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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타산지석 （他山之石）

나는 금년 연초에 인도의 아무다바드와 

봄베이에서 실시된「제 5차 ICSID 이사 

히」와「아시아 회원국 지역 회의」에 참가 

한 바 있었다. 인도의 여행은 이번이 처 

음이었다. 물론 이 회의는산업 디자인에 

관한 것 이 었지 만 내 가 이 나라를 보고 느 

낀 소감은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있었다. 

그 첫째는 너무 낙후（落後）되어 있다는 것 

과 기아선상（饑餓線上）에서 굶주리고 있 

는 군중이었으며, 둘째로는 그런데도 인 

도가 어떤 뜻에서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모 

범생이라니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 

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인가 하 

는 것과 마지막으로 인도 국민들의 의식 

구조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일행 이 봄베 이 공항에 도착했던것 

은 이른 아침이었다. 거기에서 인도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내국 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아비규환의 무리에 시달리면 

서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돈을 내 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었다.

아무다바드에서는 주류（酒類）는 일체 구 

경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 

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어디를가나아침 

에는 에어로빅스（달리는） 운동을 하기 때 

문에 호텔 주변을 5km 가량 뛰면서 빈민 

굴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조조 

（早朝） 거리에서 세면을 하는 자들이 대 

부분이 었으며, 더욱 아연실색한 것은 부녀 

자（婦女子）들이 한길 복판에서 용변을 하 

고 있는 광경 이 었다. 매 년 1월14일은이 

곳에서 연올 날리는 날인데, 공휴일로서 

인구 170만이나 되는 전 시가（市街）가 연 

으로 하늘을 덮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NID （National Institute of Design） 에 서 

직원들 가족의 연날리기를 구경하고 야외 

회식에 참가했는데 수저 없이 식사하기는 

또한 이것이 처음이었다. 좀 불결한 이야 

기이기는 하지만 이 곳에서 화장실을 사 

용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은 화장지 가 없 

었다는 사실이다. 자세히 화장실 내를 살 

펴보니 조그마한 용기가 있었는데, 거기 

에 물을 떠서 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 

다. 그 대신 왼손으로 용변 처리를 하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다니 그 

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날 오

韓國디자인包裝센터

후에는 시내 옥상에서 실시되는 연날리기 

를 구경나갔는데, NID 직원의 안내로 그 

들의 가정을 구경할 수 있는 호운（好運） 

을 가졌다. 한간방에 3세대가 살고 있는 

데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집 앞에는 주인 없는 성우（聖牛）가 무 

리를 지어 모여 있었는데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이와 같은 소들이 거리를 한가롭 

게 산책하고 있는 것을 도처에서 볼수가 

있었다. 주로 차를 끄는 일을 하는 것은 

소가 아닌 낙타였다. 나의 호가 낙타이기 

에 동행한 인덕 공업 전문 대학의 김 혜란 

학장은「이사장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는 

농담이 나올 지경이었다. 12층이나 되는 

옥상에서 연을 날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 

하여 승강기도 없는 곳을 올라가는 데 애 

를 먹었다. 이런 곳에서 연을 날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사（落死）한다는 것이었 

다.

봄베 이 에 서 는 IDC （Indian Design Cen- 

ter） 에 서 2 일간 산업 디자인에 관한 세 

미 나가 있었다. （NID와 IDC의 기능에 대 

하여서는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김 장 

호 교육 연구 부장의 글 요 참조）. ICSID 

회장인 풀로스 （Pulos） 교수를 위시하여 

많은 연사들의 열띤 강연이 있은 후에 

분산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산 

업 디자인이라는 제목을 내걸고서도 엉뚱 

한 수공예 만을 논하고 있 었다. 그리고 또 

한 tradition（전통 : 인습）을 금과옥조（金 

科玉條） 와 같이 여 기고 있었다. 이와 같 

은 것을 통하여 인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 

를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단 

상에서 주제 발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올 강조했다

''산업 디자인이 란 인간의 심 적•물적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창조 행위 

로서 현대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대량 생 

산이라는 개 념을 벗어나서는 성립될 수없 

으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전 

통은 순수 예술 분야에서 존중되어야 하 

겠지만 산업 디자인에서는 그다지 큰 것 

이 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산업 디자인 

은 예술이 아니다. 그러나 예술은 산업 디 

자인의 일부이기는 하다. 그리고 개발 도 

상국들이 현대화하는 데 있어 가장 장애 

가 되는 것이 전통이고 인습이라는 것을

理事長金 熙 彳恚

알아야 한다. ” 또한 소련 대표인 유소로 

비아라는 분은 “산업 디자인을 논하기 이 

전에 제발 나무 숟갈이라도 마련하여 식 

사를 하라”는 충고를 서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아주 표면에 나타난 몇 가 

지 사실만으로서도 나는 정 신이 아찔할 정 

도로 느낀 것이 있었다. 그것은제 2차세 

계 대전까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였고 

우리 나라는 불행히도 일본의 식민지였다 

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같은 무렵에 다 같 

이 독립을 했는데, 작년 5 월에 당센터 초 

대 로 한국을 다녀 간 풀로스 （Pulos） 교수 

의 부인이 한 말（“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나 빈곤이 심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 

가 되지 않는다''）을 빌어서라도자명한 것 

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5・16혁명이라는 계 

기가 없었던들 인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 우리 

도 춘궁기에 시달리며 단군 이래 토굴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달라진 면이 있었다 

면 그것은 6 • 26 동란 때 주어 온 포탄 껍 

질로 개량한 굴뚝뿐이지 않았던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년 전의 일이다. 필자가 인도의 빈민굴 

을 보고 느낀 것은 석가 여래 시대에도그 

이상 비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었다. 모든 주의 사상은무엇을 위한 것 

인가? 그것은 재언의 여지 없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인도의 민주주의 보범은 무엇을 뜻하 

는 것 인가 하고 한번쯤은 생 각해 볼 만한 

일이다.

타산지 석 （他山之石） 이 라고나 할까. 나 

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도 이번같이 감 

명 깊게 우리들은 그러해서는 안 되겠다는 

충격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였다.

바야흐로 인류는 농경 시 대 문명으로 

부터 300년 전에 시작된 산업화 시대 문명 

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명의문 

턱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선조 

들의 무능과 고집으로 산업화 시 대의 문 

명에서는 뒤졌지만 태 동하고 있는 새 로운 

문명의 물결에서 실기 （失機）하지 말고 빨 

리 그 흐름을 타서 지상 천국（地上天國） 

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 개 개 인에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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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재료로서의 유리

Glass as a packaging material

H.R. 페르손

유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료 

중 하나이다. 유리는 지구가 생성된 으扌 40 
억 년 전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 천연 

유리는 옵시 다이 언 (Obsidian) 이 라 한다. 

처음에 인류는 유리를 도끼 • 칼 • 화살촉 

둥의 여 러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사 

람이 유리를 만들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 

를 알 수는 없지만 약 7,000년 전에 폐르 

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유리는 귀중품으로 통용되었으며, 

후에 속이 빈 용기나 꽃병 둥으로 만들어 

졌다.

초기에 유리는 단지 용기 제조에만 사 

용되 었으나, 오늘날에 는 강도가우수하고 

치수의 오차가 적도록 잘 설계되어 고속 

충전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용기도 생산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리 용기는 오래 전부터 

제조되어 왔고, 현재는 9 개 회사에 서 자동 

기계로 유리병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부 

분의 유리 원료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 

지 만 한국산 모 래 에 는 산화철 (i ron oxide) 
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색이 없는 

플린트(flint) 유리 제조에는 사용할 수없 

으므로 이런 모래는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을 보면 한국의 유리 공업 

에서도 유리의 용융 및 병 제조에 현대적 

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검사 단계 및 

품질 관리 공정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유리업계에서도 이를충분 

히 고려하고 있으며, 점차로 개선되어 가 

고 있는 실정이다.

유리 용기는 주로 식품 및 음료수 산업 

에 사용되고 있으며, 충전 및 캡핑 (capping) 
라인의 시 설은 현대 적 이고그속도도빠르 

다.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업계의 말에 의 

하면 유리 용기의 품질에 대해 대체적으 

로 만족하고 있지만, 유리 제조업자가 책 

임져야 할 품질상의 결함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1 

인당 1 년에 26개의 새로운 병을 소비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50 

개, 미국은 125개이다. 이러한 통계로 보 

면 한국의 유리 용기의 장래는 밝으며,유 

리업계의 규모도 장차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리업계에서는 적은 양 

이지만 수출도 하고 있다.

지난 4 년간의 수출 통계를 보면 다음 

과 같다.

1977년 ： 360만 달러

1978년 : 160만 달러

1979년 : 200만 달러

1980년 ： 120만 달러

앞으로 포장 재료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유리 용기가 이 경쟁을 

어떻게 이겨 내어서 살아 남게 될지도 홍 

미로운 일인 것 같다.

특히 식품 및 음료수용 포장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물리적 • 화학적 • 생물적 외부 물질 

의 침투로부터 포장 제품 보호

②소비자에게 편리한 분량으로 제품분 

할

③포장 제품의 외모 개선

④수송의 편이성 및 포장된 제품의 경 

제적인 유통

사실상 제 품의 판매 에 서 포장은 가장큰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슈퍼마아켓 및 셀프서어비스점은 현대 

적인 포장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포장 산업은 식품산업에 대한서 

어 비스 산업 이고, 또한 포장은 식품의 유 

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 포장의 

반 이상이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식품 시장 가격의 약 50% 
만이 식품 그 자체의 가격이라 할 수 있 

고, 나머지 50%는 포장 및 유통비가 된 

다. 앞으로 유통에 대한 제품 가격의 비 

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가정 주부에게는 구조 및 디자인 

이 우수한 포장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 및 

디자인이 우수한 포장은 주부의 일손을 덜 

수 있게 해 추고, 과거에 비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현재 직접 식탁에 오 

를 수 있도록 만든 포장도 많은 양이 판 

매되고 있다.

용기에 포장된 제품의 정보는 용기를 

보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 

며, 그 정보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라벨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 

리 용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미래의 포장이라고 해서 더 복잡해지지 

는 않는다. 제품을 잘 보호할 수 있고 단 

시간에 많은 양을 취급할 수 있으며, 충 

전 및 캡 핑 (capping) 공정 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유통도 쉽게 되도록 설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리는 다른 

재료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포장 재료로서 다른 재료에 비해 장차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 유리업계에서 행하고 있지만 유 

리 용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계속되어 

야 한다. 식품 • 음료 • 주류 • 화장품 • 세 

제 둥을 유리 용기에 포장하는 포장 산업 

이 크게 발전되어 있지만, 이들 포장 산 

업 내에서 서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 도움 

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포장의 설계 및 여러 종류 

의 포장 재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는 포장 산업 과 포장 사용자 사이 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의 유 

리 용기 사용 범위를 넓 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 소개

H.R.페르손(Persson)은 스웨덴 태생으로 Sheffield 

대학교를 졸업하고 Chalmers 대학교에서 화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칸디나비아 유리 기술 협 

회 회장올 거쳐 현재는 스웨덴 Bofors 사의 개발 

담당 부사장과 영국 Sheffield 유리 기술 협회의 

회원으로 있다. 저서에 rPlan Glasj.rGlasteknikj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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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칼럼

디자인 센터의 機能
劉 槿 俊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디자인 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왜 

필요한가 ?

디자인 센터의 기능은 크게 전시 (Ex

hibition), 정보 (Infomation), 개발(DeveL 

opment) 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

디자인 센터의 전시 기능은 한 지역 사 

회 또는 국가의 디자인 진흥 기관으로서 

의 설립 목적으로 보아 디자인 센터의 정 

보 기능이나 개발 기능에 앞서는 핵심적 

기능이다. 전시 기능을 가지지 않은 디자 

인 센터란 있올 수도 없고, 상설 전시장 

을 가지지 않은 디자인 센터란 생각할 수 

도 없다.

디자인 센터의 전시 기능은 보다 넓은 

전시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이 공간을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디자인 센터의 전시 

계획 및 활동 여하에 따라 빛날 수도 있 

고 반대로 센터 자체의 존재마저 무의미 

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디자인 센터는 무엇보다도 먼저 굿 디 

자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된 상설 전시 기구이며, 그 폭넓고 알찬 

전시 내용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때문에 

업주와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일체감의 강조, 

그리고 이를 구체화 • 생활화하기 위한 전 

시 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디 

자인 센터 본래의 기능이어야 한다. 시민 

의 생활과 유리되고 기업주가 흥미를 느 

끼지 않으며 디자이너가 절실한필요성올 

느끼지 않는 디자인 센터의 존재는 사실 

상 무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매스콤과의 긴밀한 유대 

로 디자인 센터의 전시 행사가 매일 보도 

되며 디자인 센터의 일상 업무가 시중의 

어느 백화점 세 일보다 더 잘 널리 알려지 

고 그 결과 시민들이 디자인 센터를 국내 

외 우수 디자인 제품 전시장 겸 직매점 

(直賣店)으로 생각하여 백화점이나 전시 

장을 출입하듯 아무런 부담 없이 오히려 

즐겁 게 무엇 인가 보고 배우고 사 가는 곳 

정도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무엇인가 보고 배우는 전시회는 

물론 현장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전 

시 내용과 규모가 디자인되어야 하며, 센 

터에서 구입하거나 업자로부터의 구입올 

알선하여 주는 서어비스 업무에 착수하여 

시민들이 디자인 센터를 우수 상품 전시 

장 또는 굿 디자인 직매소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디자인 센터의 기능에 

관한 한 그 이미지는 무슨 관청이나 연구 

소 또는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장이나 백화점 또는 당국이 품질을 

보증하는 굿 디자인 직매 장이어 야 한다.

매스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디자인 

센터가 하는 일이 기업주와 디자이너에게 

는 물론 소비 대중인 일반 시민들에게까 

지 잘 알려 지게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고 

정 란 (固定欄)이 나 광고 선전 둥을 통해 

디자인 센터의 기능을 디자인 정보 센터 

또는 디자인 자료실 둥으로 가까이 느끼 

게 유도하여야 한다.

디자인 선진국으로 알려진 북구(北歐) 

여러 나라의 디자인 센터들이 상설 전시 

장 위주의 센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밖의 

선진 각국이 가진 여러 형태의 디자인 센 

터들 역시 전시 기능을 디자인 센터의 가 

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여 활발한 굿 

디자인 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디자 

인 교류를 위한 여 러 가지 전시 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로써 지역 사회와 

국가의 디자인 진흥에 직접적이고도 즉각 

적 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센터의 전시 기능에 

서 볼 때 우리 나라의 디자인 센터, 가령 

서울의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는 그 넓은 

공간과 많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센터 본래의 전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고 있지 못한 현실이며, 상설 전시장으로 

서는 다른 전시장, 가령 서울 영동의 한 

국 종합 전시장이 오히려 디자인 센터의 

전시 기능을 서서히 대신하여 가는 것으 

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가고 있다.

