 

매할 때 한번 정도만 설명하면 족하므로 그만큼 

店舖販賣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 機種의 動向에 대해 미 ' . 

싱 大메이커인 쟈노메에서는 “발의 操作 대신 W 
兩社의 신제품은 한쪽 손으로 단추 操作을 하 

지 않으면 안되 기 때 문에 오히 려 사용하기 가 불 

편한 것이 아니 냐, 縫裁디자인의 모양도 實用的 

인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패션性이 없어지개 된 - 
다”고 反論을 펴고 同社의 신제품「엑 셀」에서는 巾 

종전처 럼 26種類나 縫裁디자인의 모양을 세트하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消費者들은 간단하고 조작이 손쉬운 

미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싱업계에서는 패 

션 指向型의 복잡한 機種으로부터 方向轉換을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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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76에 入賞
一金知澈（當센터 디자인開發室 主任硏究員）氏의「한국인삼 및 인삼차 포장」一

다음과 같다.“New York Art Direction" 이 세계적으로 우 

수한그래 픽 디 자인을 전시 하여 각국 디 자인의 동 

향과 기 술정 보를 교환하고자 해 마다 개 최 하는 

rCreativity 76 Design Show」에 당센터 디자인 

개 발실 金知澈 주임연구원은「한국인삼 및 인삼 

차 포장」을 출품해서 영예의 입상을 차지하여 우 

리 나라 디자인의 격조높은 수준을 과시하였다.

Creativity '76은 이번에 Conrad Hilton Hotel 
에서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1차 전시를 하 

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뉴욕의 Hilton 
Hot이에서 2차 전시를 갖는다.

New York Art Directors Club 이 사회 가 작품 심 

사를 담당하고 있는 Creativity 76 Design Show 
는 1949년 이 래 매년 개최되는 범세계적인 가장 

권위있는 그래픽 디자인展이며, 작년도에는 38 
개 국에 서 약 12, 000점 의 작품이 출품된 바 있 다.

이번에 입상된 金知澈씨의「한국인삼 및 인삼 

차 포장」의 작품제 안의 의도는 인삼의 재 배지역 

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공, 소련, 일본, 미 

국,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우리 인 

삼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우려에 있으므로 포 

장 디자인의 표준화와 새로운 이미지 형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우리 인삼의 확고한 전략적 위 

치를 확보하자는데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디 자이 너 들의 출품에 참고 

지•료로 Creativity Design Show에 출품이 가능

한 작품내 역 을 소개 하면

PRINT

(1) Consumer advertis
ing
① Single unit
② Campaign

(2) Trade/Business 二 ad
vertising
③ Single unit
④ Campaign

(3) Posters
(4) Annual reports
(5) Brochures/Catalogs
(6) Cover design

⑤ Magazines
⑥ Books/Book jac

kets
⑦ Record albums

(7) Package design
(8) Editorial design

⑧ Single unit
⑨ Multiple units

(9) Trademarks and lo
gotypes

(10) Letterheads
(11) Promotional pieces, 

collateral, and mis
cellaneous materials

(12) Stamps
(13) Public service adver

tising
⑩ Single unit
⑪ Campaign

(14) Political advertising 
⑫ Single unit 
⑬ Campaign

TV/FILM
(15) Consumer

⑭ Sngle unit
⑮ Campaign

(16) Corporate
⑯ Sin이e unit
⑰ Campaign

(17) Public service
⑱ Single unit
⑲ Campaign

(18) Political
⑳ Single unit
㉑ Campaign

(19) Show openings/IDs/ 
Titles

SPECIAL CREATIVE 
ACHIEVEMENT

(Entries may be submitted 
for T. U. V and W. but 
not Concept or Design, 
which are at the dis
cretion of the judges.)

Concept 
Design

(20) Art/lllustration
(21) Photography
(22) Animation
(23) W.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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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誌 販売 案内

本誌는 國內 唯一의「디자인 專門誌」로서 一般 愛讀者 여러분 

에게 더욱 널리 普及하고자 다음과 같이 實費販賣하고 있아오니 

많은 購讀바랍니다.

◊ 販 賣 處 : 當센터 編輯室 直賣

◊ 發行月 日 ：2・4・6・8・10・ 12月의 每 25 日

◊ 定 價 : 500원

◊ 長期購讚會員制 : 1年 （6回）, 購讀料 2, 500원 （郵送料 包含）

X 郵便으로 年間 購讀申請時에 는 小額換 （2,500원） 同封 

하여 登記로 郵送해 주실 것 （住所 - 姓名 明記） .

◊ 낱권 購讀希望者 : 當센터 編輯室에 서 隨時로 購入할 것.

◊ 問議 및 送金處 : ①丁冋 서 울特別市 鍾路區 蓮建洞 12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편집실

전화 @ 5375〜8

본지 는 한국도서 잡지 윤리 위 원회 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 을 준수한다.

◎ 企劉 및 編輯 : 金銀河 •■ 孫基詰/表紙디자인 : 金哲中

1 「디자인 포장」
£ 1976年8月號
| VOL. 7, No.4 （通卷第27號）

1奮费:金 熙 德 |

發行 所: 쟘둘한구디자안포 장세터 I
本 社 : 서 울特別市鍾路區蓮建洞128〜8 I

TEL ® 5375〜8 ?

| 登錄日字 1971年 1月14日

1 登錄番號 바一599호

? 1976年 8月20日 印刷

$ 1976年 8月25日 發行

工 場:서 울特別市永登浦區加里峯洞第2工團 1
TEL ㉘ 3839 • 2989 • 3418 |

釜山支社：釜山直轄市釜山鎭區鶴章洞261〜8 i
TEL⑨1485〜7 舌

印刷製本：三和印刷林式含肚 |

〈값 500 원〉 至



코오롱 입니다.

조그마한 보금자리일 망정 가 

능하면 가꾸고 매만져서 아 

름답게 조성된 생활환경, 이 

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격조높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을 위해 코오롱이 정성드려 

개발한 코오롱 커텐지. -----

행복이 가득한 집, 기품있고 

우아한 사무실을 코오롱 커 

텐지로 꾸며주세요.

코모롬

커텐지
커텐지，새로 준비하시는 분에게

• 광택이 은은하고 우아합니다.

• 150여 다채로운 패턴이 있읍니다. 

•채광과 관계없이 변색이 안됩니다.

• 세탁호 수축현상이 없옵니다.

• 대량생산에 의해 품질이 균일합니다.

• 주문에 따라 불에 타지않는 防炎（難 

燃）가공품도 생산합니다.

■코오롱커텐지센타
서울•을지로 :

부산•광복동 : 
대구•동산동 : 

교 동 :

® 776 - 7683 
776-7539 
23一 4600 
2-3362 
4-3867

코오롱商事株式會社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열로 
성실하게 일하는

남성의 세계, 
지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로

끝없이 정상에 도전하는 
사나이의 매력, 

바이스터는 남성다운 품위를 지켜 주는 
남성의 화장품입니다.

즈터
V 남성화장주V

•사랑과 지성의 향추I, 매력적인 남성의 향쥐를 조화시킨 

바이스터 오데코喜 3.500원 

• 면도亨나 세안茶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는 

바이스터 스킨로숀 丨.20。원

정발이 자유로운• 끈적거리거나 번쩍거리지

바이스터 헤어스퐁 9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