새 제품이 있는 곳에 디자인이 있고 새 

제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따 

라서 디자인과 사람들은 새 제품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새 제 

품이 있는 곳은 어 디 인가 ? 그 곳이 바로 

제품 전시장이며, 그 곳이 바로 디자인 

센터이다. 이렇게 새 제품이 있고 그 제 

품을 통해 사람과 디자인이 만나는 전시 

장이 디자인 센터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매 촉진에 직결된 디자인 

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설 전시장의 전시 서어 

비스 업무와 그 업무 자체를 주관할 필요 

성에서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온 것이 

디자인 선진 각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 

자인 센터는 가령 서울의 '한국 디자인 포 

장 센터처럼 디자인 개발 관리를 위한 행 

정 기구가 먼저 설치되고 여기에 전시장 

이 부설되는 경우와는 달리 상설 전시장 

자체를 디자인 센터로 인식하는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센터의 일차적 기능이 

전시에 있는 만큼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는 상설 전시장으로서 비교적 잘 갖추어 

진 '한국 종합 전시장' 같은 곳올 디자 

인 주도형의 상설 전시장으로 이끌어 올 

려 디자인 센터 본래의 전시 기능을 강화 

하고 그럼으로써 이 곳을 가령 '코엑스 

디자인 센터'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현실 

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은 정보 개념 

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바 상설 굿 디 

자인 전시장으로서의 디자인 센터의 일차 

적 기능올 이해하는 한 디자인 센터가 발 

휘하여야 할 정보 기능의 의미는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정보는 군사•정치• 외교의 차원 

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의 차원에서 

도 국가의 이익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거니와 나라 

마다 자국의 산업 보호 육성책 의 일환으 

로 산업 정보 관리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 

올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도 자기 

나라 상품의 디자인 보호에 얼마나 신경 

을 곤두세우고 있는가는 외국의 쇼우윈도 

우 앞에서 카메라를 꺼냈다가 곤욕을 치 

른 여행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제품의 디자인 관리에 온 

국민과 국가가 열띤 관심올 기울이고 있 

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오 

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디자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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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디자이너에 의해 창안된 디자인이 

나 우리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제품의 디 

자인 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 왔고 디자인 센터는 어떤 구 

체적 장치를 강구하여 왔는가? 가령 디 

자이너들에 의해 개최되는 각종 디자인 

전시회 회장에서 관람자가 전시품을 촬영 

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고 

맙게 여길망정 금지시킬 생각을 하는 디 

자이너가 없는 오늘의 현실은 무엇을 뜻 

하는 것인가?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은 '디자인 인 

덱스 (design index)' 의 확보에서부터 시즈F 
된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디자이너 

와 디자인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가 수집 

•분류•평가•제공되는 디자인 인덱스의 확 

보는 어느 의미에서는 전시 기능을 능가 

하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디자인 인덱스를 확보해 둠으로써 디자 

인 센터는 그 지역 사회와 국가의 디자인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국내의 디자이너에게는 필요한 일체 

의 디자인 정보를 즉각 제공해 줄 수 있 

고, 생산자들에게는 필요한 기술 정보와 

시장 정보를 즉각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소비 대중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디자이너 

와 디자인계의 활동에 관련된 정보와 상 

품 선택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즉각 제 

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 

제 체제에서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디자인 인덱스는 디자이너에게 

디 자인 개 발원(開發源)을 제공해 새 디자 

인 개발을 도울 것이고, 기업주에게는해 

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새 시장 개척과 

소득 증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이며, 정부에 대하여서는확실한 근거 자 

료에 입각한 디자인 지원책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출 업자와 상 

대국 소비자 및 디자이너를 하나로 연결 

시 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굿 디자인 제 

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데 디자인 센터는 주 

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갖는 사 

람들이 많거니와 1972년 헬싱키 디자인 

세미나 참석 중 목격한 현지의 디자인 정 

보 처리 능력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해 동원되는 디자인 정보의 모집과 분 

류 및 평가, 그리고 제공에 이르는 처리 

의 전 과정에서 보인 디자인 센터의 완벽 

한 서어비스는 디자인 센터가 무엇을 하 

는 곳이 며 왜 필요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가장 완전한 대답으로 믿어졌음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가령 한 디자인 그룹에서 지하철 차량 

의 차 내 설비 디자인을 용역맡아 디자인 

작업 중 차 내 의자 디자인에 문제가 발 

생하자 이들은 즉시 디자인 센터에 전화 

를 연결하여 필요한 디자인 정보의 지원 

을 요청하였고, 단 1시간 안에 센터 자 

료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존 지하철 차 

내 설비 디자인과 차량용 의자 디자인 자 

료로 기후•지형•인체 조건•재료•구조•안 

전•색채, 그리고 특히 인간 공학적 자료 

에 일본의 사례까지 곁들여 모든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 

능이 이와 같이 철저하고 능동적 인 데 충 

격을 받고 오히 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 

던 것은 이들이 확보한 디자인 인덱스의 

충실도와 이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인 

력과 예산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센터의 

정보 처리 능력에 힘입어 전개하고 있는 

디자인 용역 대상 지역의 확대와 이것이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은 이렇게 디 

자인과 디자이너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자료를 디자인 인덱스로 제작• 확보하여 

서어비스에 응함으로써 디자이 너와 기 업 

주, 그리고 시민 둥 필요한 모든 사람들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센터 

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따금 서구 선진 디자인 국가들에서 

처리되는 디자인 정보 자료의 수집 과정 

에 의문과 회의 내지 좌절감을 표명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특허 수출 상대국에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위한 

계획을 거론하는 경우를 보나 오늘의 컴 

퓨터 시대에 처리해야 할 정보 기능에 비 

추어 과연 어떠한 방법이 디자인 센터의 

정보 기능 확보와 강화에 필요한 조처인 

지 디자인 정보 개념과 처리 방법에 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 센터의 전시 기능과 정 

보 기능 때문에 센터가 갖추어야 할 개 

발 기능은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 

는 연구 기능과는 근본적으로 성 격올 달 

리하고 있다.

디자인 센터는 연구 기능이 아니라 서 

어비스 기관이며, 교육 기관이 아니라 디 

자인 복덕방이다. 따라서 디자인 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개발 기능은 타인을 위한 

봉사,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 기업주• 소 

비자를 위한 봉사를 제공하는 곳이지 스 

스로 연구하고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 아 

니다.

이런 성격의 개발 기능 때문에 세계의 

디자인 선진 각국이 가진 디자인 센터는 

디자이너와 기업주를 연결시켜 주는 통 

신원의 서어비스도 하고 디자인 교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가령 디자인 관계 

국제 회의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 디자이 

너를 찾아 참가할 수 있게 주선하는 서 

어비스를 하며, 유능한 디자이너의 양성 

을 위해 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교육 기관,. 가령 

디자인 관계 대학 둥 학생에게 장학금을 

알선하고 연구원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시 

설 지원을 알선하는 디자인 복덕방의 서 

어 비스를 하는 것이다.

디자인 센터가 한 지역 사회와 국가의 

디자인 진흥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기능 

으로서의 전시 기능•정보 기능• 개발 기 

능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와 같이 명백한 

것이다. 우리의 디자인 센터가 디자인 센 

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서서히 

분산 • 확대되어 가는 오늘의 디자인 센터 

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전 

면적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 

다. ■



視覺 디자인의 機能과 開發方向

안 정 언 

숙명여대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시 각 디자인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 

쇄 매체를 통한 평면적인 그래픽 디자인 

이나 일개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상업 디자인이란 좁은개념을 넘 

은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 전 

달 작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시 각 디자인 

작업이란 말하자면 인간에 관계된 인간적 

인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 • 문화적 활동으 

로서 인간의 문제나 요구를 파악하고 이 

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매우 광범위한 시각 전달 활동이라 

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이 인간과 관계된중요한문화활 

동이며 인간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개개 

의 인간들이 집합체를 이룬 어느 특정 문 

화권 속에서 시각 디자인이 그 생명력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시각 디자인은 정보의 수용 집단에 대 

한 깊은 통찰과 애정이 없이는 가치 있는 

의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질적 

• 정보적 가치는 다분히 수용자의 문화적 

수준이나 감성적 평가에 의존하게 마련이 

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양식이나가치 

의식은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서 발생하 

며, 또한 그 문화에 의하여 사고나 행동 

이 규정된다 따라서 개 인이 나어 떠한 조 

직도 이 속에서 나고 자란 기존의 문화권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러나 동시에 이들이 문화를 관장하는 한 

사람임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디자인이 문화속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 있는 문화 창조 

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도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일 시각적으로 접하 

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이제 모두가 새삼스레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유익함을피부로 접 

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디자인 

은 문화의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셈 이다. 디자인에 관계하 

는 모든 사람은 높은 사명감과 긍지로 사 

회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후진국의 

문화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올 바쳐 온 빅 터 파파넥 (Victor Papaneck) 
교수는 최근의『인더스트리얼 디자인』지 

에 기고한 글에 서 “디자이 너는 과연누구 

를 위하여 디자인 작업에 임하는가? 디 

자인을 위한 디자인이나 모델 체인지(mod- 

시 change) 만을 일삼고 있는 것 은 아닌 

가?” 하고 오늘의 디자인 현상을 개탄하 

고 있다

디자인에 관계 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 

하거나 개입하게 된 사회를 위해 과연 무 

엇을 제공하며, 바람직한 개선의 장을 어 

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 

야 할 것이다. 시 각 디자이 너는진정한 의 

미의 삶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사명감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 는 디 자인에 대 한관심 및 

이해로의 점증과 더불어 디자인이 창조해 

낼 역할에 대 해 갈구하는 바도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교육적인 영역에서, 생활 

환경의 영역에서, 생활 문화의 영역에서, 

또한 제반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현실적 

으로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도 부 

인할 수 없다.

지난 시기에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수치 

스럽고도 뼈아픈 감정을 맛볼 기회가 가 

끔 있었다. 우리 나라를 다녀간외국인이 

우리에 대한 인상을 한 마디로 “한국에는 

디자인 부재 (不在)”라고 서슴없이 뇌까린 

적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관료적 자세 

로서 디자이너 위에 군림하여 자신이 직 

접 디자인 작업에 임하는 훌륭한 전문인 

(?)을 모셔야 하는 딱한 경험도 갖고 있 

다. 디자이너가 아닌 도안장이로, 전문인 

이 아닌 기능자로 형편없는 천대를 받아 

왔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수출 주도형의 산업 체제, 그리고 한국 디 

자인 포장 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있은국 

가적 디자인 진흥 정책의 뒷받침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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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포장 : 일본 전매 공사

리는 디자인의 여명기를 맞게 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이 거대화하고 

국제적인 경쟁의 소용돌이에 과감하게 돌 

입하게 되면서부터 경영의 측면에서도 디 

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부 기 

업 인들은 깨 닫게 되었으며, 디자인의 수 

용 둥과 실천을 통하여 디자인의 중요성 

을 크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근년에 연속적으로 있은 기업에서의 일련 

의 CIP （Corporate Identity Program） 도 

입 작업 및 외국 디자이너에 의뢰되었다 

는 아쉬움은 남지만 국산형 자동차의 디 

자인으로 센세 이 션을 일으켰 던사례 가 그 

좋은 예 가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전 

매 공사에서 미국의 저명한 디자이너 폴 

랜드 （Paul Rand） 에 게 피 이스라는 브랜드 

네임의 담배 포장 디자인을 그 당시로서 

는 엄청난 고가로 의뢰하여 국내 디자이 

너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샀던예가 있었 

음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이면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 나 1980년대 초두는 서두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시각 디자인은 상업적인 

선전 수단이나 기업 경영의 도구만으로서 

가 아니라 인간 생활과 결부된 새로운 시 

각 환경의 창조란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하고, 참다운 디자인의 뜻이 이 사회의 정 

치 • 문화 • 경제。교육 둥 모든 영 역 에 깊 

숙이 정착되어야 할 새로운 의미의 시발 

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 

로 첫째, 세계를 향한 디자인의 선진화 작 

업, 둘째,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 각 정보 요소에 대한문제 점의 추 

출 및 개선 • 계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 각 

정보 전반에 걸친 과학적 구조 기능에 전 

문적으로 대처하는 모든 인위적 질서의 창 

조자, 즉 시 각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의 의식 체계가 인간적 집단을 떠나서 

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 

각 전달의 개념을 이 사회에 심는다는 구 

도자적（求道者的） 입장에서 부단히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현대 문화에 있어 시각적 요소의 증대 

및 그 양상의 다지화（多枝化） 현상을 한 

마디로 시각 문화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우리들 역시 정보의 홍수속에서 

싫든 좋든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는 특히 대중 정보 전달 

매체의 총아인 텔레비젼이 드디어 컬러화 

의 막을 열었다. 이는 곧 다지다양한 정 

보의 와중에서도 효과적인 정보 제어 역 

량을 발휘하는 선도적 입장에 서게 되었 

다는 대사회적 （對社會的） • 윤리적 책 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 

음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그래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고 

도 비생산적 인 자극과 충동의 연속이 아 

닌 이상적인 생활 문화의 창달이란 각도 

에 서 심 각하게 대 처해 야 한다는 과제에 부 

딪치게 되었다. 왜냐 하면 인쇄 매체가추 

상적 • 사고적이라고 볼 때 영상 매체는 비 

교하여 구체적인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 

하기 때문으로 해서 충동적인 성격이 훨 

씬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 소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조형 감각의 측면에 

서도 이 방면의 전문인이나 이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더욱 진지하게 

연구에 임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그래픽 

의 영역에서는 포토테크닉 • 컴퓨터테크닉 

이 나 핸드테크닉 을 통한 영상 에 니메 이 션, 

즉 전광（電光） 일러스트레이션 • 디스플레 

이 둥 시각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셈 이 다.

1980년대에는 또한 시 각 디자인과 출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출 

판 문화에 관심을 갖고 가치 있는 연구와 

창작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기회 

를 가져 야 할 것 이 다. 오늘날은 도 （圖）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엄청나게 증 

대 되 었는데, 일컬어 일러 스트레 이 션 환경 

의 시 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 

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션 하나만으로써 출판 디자 

인을 대표한다는 뜻은 아니며, 문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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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저하되고 반대로 사진이나 일러스 

트레이션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는 뜻도 

결코 아니다. 문자나 일러스트레이션이 

서로 대둥한 위치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 

되었다는 점이며, 문자와 일러스트레이 

션 외에 레이아웃 • 인쇄 • 지질（紙質）•제 

본 둥이 상호 작용되어 비로소 출판 디자 

인이라는 합일체를 이룬다는 관점의 표명 

인 것이다

우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내용이나 수 

준 • 레 이아웃 • 지질，인쇄 • 제본 등 모든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일례를 들어서 자라는 어린이를 위 

한 그림책 하나 제대로 된 우리의 것이 없 

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눈 

앞에 가로놓인 영리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기약하는 어린 세대에 가혹할 정도로 등 

한히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후세를 위한 교육 재료의 개발과개 

선 역시 건전한 정신 발육이나지적 성장 

을 돕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 

인 것이다. 문방구류나 교재 • 완구등유 

아기에서부터 소년기•청년기에 이르기까 

지, 또한 성년층에까지도 우리는 그들에 

게 실로 즐겁고도 유익한 교육과 레크리 

에이션의 터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스耳과 

형태의 질서, 나아가 기능의 질서를 이해 

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건전한 사회인, 사 

회 체제에 유기적 • 합리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과학적 태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 

는 디자인 기초 교육의 계발도 급선무인 

것이다. 덧붙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의 정책 배려가 있어서 디자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 

움도 없지 않다.

실내 시각 환경 분야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보다 경제적으로 자신 

의 개성적인 환경을 창조해 나갈수 있도 

록 조력해 주어야 할 역할 역시 시 각 디 

자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관 

찰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실내 환경을 생 

동감으로 가득 채워 줄 수 있는 기능적이 

며 경제적인 오브제들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옥외 시 각 환경 분야에서도 우 

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개선 내지는 

계발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다. 시가를질주하는공 

공 차량, 공공 시설물, 공공 표지물, 사 

인류 내지는 휴식 시설, 나아가 지체 부 

자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 둥 모두가 시각 

디자인뿐 아니라 이 분야에 관계돤 모든 

전문인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집단 생활 체제를 규정하는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인포메이셔널 그래픽 분야 

는 사회적 구조나 문화적 배경을 소화하 

는 조직적인 구조상의 방법론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의 총체성이 상실되고 혼 

란을 일으키며 명쾌한 운율적인전달을 기 

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아무리 복잡다기한 정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목적에 맞추어 여러 가 

지 정보 코드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결집 

시 킴 으로써 메 시 지 를 수신하는 시 각 활동 

의 참가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위로 유 

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슈우퍼 그래 픽으로 통하는 환경 그래픽 역 

시 즐거운 시각 환경의 조성으로 정서의 

순화를 돕는 제 2 의 자연이라 일컫는다. 

우리의 옥외 환경은 현실적으로 매우 무 

궤도하여 수준 높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1980년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 

보 정책이나 관광 진홍 정책에 시각 디자 

이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다. 

우리 나라는 특히 남과 북이 서로 날카롭 

게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準戰時） 상황하 

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적으로도 

외교 우위의 입장을 가일층 견지해 나가 

야 할 시 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지역 사 

회와 국가적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이 지 

구상에 공존하느 모든 사람의 문제로 변 

모를 보였다. 이는 식량 • 에너지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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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이 조 영제•양 승춘•김 현 • 

구 동조

상호 관계가 강조되게 됨은 물론 공전의 

인구 증가로 말미암은 식량 • 자원 • 공해 

둥의 문제가 국내적 해결이 불가능할 정 

도로 중대한 위기의 국면에 놓이게 되었 

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물（物）과 사람과 

사상의 교환, 상호 의존의 확립을통한 협 

력의 시대가 요청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냉철하게 자각하 

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위의 입장에서 

협력을 통한 이상적인 미래를 구축해 나 

가느냐, 시각 디자이너는 이러한 제반 문 

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투시하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느냐에 대 

해 재조명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할 시점 

에 놓였다 할 것이다. 특정 집단에 속한 

개개인도 각자가 개성을 달리하듯세계는 

그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생 

활의 경험 체계 또한 각양각색이다. 여기 

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시각 디자이너는 

고도의 조형성 （造形性）과 누구에게나 접 

근이 용이하며 포괄적인 이미지를 채용해 

서 수용의 폭을 넓히는 시퀜스를 구사 • 

전개하는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디자이 

너들이 행하는 오리지널 활동과 이의 전 

시 발표 활동에 관한 것 이 다. 지 나간 1970 
년대는 특히 후반기 이후에 수많은 디 

자이너들이 배출되기도 했지만 창작 및 발 

표 활동이 활발했던 시 기 였음으로 해서 향 

후 디자인계의 가일충의 발전을 위해 매 

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쉬 

운 점은 대중과 호홉을 같이하지 못하고 

유리된 전시 행사로서 전시를 위한 전시 

행사로 끝나고 마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 

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디자인은 

곧 인간, 즉 대중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디자이너의 

입장으로는 실로 아쉽고도 부끄러 운 점 이 

며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임을 자인하지 않 

을 수 없다. 물론 여 러 가지 요인이 복합 

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소치라고 볼수 있 

지만 냉 정하게 반성 하고 개선될 소지를 발 

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디자인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인이 

라고 자처하는 만큼 또한 이에 대한 대사 

회적 책임 의식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할 

것 이 다. 필자 역 시 교육의 장에 임하는 입 

장이지만 돌이켜볼 때 개인적인 안녕을위 

한 목적 이 우선하여 잔치를 위한 집안잔 

치를 마련하는 과오（?）를 범해 왔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오늘의 사회 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偿은 디자인 지 

망생을 애정어 린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아 

주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발견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희에 대한 불만 

의 요인을 사회에 전가하기 이전에 자신 

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하기 위해 과 

연 어떠한 방향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 

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작 

가냐 교육자냐 하는 문제 이전에 자신^의 

안식처로서 교육의 장이 수단이 되고 있 

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반성해 보는 사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디자인계의 장 

래가 더 빨리 밝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 

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시각 디자이너는 또한 시각 디자인 분 

야에 서도 다각도로 전문화된 분야들을 혼 

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기 

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란 점을 

자각하고 자신이 의도한 바 한 분야에서 

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디자 

이너의 명예나 권익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발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는 디자이너의 자질을 꿰뚫어 

저울질할 수 있는 참된 안목을 현실적으 

로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디자이너 

전체의 권익 옹호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도 어떤 노력이나 태도를 표명할 때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디자이너가 추구하 

는 궁극의 목표는 '인간'그 자체이기 때 

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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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陶磁器
製品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可能性의 提案

韓 吉 弘

京畿工業專門大學 工業디자인科 助教授

본고에서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투시한 산업 도자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를 디자인적인 

측면과 체험적인 바탕에서 분석 제안하고, 아울러 선진국의 굿 디자인（good design） 상품을 비교 제시 

함으로써 우리의 산업 도자기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세계 10위, 그러나 디자인 없는 디자인

도자기는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인간의 의식 성 

장과 생활 양식의 변천과 함께 시 대적 산업성과 사회 환경과효 

용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발전해 왔다.

우리 나라의 전통 도자기는 고종（高宗） 20년（1883년） 분원 

（分院）의 관요（官窯）가 폐지됨으로써 민요（民窯）로 이관되었고, 

그 시대적 혼란과 사회적 윤리관 속에 전통 공예의 본질이었던 

수공예 （手工藝） 가 생산 공예 （生産工藝） 라는 개화된 양상으로서 

의 대중화를 받아들이지 않올 수 없었다. 민족적 시련과 함께 

1942년 행남사（杏南社）가 우리의 손에 의해 최초로 세워짐으로 

써 산업 도자 제품이 대량 생산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산업 도자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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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196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하여 수출의 활로를 찾으며 

근대적인 시설과 기술 및 경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전해 온 

결과 1979년에는 수출 실적 7,500만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0위 

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변에는 우리 나라의 도자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우리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 

처할 수 있는 안가한 노동력이 풍부했으며, 아울러 양질의 부 

존 자원을 배경으로 외화 가득률이 90% 이상 되는 부가 가치 

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자기 생산 업체는 한정된 국내 시장의 여 

건과 기업의 영세성, 대체 상품(代替商品)의 출현(stainless 

steel, melamine, pyrex 둥의 식 기), 과학적인 기술 축적의 미 비 

와 오일 쇼크 (oil shock) 이후의 국제적 불황 속에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개발 계획과 판매 정책이 구태의연한 상태에서 수출 

품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바이어스 오더 (buyer's order)에 의한 

주문 생산으로「디자인 없는 디자인」을 해결해 가고 있는 실정 

이다.

• 수저 받침에서 우주선의 부품까지

도자기는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자인 예술의 한 분야로 

서만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즉 인간 생활의 문제 

로 발전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으로 생 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산 

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가속화되어 가는 산업 시 대에 

더욱 그 가치가 인정되며 또한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계획과수출의 신 

장으로 활기를 찾게 된 기업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인 

식 이 고조되어 그간 산업 디자인 분야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 

져왔다. 또한 국민들은 수출에 의한 소득 증대로 말미암아 생 

활 양식과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의식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이 

루어 졌다.

그것은 물적 환경에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으 

로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쾌적하고 기능적인 주거 공간을 계 

획하게 되고, 보다 편리한 도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가전 제품(家電製品) 메 이커는 이 러한 인간의 욕구를충족시키 

기 위해 주거 환경, 그 가운데서도 주방에 많은 변화를주며 냉 

장고 ♦ 전자 렌지 • 개스 오븐 • 핫 플레 이트 • 주우스 믹서 • 커피 

메이커 • 전자 자 • 전기 밥솥 • 토스터 둥의 주방 용품에 대해 즐 

거운 개발을 해 왔다.

산업 도자기에서도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과 장소에 따 

라 파아티 (party)라는 형 식으로, 또는 한식 (韓式) • 양식 (洋式) 

• 일식 ( 日 式) 둥둥의 요리 의 보급으로 주부들은 다양한 가정 요 

리를 구상하게 되고, 테이블 패션(table fashion)을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식기의 존재가 중요성을 가지며, 미각적인 즐거움과 

시각적인 기쁨을 더한충 느끼게 해 주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찾아야 할 이동 

식 변기도 수세식 변기로 탈바꿈되고, 욕실에는 미려하고산뜻 

한 내장 타일과 기능적이고 편리한 욕실 집기들을, 또한 거실 

에는 취미에 따라 실내 화초를 길러 녹색의 장원을 꾸미는 둥 

장식적인 변화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자그마한 수저 받침에서 시 

작되는 티이 세트(tea set) • 커피 세트 • 홈 웨어 (home ware) 

• 호텔 웨 어 (hotel ware) 를 포함하는 식 기류 (dinner ware) 와 

재 떨이 • 담배함 • 과자기 둥의 탁상 용품(table ware), 인형 • 

저금통 둥의 장식 용품류 (novelty), 그리고 세 면기 • 변기 •욕실 

집 기 둥의 위생 도기 (sanitary ware), 월 타일(wall tile) • 플로 

어 타일(floor tile) 또는 내장 타일 • 외장 타일 둥의 건축용 타 

일 제품류, 나아가서는 전기 애자, 이화학용 및 전자부품에 이 

르기 까지 도자기 산업 에 의한 많은 제품들이 생활속에 공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커피를 마시며 이조(李朝)를 감상하는 오늘의 소비자

그러나 공존하는 제품들의 디자인에 관한 질의 문제와 소비 

자의 의식 구조가 문제된다.

우리는 이조의 골동품이나 모조품을 감상하며 수입된 외국 제 

품의 커피와 컵으로 차를 마시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게 된 

다. 우리 나라의 산업 도자기가 디자인 문제나 새 로운 제 품을 

개발하는 데 봉착하는 어려운 과제를 바로 이러한 요인으로 집 

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개의 사람들이 골동품이나 모조품에는 관대하며,아 

울러 전통의 향수와 자만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인간 문화재 

는 고려와 조선의 재현이라는 전시대의 유물 속에서 존경을 받 

고 있고, 백화점의 쇼우룸은 전시대의 모조품으로 점거되어 있 

다는 점이다. 이 것은 산업 도자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이전에 오 

늘의 현대 도자기 공예에 대한 발전적 저해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들의 의식 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외국 제품 

에 대한 선호도(選好度)에서 오는 주체 의식의 결여이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들의 주변에는 수입 상품들이 범 람하면서 

국적을 달리하는 생활 용기나 집기들이 주방을 지키며 그들의 

국적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중하다고 하는 관념 

에 서 찬장 속의 장식 품으로 모셔 놓고는 예술 작품으로 착각하 

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이 바람직한 비유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첫 

째는 전통의 향수 속에 골동적 취향을 즐기는 부조화한 생활 패 

턴, 둘째는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과시적 인 의식 구조,그 

리고 세째는 생활 용기로서의 기능과 실용성의 결여에 의한 예 

술 장식품화 둥이 오늘의 산업 도자기가 시련을 겪는요인이 될 

것이다.

• 작은 변혁, 그 변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현대의 디자인은 대량 생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공업 제 

품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기술과 예술의 유기적 

조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기술은 디자이너를둘러싼 환경을 

모양짓고, 또한 환경의 모든 형태를 바꾸는 것에 따라 디자이 

너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변화시킨다. 기술은 기 

법 • 재료 • 도구 둥을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 디자인 행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며, 형식에 대한 감각은 그 대부분이 기술을 

통하여 쌓아 올린 경험에 의해 생겨난다.

산업 도자기에서도 이러한 경험적인 바탕에서 테크놀러지에 

대한 도전과 기술에 대한 축적이 중요할 때라고 본다.

디자이너는 조선 시대의 도공(陶工)과 같은 비법(秘法)과비 

기 (秘技)보다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화될 수 있는 바탕 

에서 제품 디자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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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식에 대한 변화, 주거 공간의 변화, 의식 구조의 변 

화, 상품에 대한 동향, 나아가서는 식생활이나 계절의 변화에 

도 민감해야 하며,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생활 패턴에 대한 제 

안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접 학문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적• 지리적 . 사회적 . 시대적• 현실적이며, 아울러 생태적 • 생 

리적 • 심리적인 인간의 속성과 욕구, 기호(嗜好)는 물론 식사 

환경 • 주방 위생 • 요리 방법 • 식사 예절까지도 체험적 바탕에 

서 이루어질 때 디자인 행위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자이너는 조형 행위(造形行為)를 할 때 미적 

효과를 추구하기 이전에 생활의 변화, 새로운 욕구와 감수성을 

관찰하여 생활 용기를 대하는 인간적인 속성을 새로운 수준의 

욕구에로 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발전, 

인간 생활의 의식 체계, 사상의 진보, 시대적인 해석에 의한 디 

자이너 자신의 가치관의 확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능적 • 생산적 • 경제적 • 조형적인 여러 조건과 결부짓 

는 생활 용기로서의 친근감, 사용상의 편리성, 세척의 용이성, 

나아가서는 주방 공간 또는 찬장에 대한 수납 방식 (stacking) 
도 배려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미의식 (美意識)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디자이너는 소비자를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의 향수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고, 디자이너는 이러한 형태를 닮 

아야 “한국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조형에 대한 관념적 테두리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디자인의 여 러 조건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조건적 바탕에 

서 한국적인 독특한一그것이 향토적이든 현대적이든一조형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산업 도자기의 디자이너는 이러한 변혁一예를 들면 차를 마 

시는 컵의 손잡이에 대한 조형과 기능의 작은 변혁一그 변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리즈 (series) 또는 시스템 디자인 (system design)으 

로의 확대

디자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상의 방법은산업 도자기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요 

구되는 기술적 측면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보 

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디자인 작업이 

전개되고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이너는 그 시대 • 사회 • 상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생활의 실제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 도자기 분야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단조로왔던 상황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영역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 

와 외적인 상관 요인이 있겠으나 새로운 소재의 개발, 새로운 

영역의 확대, 새로운 상품 전략으로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 

나 해결하여 제품 개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아가야 할 것 

이다.

우리는 백화점이나 도자기 전문 상점에서 도기질 • 자기질 • 

석기질의 소지의 특성에서부터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도자기와 

는 밀착되지 못한 상품들이 대부분인 듯하다.

종래의 식기는 한식 • 양식 • 일식 둥으로 분류되어 개체별 특 

성을 강조했으나 컴팩트(compact)한 주방 공간을 보다 기능화 

하고 효율적 공간으로의 해 결로서 수납 방식 (staking) 이 전제 

가 되는 간략화，단순화한 것으로 다른 집기들과 형태적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system design) °] 요구되는 현 

실이다.

오브제 (object) 적 인 제품의 개 발도 중요하다. 긴 안목에 서 는 

벼면 공간이 나 거실의 장식장 또는 탁상 위의 공간에도 인형 • 

그림 접시 • 조각적인 장식품이 계획되고 개발되어야 하므로 주 

제적 성격을 갖는 시리즈(series) 상품의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거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확대 

하여 인테리어 (interior), 옥외 환경, 건축 구조물의 벽면 조형 

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일본의 시로야마 도기 (白山陶器)를 이끌어 가는 디자 

이너 마사노리 모리 (森 正洋)는 “아침에는 빵을…”이라는슬로 

건으로 시대적 현실성을 감안한 커피 세트와 식기를 개발하여 

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에 성공한 좋은 예가 되었다.

독일의 로젠탈 (Rosenthal) 사(社)는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기존 개발 제품에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예술가, 경우에 따라서 

는 문필가 • 음악가 • 배우 둥 유명 인들에 게 그림과 사인(sign)
• 제작 번호 둥을 넣어 한정작(限定作)으로 생산 판매하여 개 

가를 올렸던 얘기도 소재의 개발과 영역의 확대 및 상품 전략 

에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개체가 아닌 시리즈로, 개체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도자기 제 

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적인 가능성은 다음에 소개되는 해외의 굿 디자 

인 (good design) 제품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 세계 속의 굿 디자인, 굿 디자이너들

디자이너 : Walter Gropius, Louis A. McMi Ilan

제조업체 : Rosenthal Studio Line（서독）

TAC,

디자이너 : Walter Gropius

제조업체 : Rosenthal Studio Line（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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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 Tapio Wikkala

제조업체 : Rosenthal Studio Line（핀란드）

디자이너 : Bjrn Wiinblad

제조업체 : Rosenthal Studio Line（서독）

Magic-flute

디자이너 : Sergio Asti

제조업체 : Ceramica Revel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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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 Adam & Eve

제조업체 ： Tachikichi （일본
디자이너 : 마사노리 모리 （森正洋）

제조업체 : 시로야마 도기（白 山陶器, 일본） 

시스템 화기（花器）

마사노리 모리（森 正洋） 의 스케치

디자이너 : 마사노리 모리 （森 正洋）

제조업체 :시로야마 도기（白山陶器 ; 일본）

Tea Cup

디자이너 : 민 철홍（閔哲泓） 

제조업체:선도 실업

조명등제6회 KSID 산업

디자이너 : Enzo Mari

제조업체 ： Danese（이탈리아）

도자전; 1977）

디자이너 : 나오토 요코야마（横山尚人） 

제조업체 : Adam & Ev履일본）

Ceramic Series

디자이너 : 한 길홍（韓吉弘） 

제조업체:동아 요업 

Table Ware

（제6회 KSID 산업 도자전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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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 Victor Vasarely 

제조업체 : Rosenthal Studio Line

Object 접시

(T이er Series)

디자이너 : 회전웅량(會田雄亮) 

제조업체:일본

호텔 식당

■

디자이너:마사노리 모리

(森正洋) 

제조업체:시로야마 도기

(白山陶器; 일본)

口口口口口口口口 1기

齊후

寞 

£
조
크
즈
^

디자이너 : 이와오 타이잔(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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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식기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도자기 생산 업체에서는 1970년대부터 

디자인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어 자체 내의 제품 개발은 

물론 산업 디자인전에 출품된 작품을 실용화하기도 했으며 또 

한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와의 공동 연구 개발에 의해 제품화 

되어 국내 시장의 좋은 반응을 보여 준 경우도 있었다.

도자기 생산 업체가 보다 양질(良質)의 디자인 제품을 소비자 

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기업 

의 성패와 직결되며 경영 전략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부를 이룰 만큼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디자인이 국부론적 (國富論的) 수단으로 그중 

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은 거시적인 입장으로 제 

품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함께 디자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디자인 폴리 시 (design policy) 를 확립해 야 하 

겠다.

그것이 소비자나 바이어에게 브랜드 이미지 (brand image)를 

확실히 심어 줄 수 있으며 좋은 상품의 공급과 오리지 널리티 

(originality) 가 있는 제품 개 발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서독의 로젠탈 스튜디오 라인 (Rosenthal Studio Line), 일본의 

시로야마 도기 (白山陶器)，덴마아크의 로열 코펜하겐(Royal Co

penhagen) , 핀란드의 아라비 아 (ARABIA) 둥은 디자인 폴리시 가 

확립된 모범적인 도자기 회사들로서 좋은 예가 된다.

상설 전시장을 통하여 굿 디자인에 대한 보급으로 소비자에 

게 보다 친근감을 주며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중요하다.

덴마아크의 덴 퍼 마낸테 (Den・ Pemanente) 와 같은 상설 전 

시 판매 장을 운용함으로써 국가적 인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에 게 

좋은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바이어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보 

급 • 인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또한 소비자 계층에 따라 산업 도자기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위해 전문지를 발간하는 것도 도자기 공업 협동 조합과의 협 력 

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1977년에 열린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 (KSID)의 

'제 6회 산업 도자전'은 디자인 그룹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참 

여하여 산업 도자기의 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보았던 전시회 

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념비적인 전시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행사를 거시적으로 또는 거국적으로 생각해 본 

다면 우리의 도자기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의미에서 제품의 질 

적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산업 도자 제 

품에 대한 국내 공모전이나 국제 공모전을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와 한국 도자기 공업 협동 조합의 공동 주최로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필자는 확신하며 제안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워어크숍 • 세미나 둥의 교류 

행사를 통한 유기적인 관계와 저변 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세 

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도자기로 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의 현실은 조선의 골동품과 모조품 속에, 그리고 현 

대 도예의 새로운 발전 속에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의한 산업 

도자기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 유리 • 금속 제품 둥에 의한 대체 상품(代替 

商品)이 우리들의 주변에 산재한 가운데 그 나름대로 재료의 

특성과 분야별 독자성을 가지고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공급되 

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스테 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에 의한 식 기 

제품(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스텐 밥그릇'), 그것만은 이 땅에 

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의 정신 문화적 바탕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다 아름답게 영위될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어제의 전통 속에 자만하지 말고, 오늘의 생활 속에서 

생활 용기로서의 도자기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내 일의 

새로운 유산을 창조해 가야 하겠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이란 내일에 이어지는 한 자그마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다.

허 버트 리 이드(Herbert Read) 의 말을 옮기 며 이 글을 맺는 

다.

“좋은 디자인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Better 

design for better living.)n •

17



시리즈 2

製品 디자인과 人間的 要素 
추상적 모델이 제품-사용자간의 접촉 영역을 향상시킨다 

Abstract models improve the ped니ct・user interface

차알스 모로

산업 디자인의 과정은 극히 직관적 （直 

觀的）이다. 제조상의 조건 • 구성 및 비용 

제한, 그리고 마아케 팅 목표와 같은가변 

성에 당면해 있는 시초적인 개념 단계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가변성의 종합을 포괄하는 개념 

의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으례 해결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이러한 모델은 외관 

과 조립 같은 제품의 외형적 특성올반영 

할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구성 요소에 접 

근한다.

산업 디자인과 관련지어 볼 때 전형적 

인 모델은 보통 나무 • 석고 •종이 또는다 

른 재료로 만들어진다. 인간이 어떻게 제 

품과 서로 연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대 

부분 바로 이 단계에서 그 제품을 취급하 

고 평가하는 디자이너의 직관（直觀）에 의 

해서 결정된다.

제품의 인간적 요소에 관한 고찰을 향 

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과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의 조사를 가 

능하도록 해 주는 모델 이다.

모델의 가치

리처드 헬드（Richard Held）는 그의 저 

서「Perception : Mechanisms and Modelsj 
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모델에 관한 정 

의를 내리고 있다 : ''모델은 몇 가지 기능 

에 이바지한다. 모델은 체계의 어떤 일반 

적 특성을 집약한다. 동시에 모델은 사실 

에 입각한 정보를 연결시키는 데 하나의 

골격올 제공한다. ”

산업 디자인에서의 이러한 정의는수학 

과 물리적 인 다른 방법을 토대로 하는 제 

품이나 체계의 대표적인특성들을설정하 

는 것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장된다.

마아케 팅과 제품 기획과 인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책 

임과 범위가 성숙됨에 따라서 산업 디자 

인은 점점 더 대체 모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인간 공학（人間工學）에 관계하고 있는 

디자이너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제 

품을 사용자의 연장으로서 인식하는 일이 

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것은우리 자 

신의 능력을 확대 • 감소시키는 일에 직결 

되어 있다. 기능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 

리는 제품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다.

인공 두뇌학 모델

인간에게 사용되는 제품의 디자이너로 

서 우리는 소위 인공 두뇌학모델에 지대 

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공 두뇌학은 

정보의 전달과 조작, 그리고 생물학적•물 

리학적 • 화학적 체계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급한다. ”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인공 두뇌학이 우 

리에게 제품-사용자간의 정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말 

이다. 이 정보의 흐름은상품이 과연 얼 

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기능 

을 수행하는가를 결정해 준다. 인간 공학 

에 있어서 인공 두뇌학 모델의 중심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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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품의 관계를 하나의 컴퓨터 체계로 

묘사하고 있는 인공 두뇌학 모델은 좀더 복잡한 

인간 공학 시험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아이디어는 사용자를 정보 처리 조직, 즉 

투입과 산출의 능력을 감각적으로지니고 

있는 컴퓨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매우 한정된 의미에서 하나의 컴 

퓨터 체계다. (그림 참조)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력 (input)을 

부여 받는다.

우리가 받는 정보는 중추 처리 단위인 

뇌에 전달되며, 경험적으로 지닌 유사한 

기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관한 결 

정이 취해진다. 이리하여 중추 처리 단위 

는 우리의 근육-골격 체계에 생산 활동 

을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屯다.

기능이 실행됨에 따라 우리의 감각은 

행동을 감시하며, 바라는 행위의 상대적 

인 성공 여부에 관한 피이드백 (feedback)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제품-사용자간의 인 

공 두뇌학 조직 속에 존재하는 피이드백에 

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신체 운동에 

관한 내적인 정보에 기초를 두고 근육 운 

동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내적인피이드백 

이 그 하나이며, 청각과 시각 감각을 수 

단으로 해서 개별적인 것은 물론 제품- 

사용자간의 접촉 영 역으로부터 나오는외 

적인 피이드백이 다른 하나다.

피 이드백 의 목표는 우리가 하는 행위의 

불확실성올 최소한으로 줄여 보자는 데 있 

다. 투입 - 결정 - 산출- 피이드백 의 단순 

한 모델은 자체 모방 과정을 형 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품에 관한 인간공학적 평 

가의 토대 인 것이다. 그것은우리가 디자 

인하는 제품에 극도의 영향을 미칠 요소 

를 지 니고 있다.

제품 디자인에 응용되는 인공두뇌학모 

델은 디자이너에게 제품-사용자간의 접 

촉 영역을 검토하기 위한 개념적인 골격 

을 마련해 준다.

예를 들면 디자이 닝 (designing) 이 시 각 

적인 외형과 다른 제품을 조절할 때 우리 

는 다음 사항들을 규명 해야만 한다 :

1. 정보에 관해 기본적 인 시각적 접근 

올 하고 있는가 ? 사용 가능한모든 상태 

에서 바람직한 정보를 조망할 수 있는가?

2. 우리가 지각하는 시각적인 정보는 

우리의 시각적 한계와 적합하게 일치하는 

가?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각 범 

위 내에 있는가?

3. 우리가 신호나 정보를 탐지한다면, 

그것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가? 입력들은 중추 처리 단위가 취급할 

수 있는 형태 아래에 있는가? 우리가 감 

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인식하 

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의 기억 

에 담고 있는가?

4. 바라던 결과가 실행된다면 제품은 

사용자에게 피이드백, 즉 제품이 바라던 

기능을 행할 때 그 제품의 실제 상태를 반 

영해 주는 피이드백을 제공해 주는가?

5. 인공 두뇌학 처리의 반복은사용자 

로 하여금 안전도와 편리도 또는 효율도 

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가?

인공 두뇌학은 시스템에 바탕을 둔 가 

장 권위 있는 현대 과학 중의 하나다. 만

약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유효한방법으로 

제품-사용자간의 접촉 영역에 사용된다 

면, 이것은 산업 디자인과 인간적 요소를 

위해 놀랄 만한 방향올 제시해 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제품들이 점차 복 

잡해지고 소형화됨에 따라 정보 처리 작업 

의 견지 에 서 볼 때 인간의 작용한계 점들 

은 제품의 물리적 외형 윤곽을 결정함에 

있어 제약적인 경우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자료 기재 방법 감시 계 

산기와 또 다른 통신 기재에서 이미 여실 

히 드러나고 있다. 인공 두뇌학의 처리와 

같은 추상적 모델을 좀더 고전적인 모델 

기술과 직관적 인 방식들에 통합해 보는 것 

은 산업 디자이너가 더욱 효율적으로 제 

품-사용자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이 된다. 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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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 12

포장개선 과 딴매전략

패키지의 색채 전략

패키지의 색채학（色彩學）

약에는 왜 청색이 많은가. 과자에는 왜 

황색이 많은가. 원칙이 중요하다.

과자 가게 앞에 서서 어떤 색이 가장많 

은지를 본 적이 있는가. 적색과황색이 압 

도적으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초콜 

렛 둥은 밀크 초코 • 코코넛 초코 둥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 색 

이 쓰여지고 있지만, 청색 패키지를 보면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먹을 것이라는느 

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과자 둥 먹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 

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푸른 것은 없다. 있다면 푸 

른 반점（斑點）이나 정맥 같은 것으로 불쾌 

한 것뿐이다. 먹는 음식에도 청색으로 된 

것은 없다.

녹색의 야채는 있어도 청색은 없다. 식 

물에는 빨간 색이나 따뜻한 색은 많다.

이와 같은 습관으로 청색 패키지에는 먹 

는 느낌 이 들지 않는 조건 반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과자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따라서 밝고 사치스러운 색을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과자의 패키지와 색

약방 앞에 서서 패키지를 보면 과자 가 

게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색이나 녹색 패키지가 많은 것을 느끼 

게 된다.

이 밖에 적색 패키지도 눈에 띄지만그 

것은 치옥탄이나 아로나민과 같은 보건제 

（保健劑）인 것올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치료제一병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게 하 

는 약에는 청색이나 녹색이 사용되고 주 

의를 환기시키는 보건제에는 에네르기쉬 

한 적색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양주의 패키지와 색

양주는 마시는 것이다. 위스키 빛깔은 

본래 엷은 다색이어서 난색（暖色） 계통과 

는 관계가 없는 것 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양주의 패키지 （병과 라벨）는 대체로 중후 

한 느낌이 든다. 양주는 묵은 것일수록값 

이 비싸다. 올드 스카치라는 이름이 있듯 

이 묵은 것을 과시하는 뜻으로 검정 계통 

의 불투명한 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디 

자인의 모양으로도 클래식한 인상을주는 

것이 선택된다. 이는 양주의 상품 이미지 

（•••묵은 양주가 좋은 양주다）에서 연유된 

것이다.

상품 이미지가 강한 경우 그와 모순되 

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남성용 화장품의 패키지와 색

남성들도 이제는 빛깔 있는 와이샤쓰 

를 입는 시대인데 남성용 화장품에는 검 

정색을 쓴 패키지가 많다. 화장품은 남자 

다운 이미지를 노린 것이다. 검정색에는 

장중한 이미지가 있고 작은패키지라도 당 

당하게 보이게 한다.

색의 심볼 차트

어떤 색에도 뜻이 있다. 그 뜻을 모르 

고 사용하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색에는 말이 있다. 따라서 패키지에 쓰 

면 소비자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이야기하 

여 준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색의말' 

을 알아두어야 한다. 색은 다음과 같은연 

상으로 사람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다.

〔적（赤）〕애정 • 혁명 •유치 • 야만• 통 

속적이란 이미지가 있다. 연상되는 것 

으로는 사과 • 피 • 투우 • 태양，건강

♦ 갓난아기 • 여자 둥이 있다. 자극이 

강해서 인상적이다. 광고•패키지 둥 

에서는 이 강한 인상과 끈끈한 인간 

성이 효과적이라 하여 많이 쓰인다. 

적색으로 성공하는 것은 많다.

〔청 （青）） 조용함 •상쾌함 • 차가움 • 소 

극적 • 지적 둥의 이미지를 갖는다.푸 

른 하늘과 바다가 그 이미지의 원천 

이다. 메테를링크의「푸른 새」는 미 

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 청색은 

희망의 색이다. 청춘이라는 말도 같 

은 이미지로 이어진다.

〔녹（緑）〕녹색과 청색은 혼동되어 사 

용된다. 청춘이라는 말은 녹색의 봄 

을 뜻하고 있고, 나무의 푸른 잎과 새 

잎사귀의 청색도 녹색을 뜻한다. 말 

하자면 이미지적인 면에서 아주 홉사 

하다고 생 각하면 된다. 조용함 • 평화

• 자연 • 건강 • 순정 둥을 상징 한다. 

교통의 청신호는 실제로는 녹색으로 

서 안전을 뜻하고 있다.

〔황（黄）〕 황색은교통 신호에서 주의 

하라는 뜻이다. 금발 • 달걀의 노른자 

위 • 국화 • 단무지 • 바나나 둥이 연상 

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미지가 나쁜 

색이었다. 유쾌 • 명쾌 • 경박의 느낌 

을 준다. 황저 （黄疽） • 황화（黄禍） • 

황색 인종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강하 

지만 최근에는 인상이 강한색으로 인 

정되었다. 코닥 필름이나펩시콜라가 

마아크에 황색을 쓰고 있는 것은 대 

표적인 예이다. 결국 개개의 색을 논 

할 것이 아니라 색의 배합에 따라 판 

단해야 된다. 식품의 패키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백 （白）〕 백색은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순결한 색이다. 평화의 비둘기도 백 

색이며 백의（白衣）의 백, 백설의 백, 

백옥（白玉）의 백, 백인, 흰 백합꽃, 

백학（白鶴）이라는 뜻의 이미지를 갖 

는다. 그러나 백치 • 공백이라는말과 

같이 허무적인 냄새도 지닌 색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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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이 패키지에 쓰여지는 경우에는 

의외로 적다. 때가 잘 탄다. 또한 이 

미지가 약하다는 것이 큰 영향을 주 

고 있다. 특히 패키지에 때가묻으면 

치명적이다. 백색 패키지는 예는 적 

지만 여성용 생리용품（生理用品）에서 

는 성공하였다.

〔혹（黒）〕 흑색만큼 나쁜 이미지의 색 

깔은 없다. 그러나 흑색만큼 많이 사 

용되는 색깔도 드물다. 특히 최근에 

는 고급품에 사용되는 색으로 주목되 

고 있다. 고급 화장품에는 거의 다사 

용되고 있는 외에 남자에게 매력을끌 

수 있는 상품, 즉 위스키나 담배 둥 

에 잘 사용된다. 식품과 부인 양말 둥 

에 사용되는 예도 생겼다. 패키지나 

광고에 사용될 때의 흑색 이미지는 

남자다운 멋 • 고급 • 은은함 • 개성과 

같은 검정이 지닌 상징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맛있는 색과 맛없는 색

맛을 상징하는 색은 무엇인가. 어떤 색 

에 맛을 느끼게 될까

색은 맛을 나타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맛을 상징하는 힘이 색에 

있을까. 이상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일 

상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 무의식중에 색 

에 의해서 맛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사과나 복숭아는 색이 나쁘면 안 

팔린다. 그것은 색에 의해서 맛이 판단되 

讐 L
오!

」

기 때문이다.

빨간 알젓은 잘 팔린다. 맛있고 신선하 

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유해하다하 

여 주의를 요하는 인공 물감으로 염색된 

것이지만 염색하지 않으면 안 팔리니 어 

쩌랴.

〔적색〕 이것은 맛과 크게 관계되는 색 

이다. 맛있어 보이는 토마토나 케첩, 모 

든 사람이 좋아하는 수박도 빨간 색이 많 

다. 쇠고기나 생선회도 적색이다. 적색은 

대체로 자극적이어서 식사를 아름답게 꾸 

며 준다. 과자 가게나 식품점 앞에 서면 

적색이 가장 빠르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는 패키지에 색채 심리를 활용했기 때문 

이다.

〔황색〕황색도 맛을 대표하는 색이다. 

바나나 • 황색 수박•카레라이스 • 레몬. 

귤 • 달걀의 노른자위•파인애플•카스텔 

라•마요네즈• 버터•마아가린....... 이러 

한 음식물이 없으면 우리들의 미각의 즐 

거움은 반감될 것 이다. 황색을 보면 무 

의식중에 맛을 느낀다.

따라서 식품의 패키지에 황색을 쓰면 

식품다운 무우드를 낳게 한다.

적색처럼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는 않지 

만 과자 가게에 가 보면 황색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적색은 짙은 맛, 에네르기쉬한 맛, 그 

리고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한다.

황색은 어느 쪽이냐 하면 산뜻한 맛을 

상징할 때가 많다. 신선한 맛의 인상은

덜하다.

이에 반하여 청색 이나 녹색은 신선하고 

시원한 맛을 상징하는 색으로 정평 이 있다.

즉석 라면의 패키지에 야채를 넣은 라 

면 사진을 쓰면 아주 맛있게 보인다.

녹색은 좀 야릇한 느낌의 색이어서 인 

쇄가 조금만 나쁘게 되어도 음식맛이 나 

지 않는다. 녹색이 오랫동안 포장에서 금 

기되어 온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녹색은 본래 맛을 표현하는 귀 

중한 색이었다.

녹색을 터부시하는 것은 넌센스다. 앞 

으로는 녹색을 활용하는 패키지가 많이 

나올 것 이다. 그러 나 녹색이라도 조금 연 

한 초록색이나 어 린 잎사귀 같은 신선한 

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맛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색깔 

은 다색（茶色）이다. 차•코피•초콜렛•위 

스키 • 맥주 • 구운 과자• 카스텔라 둥 독 

특한 맛을 대표하는 색이다.

짙은 다색은 구운 음식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서 냄새마저 느끼게 한다. 맛이란 

이와 같이 색과 그 배합에 따라 한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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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海上 産業博覧會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최「네덜란드 해 

상 산업 박람회 （니이land Expo）」가 신년 벽 

두 2 일간（1 월 13일〜 14일） 인천 제 2 부두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 

로 해상에서 개최된 이 이색 산업 박람회는 

불리한 자연 조건을 딛고 선진 공업 국가로 

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네덜란드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번 박람회는 15,500톤의 초호화 유람선 

엠. 브이. 톨 스칸디나비아 호 선상 1 • 2층 

안을 전시실로 개조하여 항공 • 자동차 공업 

과 낙농 제품 • 의료 기기 등 네덜란드의 산 

업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하였는데, 특이한 

전시장 설비와 업체별로 구분된 상품과 디스 

플레이의 조화는 네덜란드 특유의 문화 환경 

및 산업 현황을 두루 보여 주고 있어 우리 나 

라 산업인과 디자이너들은 물론 관람인들이 

호감을 갖기에 충분한 고무적인 해상 산업 

박람회였다.〔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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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M.V. 톨 스칸디나비아호 선상 1 ・2층의 업체별 

상품 전시.

团 전시장 내에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다.

团 필립스 (PhMps) 사의 특수한 컴퓨터 시스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실. 인간 공학적인 측면 

에서 특별하게 설계되었다.

［引 아크조 (Akzo) 생필품 제조 회사의 식품류 포장 

디자인.

图 필립스(Philips) 사의 관람객에 대한 선전용 비 

데오 장치.

⑥ 오리온 (Onon) 사의 냉 • 온수 겸용 욕조기 (浴 

槽機)와 주방용 수도기 제품. 사용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처리된 디자인이 특이하다.

。크로우니 (Crowny) 사의 선물용 과자 상자. 어 

린이들의 저금통 및 귀중품 상자로도 겸용할 수 

있다.

7

23



스페 인 産業 디자인 公募展 入賞作品

스페인의 발렌치아（Valencia） 에서 개최된 1980년도「제10차 스페인 산업 디자인 공모전」 

의 입상 작품 6 점을 수록한다. International Fair of Ceramics, Glass and Decorative 

Articles, CEVIDER and “CAJADE AHORROS" of Valencia 주최로 열린 10차 공모전에 

는 전세계의 디자이너들과 스페인 국내 디자이너들이 공예품 • 유리 • 도자기 • 장식용품 등을 

출품하여 경연 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입상작에는 스페인 International Award와 

Valencia National Award를 수여했다.〔편집실〕

① 몇 가지 종류의 질그릇으로 구성된 이 제품 

은 가정용 및 일반 대중용으로 사용된다. 붉은 

점토를 i,ioo°c의 고열에서 구운 것으로 반유리 

질 （semiglass） 이며 불투명한 에나멜로 채색되어 

있다. 무독성（無毒性） 이며, 매우 견고한 것이 특 

징이다. 디자이너 : Amadeo Gabi no

② 이 제품은 속이 텅빈 블록 （block） 으로서 전 

기선과 전화선 등 연관（鉛管）을 수평 또는 수직 

으로 이끌어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열의 절연을 위해서 3개의 공기실로구성되어 있 

다. 디자이너 : Vicente Navarro

③ 화병용（花瓶用） 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장 

식용으로 사용되며, 디자인은 창조적이며 추상 

적인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도구는 단지 

지주（支柱） 한 가지뿐이며, 유리는 맑고 투명하 

게 하였다. 디자이너 : Luis Coll Taberner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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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리 기구로서 열이 쉽게 전달되어 요리 시간 

을 단축시켜 주며, 영양분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을 보호하여 에너지의 소모 

를 절약해 준다. 뚜껑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투 

명하게 되어 있고, 벽면은 기공（氣孔）이 없어 요 

리돈I 음식의 독특한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다. 또 

한 이 용기는 열 및 냉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냉동된 상태로 불에 올려놓아도 되고, 그 반대로 

가열된 상태에서 냉동 상태로 가져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따라서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어 

내는 장점이 있다. 디자이너 : Christel Burghard

⑤ 각각 다른 유형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완전 

한 식탁용 기구로서 네 가지의 디자인을 보여 주 

고 있다. 이 제품도 역시 1,100℃의 고열에 붉 

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것이며, 무해（無害） 하고 

산（酸）에 매우 강한 불투명한 에나멜로 채색했 

다. 개인의 쥐향에 맞추어 어떤 목적으로든지 마 

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이너 : Amade。

Ga bi no

⑥ 이 제품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하나는 

요리용이고 다른 하나는 세척용이다.요리용은접 

합이 없는 모가 난 유리질 도기 （陶器） 로 되어 있 

으며, 요리할 공간이 넓고 열 변화에 잘 견디도 

록 고안되어 있다. 세척용은 부엌의 어떤 타일에 

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역시 물이 새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디자이너 : Klaus W. Goe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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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造景의 實際

양 병 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 • 도시 조경의 특징

일반적으로 조경 （造景）이라 하면 매력 

적이고 안락한 옥외 환경을 조성하는 과 

정에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도 

시 조경 이라 하면 도시 내의 옥외 환경을 

매력적이고 안락하게 조성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물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은 인간卫卜 久]•연고｝ 

의 교호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물적 환경의 질（質）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구조물•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오卜 자연간에 성립되 

고 있는 연관 관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 

다.

도시화의 과정은 도시의 구조물을 극대 

화시키 는 반 면 오픈 스페 이 스는 최 소화 

시키고 자연은 점차 제거시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도시인들은 도시화의 산물 

로 나타나고 있는 인공적인 요소가 도시 

환경을 지배해 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하고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적인 요소가 

도시 환경의 일부로서 인공적인 요소와 

조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시 조경에서는 이러한 도시인들의 염 

원에 부응하여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과 

정에서 가능한 한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 

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디자인의 일부로서의 조경이 특히 

인접되고 있는 다른 디자인 분야와 구별 

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디자인의 

주대상이 옥외 환경을 다룬다는 점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디자인이 3차원의 공 

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조경에서는 특 

히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고려되는 

4차원의 공간이 대상으로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경에서의 디자 

인의 주요 요소가 수목 （樹木）이 라는 생물 

체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시 

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따라 

서 조경에서는 시간적 차원의 고려하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조경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 

이다.

2. 자연 경관과 도시 형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신시가지를 조성 

하는 경우에 신도시를 설계하는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 때의 설계를 물론 도시 

설계라고 부르지만 이것 또한 도시 조경 

설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신도시가 조성될 대상 지역이 자연 상태 

의 부지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부 

지의 경우에는 자연 경관과 도시 형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설 

계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신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의 입지나 

도시 개발의 편의상 자연 경관을 도외시 

하고 기존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 

관을 훼손시키거나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 

고 난 후에 도시 형 태를 고려하고 도시 의 

인공 구조물의 설계를 생각해 보는 경우 

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거나건물의 형태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경관이 최대한 반 

영되고 이를 활용하는 설계 태도가 중요 

하다.

도시 설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도시 의 쾌 적성 이나 도시미 （都市美）는 자 

연 경관과 인공 환경 이 조화됨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세계적으로 아 

름다운 도시로 평 가받고 있는 샌프란시스 

코 • 리 오데 자네 이로 • 캔버 러 등의 도시 들 

을 살펴보면 입증되고 있다.

도시 조경 설계 때 자연 경관을 도시 

형태에 반영시키는 접근 방법에는 기본 

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첫 

째는 자연 경관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 

는 방법이다. 이는〔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자연 상태의 경관 형태, 즉 지형 

지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가 개발되 

는 형 태 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수려 

한 경관을 가진 지역은 공원이나 야생 동 

물 서식지 둥의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자연 경관을 보존

자연 경관을 제거

자연 경관을 강조

〔그림 1] 자연 경관을 도시 형태에 반영시키는 

접근 방법

둘째는 기존의 자연 경관을 완전히 제 

거하는 방법 이다. 이는 정지 작업 （整地 

作業）을 위하거나 도로의 건설과 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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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등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본래의 자연 경관의 형태는 

디자인의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째는 자연 경관을 변경시키는 경우이 

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형지세를 변경시 

키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는둥의 방법 

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경이 경 

관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개선시킬 수도 

있다.

네째는 자연 경관의 형태를 강조해 주 

는 방법이다. 자연 경관이 갖고 있는 특 

색을 더욱 부각시키도록 도시의 형태를 

자연 경관의 형태가 강조될 수 있도록 맞 

주어 주는 것이다.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 

즉 가로망의 형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의 형 태, 주거 단지 의 형 태, 건물 

의 형태 둥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접근 방법이 도시의 특징과 도시 

가 입지하게 될 대상 지역의 특성에 맞추 

어 적절히 활용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환경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적 

인 요소들, 예를 들면 하나의 빌딩이랄 

지 하나의 공원 등의 디자인도 물론 중 

요하지만 이들 개별적 구성 요소들의 상 

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자인 요 

소이다. 즉, 개별 건물이 주는 개별적인 

형 태 (unit fom) 보다는 개 별 건물들이 집 

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집합적 인 형태 (col

lective form) 가 도시 조경에서는 더욱 중 

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 형태인 것이다. 도 

시 경관은 주로 개별적인 형태보다는 집 

합적인 형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 건물군과 오픈 스페 이스, 인공환 

경 과 자연 경 관 등의 조화와 상호 연관성 

이 집합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고려 

할 인자(因子)라고 볼 수 있다.

3. 가로(街路)의 조경

가로는 도시 의 주요한 옥외 공간의 하 

나로서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로 경관이 도시 조경 

에 서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 

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공간의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 

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기저면(基底面) (base plane)—포장 상

태 • 보도，차도• 주차장•광장 둥

수직 면 (垂直面, vertical plane)— 건물 

전면(前面) 간판 둥

천개 면 (天蓋面, overhead plane)— 아케 

이드 • 카노피 (canopy) 둥
가로 시 설물一분수 • 가로둥 • 가로수 • 

교통 신호 • 안내 판 • 공중 전화통•휴 

지통• 벤치，음료수대 •소화전• 신문 

판매대 둥

이들 가로 경관의 구성 요소들은 요소 

하나마다 가로 경관 전체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디 

자인이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요소와 

요소간의 상관 관계가 또한 중요성을 가 

지게 된다. 따라서 가로 조경 설계 때의 

설계 접근 방법은 체계적 접근 방법 (sys

tems approach) 을 이 용해 야 한다. 가로 경 

관이 도시 전체 경관의 하위 체계 (sub

system) 이면서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모 

든 가로 시설물들, 예를 들면 보도 포장 

이랄지 가로등 또는 휴지통들이 각각 하 

나의 가로 경관의 하위 체계가 되는 것 

이다. 하나의 가로 시설물의 형태를 결정 

하는 과정도 그 시설물의 형태와 다른 가 

로 시설물 형태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 

아가서는 가로 시설물 체계와 도시 체계 

와의 상호 관계 둥이 모두 고려된 후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게 되 

는 것이다.

가로 조경 설계 때 적용해야 할 설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 시설물들은 이용자에게 만 

족스럽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설물들 

이 이용자들을 압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도시 의 시 각 표지물들, 즉 교통 신 

호나 가로등이 인간의 시각 능력을 초과 

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시각적 

판별 능력은 시계 거리 (視界距離)와 시각 

방향(視角方向)에 따라 한계 가 있는데, 

흔히 도시 시각 표지물들이 이러한 인간 

의 시각 능력의 한계를 넘어 

주는 경우가 있다. 

혼란함을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으로보다는 집합적 

으로 (collectively) 더 효율적 이고 우수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사인 시스템 

(sign system)을 보더라도 하나의 사인이 

다른 사인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는 사인 시스템 전체가 비효율적이 되고 

도시 경 관을 망치 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째, 가로 시설물들은 시설물 상호간 

에 규모 • 재 료 • 형 태 라는 측 면 에 서 서 로 

연관성 이 있어야 하고, 보다 넓은 공간이 

주는 공간 감각과도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네째, 가로 시설물들은 시설물 자체가 

그 나름의 특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시 

설물 하나하나는 총체 적 인 이미지 (total 

image)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 

질을 가져야 하고, 전체 환경올 통합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로의 구성 요소들은 정확성 

보다는 융통성이 더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가로는 변화가 많으며 여 러 가 

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의 변화에 따라 항상 적응될 수 있도록 

융통성 이 있어야 한다.

도시 가로 경관에서 특히 큰 시각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이 간판인데, 간판의 무질 

서는 경관의 무질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에 간판의 개별성이 유지되면서 가로 

전체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판 

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간판 

의 디자인에서 특히 우리에게 하나의 

시를 줄 수 있는 예는 뉴요크시에서 

시 설계 기준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는 경우이다. 뉴요크시에서는 간판의 

암

도

O1 
人人

경

우 가로의 수평적인 연속성을 강조하고 

보행자로 하여금 쉽사리 판별할 수 있도 

록 하는 높이에 간판이 부착되도록 규제 

하고 있다. 즉, 모든 간판은 간판의 위치 

가 지상으로부터 518c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에 부착하도록 하고, 간판은 반드시 

91cm의 폭을 가진 수평형 인 .띠 모양의 범 

위 내로 그 규모가 한정되도록 간판의 크

27



건물의 형태가 자연 경관의 형태를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디 

자인〔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 미국 캘리포오니아 주 머린 카운티 

（Marin County） 의 시빅 센터 （Civic Center） 건물〕

신문이나 토큰을 판매하는 간이 판매 시설도 가로 조경의 일부로서 주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 디자인이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되 

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에 간판을 부착시 킬 때 

에는 반드시 인접 건물의 간판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가로 경관에서 유일한 자연적 요소인 

가로수는 가로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식 재 설계（植栽設計）가 이루어 지도록 해 

야 한다. 가로수 식재 설계 때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될 가로의 특성은 보도폭 

（歩道幅）, 가로의 폐쇄도（閉鎖度） , 가로 

변의 지상구조물의 형상（形象）, 대기오 

염, 가로의 입지 상태, 가로의 상징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로의 특성 의 차 

이 에 따라 각각의 가로에 가장 적합한 가 

로수가 선정되어 식재되는 것이 가로수 

식재 설계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 

데, 가로수 선정 때에는 가로수의 특성 

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가로수로서 

의 적절한 수종（樹種） 선정을 위해 고려 

해 야 할 요소는 수관폭（樹冠幅） • 수고（樹 

高） • 지하고 （枝下高） •수관 밀도 （樹冠密 

度） • 수형 （樹型） • 질감 （質感, texture） 색 

상 • 내공해성 （耐公害性） • 생장 속도（生 

長速度） 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로수는 생물체라는 점에서 그 유지 

관리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가로수 보호책 （保護柵）을 설치하기도 하 

고 뿌리 보호망 （保護網）을 설치하기도 하 

는데, 이들 구조물들이 전혀 가로 경관 

의 조화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설치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 구 

조물들도 가로 시설물의 하나로서 가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로수 보호책의 디자인도 각각의 가로 

특성과 가로수 특성에 맞도록 특성 있는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도시 조경을 위한 옥외 조각

도시 조경을 위해 옥외 조각이 점점 많 

이 활용되고 있고 옥외 조각이 도시 경관 

의 일부로서 도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옥외 조각은 옥외 공간에 설치되며 도시 

환경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각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고 용도나 기 

능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 

시 조경의 관점에서 옥외 조각이 검토되 

는 것이 필요하다.

옥외 조각의 설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조 

각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조각이 위치하 

게 될 환경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 

의 상호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의 설계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구성상의 연관성 （contextual rele- 

vance） 이 다. 이는 조각 자체 와 주위 환 

경이 조화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 

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주제 （主題） , 연대 

（年代）의 전후 관계 , 효용성 , 사회 문화 

적 인 수용성 （受容性） 을 들 수 있다.

옥외 조각의 주제는 사실적인 것도 있 

을 수 있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있 

을 수 있겠는데, 작품의 주제가 주위 환 

경과 연관성을 어떻게 갖도록 하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연대의 전후 관계란 조 

각의 형태 또는 양식과 상이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양식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으로서 상이한 역사성을 갖는 조 

각과 주위 환경이 역사성이란 관점에서 

조화되도록 조각이 설치되고 디자인되어 

야 한다.

옥외 조각은 때로 미적인 효과뿐만 아 

니라 실용적인 효용성을 갖는 경우도 있 

다. 예 를 들면 물을 제 공한다든지 앉을 장 

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표지물의 기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도시 조경을 위한 옥외 조각은 성질상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각이 대부 

분의 지역 사회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용 

납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사실적인 조 

각은 쉽게 용납되는 반면 상징적이고 추 

상적인 조각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 

우가 많이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전통적 인 

사실 조각에는 익숙해 있는 반면 추상적 

인 조각은 익숙치 않기 때문이 며, 이를해 

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면 거부 반응 

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둘째 , 조각의 질 （physical quality） 이다. 

조각의 물적 인 질을 결정하는요소는규모 

및 척도, 형태, 재료, 매스（mass） 와 밀 

도, 복잡성 둥이다. 도시 조경을위한옥 

외 조각은 조각이 위치할 공간이 대부분 

건물 • 고속 도로 • 교량 • 강 • 언덕 둥과 

같이 대규모의 경관 속에 소재하기 때문 

에 조각의 규모나 척도는 이러한 요소들 

의 규모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시각자의 척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옥외 조각의 시각자들은 이미 조각 이외 

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 

지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옥외 조 

각은 그 형태나 색채 및 주위 환경과의 

연관성 둥을 시각자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세 째, 전시 방법 （staging） 이다. 옥외 조 

각은 조각이 전시되는 장소를 최대한 유 

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 

다. 옥외 조각은 관람자가 옥외 조각의 

주위를 돌면서 어느 각도에서나 관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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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부리 보호망도 가로 경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로의 포장 디자인 

과 아울러 조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로수는 가로 조경에 이용되는 자연적 요소로서 인공 환경과 가로의 삭막 

함을 완화시켜 주는 완중적인 디자인 요소이다. 가로 조경을 위한 식재 설 

계는 가로의 특성과 가로수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옥외 조각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이나 건물 등이 옥외 조각을 위한 배경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수 있으며, 작품 감상이 여러 시계（視 

界）에서 이루어지고 수목이나 햇빛 둥 

에 의한 영향을 받아 감상된다. 전시 방 

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경 • 전 

경 （前景）, 시계 （視界）의 틀, 받침대, 조 

명둥과 같은 요소들을 특히 관심 있게 처 

리해야 한다.

네째, 감지도（感知度）와 이해도（理解 

度）이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들로는 관람 

자의 속도와 시각（視角） •시계 거리 （視界 

距離）를 들 수 있다.

관람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시계 거리가 

멀수록 조각에 대한 감지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량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서 보는 경관일 경우의 옥외 조각은 

짧은 시간 내에 쉽사리 눈에 들어올수있 

도록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도시 내 

의 공간은 고충 건물에 둘러싸인 공간도 

많이 있고, 그런 위치에 옥외 조각이 설 

치될 때에는 고충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시각과 시계 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옥 

외 조각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과의 연관 관계이다. 특 

히 옥외 조각의 디자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위 환경 요소로는 지형•물 • 수목 

• 건물 • 동물이다.

옥외 조각의 디자인과 설치에 있어서 물 

이라는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조각의 형상 

이나 특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물은 배경 • 전경 （前景） 또는 기단부（基壇 

部）로 이용될 수도 있고, 비가오거나 눈 

이 오게 되면 조각의 형상과특징이 변화 

하게 된다. 건물과 수목은조각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시계 （視界）의 틀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의 기준은도 

시 조경올 위해 옥외 조각을 디자인한다 

든지 옥외 조각을 설치할 경우에 성공적 

으로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 

인 것이다. 최근에는 옥외 조각의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 관람자가참여하는조 

각이 강조되고 있고 시간의 개념올 도입 

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조각, 그리고 이용 

자나 관람자가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 

는 조각이 인기를 얻어 가는 추세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5.맺 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도시 조경에서 다 

루고 있는 대상의 일부만을 다룬 것으로 

서 이 밖에도 공원의 설계, 주택 단지의 

조경, 역사 경관의 조경 둥 많은 옥외 공 

간들이 조경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 디자인이나 포장 디자인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매자나 소비자들 

에게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어 구 

매 의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듯 

이 도시 조경은 도시 민들에게 안락함과아 

름다움을 제공해 주어 도시민들이 도시 환 

경을 즐기고 아끼는 애착심을불러 일으키 

도록 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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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턴의 시티코프 센터 (Citicorp Cem 

ter) 디자인은 밀집된 환경 내에서의 책 

임 있는 공간 기획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기준을 설정했다. 구조상 • 재료상의 해결 

책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은 

같은 수준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높이를 

더 올릴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로 높이 위 

로 올린 구조가 생겼으며, 이것은 전체적 

인 도시 구역을 공공 기능에 맞도록 변화 

시켜 주었다.

거대한 규모의 건축 발전이 북동부 지 

방에서는 실질적 인 정체 상태로까지 초래 

된 경제 후퇴의 와중에서도 맨해턴 중심 

부에 1 억 2 천 8 백만 달러의 경비를 들 

여 건축한 시 티 코프 센터 (Citicorp Cen

ter) 건물은 경이적인 사건은 아니라 할 

지라도 주목할 만한 가치 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가장 진보 

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올 개 

발한 점과 구조 공학, 산업 디자인, 소규 

모 상품 거래, 그리고 도시 계획에 있어 

서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난문제들 

을 해결한 점이다. 시티코프 센터의 건축 

은 아마도 근래 의 건축 분야 업 적 중에서 

가장 뜻깊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 

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시티코프 센터는 

시중 은행(이전의 제 1국립 시은행)의 국 

제 본부 역할을 할 59층 탑 사무실과 중 

심 부분이 채광창(採光窓)으로 된 지하 8 

충 건물 (지 하에 3충 소매 센터를 포함하 

고.있다), 그야말로 뛰어난 공학의 일면 

올 보여 주는 훌륭한 교회, 그리고 주위 

보다 낮게 잘 꾸며진 광장을 합한 네 부 

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각각 시각 

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훌륭한 일체감 

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통합 

된 복합체 속에 숙련된 솜씨로 유기적인 

연결을 맺고 있으며, 이 복합체적 건축물 

은 전체적인 구조는 물론 각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운용이 잘 보장되어 

있다.

높이 914피이트의 시티코프 건물은 세 

계에서 가장 큰 은행 건물이며, 뉴요크에 

서 일곱 번째로 큰 규모의 빌딩이다. 이 

건물은 각 면 아래 중간 부•분에 127피 이 

트 높이의 돌기둥 4 개를 세웠으며, 남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160피이

시티코프 (Citicorp) 빌 딩의 광장은 노상에 있는 

여러 요소를 통일성 있게 조화하는 요인이 되었 

다. 우선 53번 도로에 있는 IND 지하도의 줄구 

와 입구의 경우를 보면 이 광장을 거쳐서 빌딩으 

로 갈 수 있으며, 넓은 문으로 된 단 하나의 유 

리벽에 의해 분리된 성 피이터 교회 (St. Peter's 

Ch니rch) 로 곧장 통한다. 이 뒤쪽 구역은만약 교 

회를 연주회가 열리는 극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교회의 연장된 부속 구역으로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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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지붕이 탑을 이루어 우아하게 우뚝 

솟은 사면체 （四面體）의 건축물이다. 진한 

회색 반사 유리를 수평으로 배열함과 동 

시에 자연스러운 알루미늄 색깔로 간막이 

벽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리고 있다.

주변 보호

휴 스터 빈즈 어소시에 이트 （Hugh Stub

bins Associates） 의 건죽가들과 그들에 

가담한 일류 고문 팀에게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큰 규모의 빌딩을 세운다는 것 이 

상의 복잡한 양상의 문제들이었다. 건축 

에 참여 한 모든 사람들은 시 티코프 건물 

의 주안점을 또 다른 사각형 구획을 단독 

적 인 목표를 지 닌 건물 （이른바 회사 사무 

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살리 면서도 다시 이전에 그 곳에 존재했 

던 활동 범위의 질을 더 높이는 일에 두 

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제 

3 가에 면한 단독 사무실 빌딩을 제외하 

고는 렉 싱 턴 （Lexington） 거 리 와 제 3가 그 

리고 53, 54번 도로간의 전 구역을 이 장 

소가 에워싸고 있다. 이 곳은 몇 개의 중 

급 음식점과 고급 음식점들, 수많은소매 

점, 그리고 미국 최대의 사회적인 기현상 

의 하나인 도시 교회를 포함하고 있었는

데, 이 교회는 현재도 교인들이 증가일로

렉싱턴 （Lexington） 거리에서 조망한 노상에서 

의 건물 단지

에 있으며, 자신이 위치했던 곳에 그대로 

잔존해야 한다는 도덕적 인 의무를 지 니고 

있다.

중간 면에 자리잡은 4개의 기둥 위에 

본 건물을 혁신적으로 높였다는 점 이야말 

로 아마도 도로 평면의 수준에서 극도로 

심한 도시의 밀집성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빌딩을 시각적으로 성공시킨 열쇠라 하겠 

다. 이 중심 기둥들을 세워 본 건물을 올 

림으로써 생 긴 공간은 전체적 인 구역을 개 

방시 켜 주었다. 따라서 중심 기둥들은전 

체적인 공간의 개방과 낮은 높이의 저층 

（低層） 건물들이나 다른 도로 높이의 요 

소들을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배열할수 있 

게 해 주었다. 만일 이러한 기둥들이 중 

간에 세워지지 않고 각 모퉁이에 세워졌 

더라면 빌딩 하부의 지면（地面）은빌딩의 

사방 구획에 시 각적으로 제한되어 훨씬좁 

게 보였을 것이었다.

장엄한 하늘의 배경으로 인해 숨이 확 

트이는 반면에 도로 평면 높이에 지나치 

게 많은 빌딩의 밀집으로 말미암아 숨막 

힐 듯이 답답한 뉴요크와 같은 도시에서 

는 빌딩을 올려 지어서 전체적 도시 구역 

을 트이 게 해 줌으로써 생 기는 확 트인공 

간이 아주 바람직하다. 시티코프 센터의 

부지 （敷地） 에는 또한 성 （聖） 피 이 터 루터 

란 교회 (St. Peter's Lutheran Church) 라
성 피이터 교회 （St. Peter's Church）는 아마도 

미국 내에서 가장 융통성 있는 교회 공간 중의 하 

나일 것이다. 예배자가 적을 때는 밀접한 공간으 

로 보이도록 의자를 접을 수 있다. 좌석과 강단 

을 포함하여 모든 비품들이 다른 여러 의식으로 

나 극장으로 쓰일 때를 대비하여 이동이 가능하 

도록 장치되어 있다. 머리 위의 격자 조명은 특 

별 연주회를 위해 어느 높이로든지 낮게 내려 달 

수 있다. 입구는 여러 가지 조명의 투영을 위해 

서 발코니의 가장자리 벽에 나 있다 

는 교회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교회는 본 건물의 북서쪽 모퉁이에 

부분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 복합체 속 

에 건축학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본 건 

물 하부의 공간은 67%가 확 트인 채로 남 

아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상업 건축물과 

는 완전히 격리된 것처럼 그 자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건축 재 

료와 디자인 자체가 그 개별성을 배가시 

켜 주는 것도 사실이다. 앞면이 화강암으 

로 된 교회는 시티코프 센터의 번득이는 

맞은편 면과 대조를 이루고 또한 그 본 

건물과 하부를 한 점의 조각처럼 보완해 

준다.

교회의 기본 형태는 면을 깎아 똑바로 

세운 정육면체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교회는 좁다랗게 수직으로 정 면 현관 위 

에 높이 오르는 유리 창으로 이둥분되고 있 

는데, 이 유리창은 뒷벽에 이르러 이등분 

하기 전에 채광창으로서 지붕을 따라 계 

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시티코프본 

건물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교회의 경사진 지붕과 튼튼한 수직 장방 

형창은 본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꼭대 

기와도 역시 일치되어 조화를 이룬다.

중간 부분에다 4 개의 기둥을 세운 것 

은 재래의 빌딩 골격 받침 방식에 벗어나 

는 구조적으로나 심 미적으로 독창적 인 형 

태를 요구했다. 본 건물을 중심 지주 위 

에 떠받쳐 올려 세우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체 풍력 중량과 절반의 

중량 하중 （荷重） 을 받치고 건물 골격의 팽 

창과 수축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 수 있도 

록 대 각선으로 꼬인 외부 골격을본 건물 

이 지녀야 한다는 결정이 앞서 내려졌다.

본 건물의 바탕으로부터 꼭대기까지의 

48층은 결국 지그자그 형태의 받침대로서 

구조적으로 볼 때 독립된 8 충을 단위로 

해서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중량하 

중을 각 면의 모서리로 향하게 하기보다 

는 중심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 

는 A형보다는 V형을 택해 세워졌다. 바 

람과 중력의 압력은 지그자그로 된 받침 

대와 본 건물 4 면의 각 부분의 중심에 수 

직으로 내 려오는 4 피이트 넓이의 주기둥 

으로 전해진다. 이 주기둥이 야말로 본 건 

물의 전체적인 높이를 받쳐 주는 유일한 

구조적 요소이며, 하중을 본 건물의 맨 밑 

바닥으로 가로질러 보내고 밑바닥은 다시 

4 개의 기둥으로 보내면 마지막으로 하중 

은 건물의 지하 기초 부-분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빌딩의 반사표면에 입혀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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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침 대들은 내부 공간에서도여전히 눈 

에 띌 것이다. 노출된 구조적 요소로 인 

해서 임대 공간이 과연 얼마나 임대인들 

의 홍미를 끌 수 있게 될 것 인가 우려하 

는 시은행 관리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지 

만, 마치 실험용 사진과 스케치를 수반한 

사무실 쇼우처럼 이것은 '지그자그식 공 

간'들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사 

무실 구역이 될 것이다. 중간벽 주기둥의 

외부, 지그자그 식의 받침대, 그리고 매 

우 협소한 모서리 주기둥들(건축적 구조 

상으로 불필요한 것 이므로 수직 정 면으로 

부터 지그자그 식 받침대가 교차하는 곳 

인 8층째 되는 곳마다 이 것은 제거 되 었 

다)의 외부에는 바깥벽과 중심 사이에 아 

무런 노출 수직 받침대도 없다는 점을 유, 

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평을 최 대한으 

로 활용하는 것과 사무실 조망에 있어서 

의 융통성 둥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해 준 

다.

아마도 시티코프 본 건물에서 가장 중 

요한 구조상의 개혁은 구조 공학자들을 구 

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윌리엄 레 메술리 

에 앤드 어소우시 에 이트 (William Le Mes

surier & Associates)7\ 이룩한 것으로 

서 바람에 빌딩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새로운 건축 기법인 튜니드 매스 댐 

퍼 (Tuned Mass Damper : T. M. D) 의 발 

전이라 보겠다，빌딩 건축에 좀더 가벼운 

렉싱턴 거리의 북쪽에서 본 시티코프 센터 단 

지의 모습.

무게의 재료를 점차 더 많이 사용하게 됨 

에 따라서 흔들림과 특히 고충에 사는 거 

주자들이 겪는 잇단 불편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신중하게 조정된 

통풍로의 실험을 통해서 레 메술리에 (Le 

Messurier)는 각종 강풍에 빌딩이 어느 정 

도로 흔들리는가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완전무결한 효과적 대응책에 도 

달하였고 동시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건 

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스터 빈즈 (Stubbins) 가 기술한 바와 같 

이 T.M.D. 는 ''관성의 법칙에 기초를 두 

었으며, 빌딩의 상부에 자유롭게 떠도는 

(강철판 위에 약 400톤의 콘크리이트 블 

록을 설치한) 한 개의 덩어리이다. 빌딩 

이 한 방향으로 움직 이게 되면 자유로이 

부유하는 이 덩어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 

직이기에 앞서 공기의 작용에 의한 탄성 

에 대항하여 아주 잠시 동안은 본래 의 상 

태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건물이 후방으 

로 움직일 때도 중량은 마찬가지다. 댐퍼 

의 순간적인 정지 상태는 빌딩의 흔들림 

을 약 50%까지 감소시키며, 진폭의 감소 

에 있어서 또한 속도까지 줄여 준다. ”

스터 빈즈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자유롭게 부유하는 이 큰 덩어 리는 필 

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떠다닐 뿐이다. 빌 

딩이 움직일 때 마음대로 떠다니도록 작 

지그자그 식 받침 기둥의 하나. 또는 “번득이 

는 알루미늄 표면에 갖춘” 상부 주기둥. 각 판은 

4피이트 9인치로 전체적 본 건물의 표준 모델.

동하는 조종 장치 (평 면판 속에 기름을 품 

어 넣음으로써)가 있다. 빌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것은 정지해 있거 나평 

면판 위에 얹혀 있다.” 제동기의 움직임 

을 개시하게 하고 정지하도록 하는 기계 

장치 이외에도 물론 제동기가 움직 일 수 

있는 일정 한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정 

교한 조종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시티코프 센터의 T.M.D• 에는 약 1 백 

만 달러의 비용이 든 반면에 빤한 대안(빌 

딩에 추가적인 덩어리를 덧붙이는지금까 

지의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최소한 4 백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리라. 그러 

나 T.M.D•는 시티코프의 본 건물에서 비 

용을 절감시키는 여 러 가지 요소 중의 하 

나일 뿐이다. 사실 그 풍부함에도 불구하 

고 직접적인 건축 비용에 있어서나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의 장기간의 안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디자인된 것은

낮은 유리 -금속 비율로 인해 간막이벽은 에너 

지 절감을 가능하게 해 준다.

32



바로 본 건물 그 자체 였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뉴요크 시 지 역 

규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빌딩의 경사진 꼭 

대 기 내부에 콘도미 니 엄 (condominium) 아 

파트를 짓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립 과학 재단으로부터 2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얻어 태양열 집열판 

(集熱板) 설치의 가능성이 검토되었다•그 

럼에도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이 실시한 연 

구 결과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랭 시스템 

을 설치하는 것이 비실용적임을 밝혀 주 

었다. 비록 이와 같이 판명되긴했으나표 

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시 

티코프 본 건물의 높은 에너지 효용 비율 

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추가 에 

너지원올 만들어 냈다. 시티코프 센터는

시티코프 센터의 외부 받침대 시스템은 하부 

중량의 절반과 풍력 중량 전체를 지탱해 준다. 중 

력은 받침대를 거쳐 그 아래 주기둥으로 전해져 

본 건물의 하부인 중앙부로 내려가고 이 중앙부 

는 이 하중(荷重)을 4개의 받침 기둥에 다시 골 

고루 분배한다.

같은 구역의 동일 규모의 현대 건물보다 

약 60%의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리라 

고 측정되었다.

시티코프 빌딩의 정면은마치 유리 간막 

이처럼 매끄럽고 투명하게 보인다. 실제 

로는 56%가 알루미늄이고 나머지 44%는 

짙은 이중 반사 열판 유리를 함유한 표면 

으로 되어 있다. 겨울철에는 최소한의 열 

손실올 보장해 주고, 여름철에는 냉방에 

필요한 조절에 상당한 경감이 따른다.

시 티코프 센터 의 건축 이전에는전기 기 

술자들이 적절한 사무실 조명도로 평방 

피 이트당 약 4와트의 에 너지가소비된다 

고 계산해야만 했다. 이제 라이터라이어 

(Light아ier) 가 개발한 단 한 개의 새로운 

튜우브 조절 형광 조명 장치를 사용함으 

로써 같은 조도(照度)를 유지하는 데 시 

티코프 센터에서는 평방 피이트당 대체로 

2 와트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이것은조 

명에서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결과적으 

로는 온랭에 필요한 요소들도 감소시키 게 

될 것이다. 이 설비는 빛의 번뜩거림을상 

당한 정도 경감시키고, 가장 전통적인 형 

광 설비물보다 더 매력적이다.___________  

지그자그 식 받침대가 본 건물의 8층 단위 구 

조로 된 각기 다른 3개의 층에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 주는 스케치.

빌딩의 수직면에서 나온 지그자그 식 받침대가 

있는 층의 구석진 곳에 자리잡은 사무실 중의 하 

나를 실물 크기로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층에서 

는 아무런 받침대가 필요없다. 머리 위의 전등은 

라이터라이어 (Light이ier) 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한 개의 튜우브 조절 형광 조명 장치로 교체되어 

있다.

기계적 시스템

시티코프 센터에서 대부분의 다른 기술 

상 혁 신과 마찬가지로 이중 덱 커 (double- 

decker) 엘 리 베 이 터 또한 장기 적 인 비 용 효 

과를 노려서 선택되었다. 이 시스템이 뉴 

요크에서는 유일한 것이지만, 미국 전체 

와 캐나다를 통틀어 보면 이러한 엘리베 

이터 설비는 12개나 있다.

3개의 단간 엘리베이터 이외에도 다양 

한 단간 서어비스 엘리베이터들과 더불어 

파크라인 (Parkline) 이 내부 캡 을 고안하 

고 오티스 (Otis) 가 디자인한 총 20개 의 

이중 덱커 엘리베이터가 있게 될 것이다. 

여 기에 8개의 하층용, 6개의 중간충용, 

다시 6개의 고충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될 

것인데, 이들은 만약 전통적 인 단간 엘리 

베이터만올 사용했을 경우에 필요한 26개 

의 엘리베이터를 대신하게 된다. 이중 덱 

커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하자면 약 50 

〜60%의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에너지와 유지비가 절감되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볼 때 비용이 감소되는 셈 

이다. 재래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추갸 엘리베이터 통로에 만들어진 임 

대 가능 공간은 이중 덱커 엘리 베이터를 

설치 함으로써 만들어 진 유용한효과라 하 

겠다. 시티코프 센터의 평당 임대료가 맨 

해턴의 다른 어떤 빌딩보다 높은 수준임 

에도 불구하고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이름 

난 빌딩의 거의 전부가 임대되었다.

시티코프 센터 내의 거의 모든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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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는 

컴퓨터로 조종될 것이다. 이 엘리베이터 

들은 지상 높이에서는 소위 '한정 수효 

서어비스' 고충에서는 '비한정 서어비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거리나 광장의 

높이에서 빌딩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이 홀 

수 충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장 높이 （하층 

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짝수 충으로 가려면 거리 높이 （상층 칸） 

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거리와 

광장 높이의 사이에 놓인 에스컬레이터 

는 승객들을 적당한 지점으로 실어다 줄 

것이다. 비그넬 리 어소우시에이트（Vig・ 

nelli Associates） 가 디자인한 읽기 용이하 

고 거 대한 표지판은 타고자 하는 엘리베 

이터로 가는 방향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 

록 해 준다.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 티코프 센터 

의 또 다른 기계적 시스템으로 모슬러 텔 

레 리 프트 （Mosier Telelift） 라는 빌 딩 자재 

처리 시스템이 있다. 텔레리프트라는 것 

은 일정 공간 내에서 미리 약정된부호를 

지닌 약 1천 개에 달하는 행선지로 연결 

되는 궤도망올 따라서 서류와 소하물을운 

반할 수 있는 가로 19읏 인치, 세로13去 

인치의 직류 동력 설비로 작동되는 운반 

기 계 장치 다. 이 운반 장치 는 충 사이（시 

티코프의 본 건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에 인접한 통로를 통함）는 수직으로, 각 

충에서는 수평으로 움직 인다. 넓은 공간 

에서도 그러하려 니와 이 러한 시스템은 어 

마어마할 정도로 복잡하기 마련이다. 시 

티코프 센터에서도 그 조직망은 어떤 철 

로망의 복잡성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복 

잡할 것이다. 이 텔레리프트는본 건물에 

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렉싱턴 거리 

를 거쳐 새 단지의 정면과 그 후면이 마 

주보고 있는 파아크 거리 399번지의 시은 

행 구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것이 

다. 도로 지하에 묻힌 연결 장치를 통해 

서 구본부의 15충에 있는 간부는 텔레리 

프트 이동차에 서류를 놓고 잠근다. 그다 

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적당한 코우드 

를 돌리기만 하면 서류는 길 건너 새 빌 

딩의 40충에 서 근무하는 동료의 책상에 불 

과 몇 초 내에 도착된다.

이 텔레리프트의 기재와 설비나기타부 

속품의 모든 것이 기준 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 길지도 모를 대체 （代替）와 추가 

절차는상당히 간단하게 이루어 질수있 

을 것이다. 잘못 작동할 경우라도크게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한 개의 전 

자 조직망이 중심 우편실 속에 배 전판을

설치하여 문제 지점올 지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빌딩에서건 화재가발 

생하면 불길의 상부에 있는 충에 개방된 

수직 통로 엘리베이터가 위협을 가하기 마 

련이지만, 140도에서 녹아 전류를통하도 

록 디자인된 퓨우즈 연결선들이 비상 안 

전 장치를 작동하도록 할 것이며, 이 장 

치 가 텔 레 리 프트 조직 망의 모든출구와 입 

구를 막음으로써 건물 안쪽 부분을 폐쇄 

시키게 된다.

텔레 리 프트는 새 시 티 코프 본 건물을구 

본부 건물과 연결해 주는 두 가지 기계 시 

스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두 번째 것은 

아마 모든 설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절감시켜 주는 장치일 것이다. 두 빌딩의 

열 플랜트는 렉싱턴 거리의 지하로 연결 

될 것이다. 두 건물은 모두 본 건물에 있 

는 컴퓨터 가 조작 • 감독하게 된다. 매 시 

간시간 뉴요크의 일기 변화의 기 록 자료, 

동력 플랜트의 작동 능력, 일정 시간에 건 

물 내에 있는 인원수에 관한 정보둥을 수 

록하고 있는 통계 은행과 더불어 컴퓨터 

는 온 • 냉방 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작동되어 야 하는가, 또는 이 

미 작동중에 있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도 

록 결정 • 지적해 준다. 두 건물의 상호 연 

결은 또한 최대 열소비 시간이 아닌 시간 

에는 두 빌딩에 열을 공급하는 단일 열 플 

랜트만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날마다 현저 

하게 연료비를 절감시켜 줄 수 있다.

나는 처 음에 는 3충에 30개 의 점포를 갖 

춘 시티코프 마아케트의 잠재적인성공 여 

부에 관해 매우 회의적인 의구심을 품었 

다. 그러나 이 마아케트 아이디어를 고안 

해 냈던 핼시 언 마아케 팅 （Halcyon Mar- 

keting） 의 사장인 마이클 버 클리 （Michael 
Buckley）와 인터뷰를 하고 이 지정된 점 

포 구역이 전체 건물과 맺는 연관성이나 

그 주요한 접근 통로를 검토한 뒤 나의 생 

각은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다. 만약 시 티

레 메술리에의 튜니드 매스 댐퍼 （Tuned Mass 

Damper） 의 도해. 이것은 아마도 시티코프의 본 

빌딩에서 가장 의미 깊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이 

룩된 구조상의 혁신으로서 빌딩의 맨 위에 설치 

되어 있다.

코프 마아케트가 정 말로 실패라고 할지라 

도 그 실패를 한충 깊이 분석해 보는 것 

은 미국 마아케팅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판명될 것이다. 잠 

재적인 소비자의 요구와 습관에 대해 무 

척 많은 조사를 거치고 유지와 감독에 있 

어 많은 고려를 한 후에 소매 거래에 있 

어서의 결정을 취한 것이므로 막연히 모 

험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중심 부분에 채광창을 가지고 있는 점 

포는 세 방향에서 본 건물의 주위를 감싸 

고 있는 하부 8충의 제 일 아래 3 충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53, 54번 도로 

에서는 물론이고 제 3 가를 통해서도금방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유리로 된 바깥벽 

뒷면을 통해서 점포 내에서 벌어지는 모 

든 다양한 활동이 행인들의 눈에 즉시 노 

출될 것이다. 한편 내부에서는 밝고 높은 

내부 홀에 의해 생긴 공간의 극적 （劇的） 

인 질이 다시 하층 건물 위로 실제로 높 

이 솟은 탑 모양의 본 건물을 받쳐 주는 

뒷기둥의 존재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진다. 

이 뒷기둥은 분리된 개별 구조물들을 시 

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마아케트를 버클리의 말대로'비상（飛翔）' 

시키기 위해서는 점포에 일단 들른 사람 

들이 한 점포 이상을 돌아보도록 유도하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결정 사 

항으로 취해졌다. 마지막으로 음식 문제 

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국제적 

인 식 당 경 영자인 조오지•랭 （George Lang 

: 식당 협회의 부회장이며 Zum-Zum 

이 라는 특요리를 만들어 내 었고 뉴요크에 

서 인기 상승중인 고급의 독일 음식 식당 

연쇄점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임대 인 선정 

책임을 맡는 고문으로 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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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몇 개의 소규모 카폐와 더불 

어 (인가받은 즉석 요리 연쇄점에 의해 운 

영되는 '말썽꾸러기' 점포는 하나도 없 

음) 최소한 다섯 개 정도의 고급 식당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이스식 조제 식품점, 

돼지 고기 판매점, 제과점, 치이즈 판매 

점, 농산물 가게, 과자점, 요리 • 서적 판 

매점 둥둥이 이미 임대되었다. 저명한 고 

급 디자인 사무실과 음식 준비 및 식기류 

를 전문으로 취급할 저렴한 가격의 가정 

용품 취급점올 적어도 하나는 둘 계획으 

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터 론토 (Toronto) 에 기 반올 두고 있는 

회사인 디자인 인터내셔널(Design Inter

national: D. I) 이 디자인한 현재의 마아 

케트는 버클리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점 

에서 다른 것들과 많은 차이가 난다: “전 

형적인 소매점은 앞면의 폭이 좁고 점포 

들은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므로 주요한 

요소인 쾌적함을 손상시킨다. 여기에서는 

그 반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앞면은 

기다랗고 점포들은 바깥으로 뻗어 있다.” 

복도들은 또한 쇼핑 구역을 좀더 안락하 

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통로와 상점 내부 사이에는 시각적인 

경계선을 없애고, 각 점포의 바깥벽은 * 

인치 두께의 창살 없는 유리로 설치할 것 

이다. 복도의 포장과천장의 재료는 유리 

하부로 이어져 적어도 각 점포 내부 4 피 

이트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다. 점포 사이 

의 벽들은 이 최소한 4피 이트를 보장하 

기 위해 유리 안전판으로 설치할 것이며, 

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대부분이 비용이렇게 함으로써 인접한 점포 구역들은

고객의 흥미를 끌게 될 것이다• 소매상들 

은 으례 유리 정면에 가까이 상품을 진열 

하려 들기 때문에 간막이를 하지 않은 진 

열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명을 복도에서보다 점포에서 낮게 설치 

함으로써 고객들은 자연히 점포 안으로 

들어가 상품을 유심히 살펴 보게 된다.

버클리에 의하면 “맨해턴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운영되는 쇼핑 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결심했다. 교통량을 확보한다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었다. 마아케트 안에 있는 

점포들은 최소한 오전 10시부터 밤 9 시 

까지, 음식 점은 1주일에 6〜 7 일간 새 

벽 2시까지 문을 열도록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점 시설이라기보다 

이 마아케트는 사무실 건물들이나 단지 

(團地) 내의 다른 요소들과는 기능적으로 

별도의 일종의 소매 센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물론 소매 상인들이 외부의 상황에 대 

해 머리를 짜내겠지만 일관된 조화를 유 

지하고 어떠한 점포라도 인접한 점포를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표지물과 자 

료는 사전에 마아케트 관리부에 의해 승 

인을 얻도록 할 것이다.

심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티코프 센터야말로 미국 내에 

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진보를 이 

룬 복합 건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나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장 

의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기술상의 문 

제에 있어서도 훌륭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결과된 혁신이라는 점에 더 

욱 의미가 크다.

시티코프 센터의 기계 • 전기 기술자인 

조우 로링 (Joe Loring) 은 레 메술리에 회 

사나 자기 회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고 있다: “혁신에 대해 우리가 갖 

는 느낌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이 

다. 나는 그것을 누군가가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업은 기술적 인 필요성은물론이고 건축 

을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일이다. 건 

축가는 가장 주된 입장에 서야만 한다.”

사실 시 티코프 센터에서 스터 빈즈는 주 

동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주위를 돌아다 

녔다. 그는 자재의 적절한 이용이나 외부 

와 내부 공간의 현명한 처리, 그리고 아 

주 세부적인 것까지 실수 없이 세심하게 

다루는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보수적 인 건 

축가 중의 일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그는 시 티코프 센터에서 창조해 낸 모 

델에서 아마도 가장 유효하고 놀라운 새 

로운 방식은 아직도 오울드 가아드 (Old 

Guard) 에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들과 그들의 비판가들은 수년 동 

안 예술 분야의 정체 상태를 불평해 왔고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한때 그러 

했던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장 손에 닿는 지푸라기를 아무 

렇게나 거머쥐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지갑 끈을 단단히 휘어잡는 것이 옳으리 

라.〔⑼

채광창이 달린 내부 호올에 있는 시티코프 마 

아케트 안으로 본 건물의 후면 기둥이 지나갈 것 

이다. 마아케트의 정면 재료들은 본 건물의 외부 

와 조화를 이룰 것이며, 시각적으로 두 건축물을 

통일시키고 있다. 복도의 포장과 천장 재료는 점 

포들의 격자 유리 정면 하부로 4피이트만큼 계 

속 이어질 것이며, 폐쇄된 상점들이 통행로와 내 

부 사이를 막아 버릴지도 모를 경계선을 없애 준 

다.

「필자 소개」

로버트 맬먼(Robert Mehlman)은 예술과 디자 

인 분야에 종사하는 역사가이자 작가이다.앨먼은 

Sotheby Parke Bernet 회사의 장식 예술부에서 근 

무한 적이 있으며, Antiques Center of America의 

전시 판매 촉진 이사를 지냈고, 지난 6년 동안은 

고문이나 자유 기고가로 활동해 왔다. 현재 그는 

「Residential Interiorsj 잡지에 컬럼을 쓰고 있으 

며, 뉴요크의 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장식 

예술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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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불안하였던 정치적•사회적 혼 

란은 안정을 되찾았고 근래에 보기 드물 

었던 경 기 침체는 경제 지표가0.4%라는 

밑바닥에서 0.6%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춤하였던 수출 신장세도 

예년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는 다 

행스러운 소식이 불안해하던 우리의 생활 

감정에 다소의 안도감을 주고 있다.

흔히들 지난 1970년대 중반을 수출의 호 

황기였다고들 한다. 당시 만 하더 라도 무 

엇 이든지 만들기만 하면 수출된다는 상황 

에서 온 국민들의 마음올 들뜨게 한 것만 

은 사실이라 하겠다.

「디자인 • 포장」지 53호（봉 상균 : P.6）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수출 호 

황은 노동 집약적 저임금의 이득과 바이 

어스 오더스에 의한 제품만을아무렇게나 

만들어 선적만 하면 곧잘 수출 대금이 결 

재되던 호경기의 덕분이었던것이라하겠 

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에서 읽 

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디자인 

이란 개 념의 필요성조차 느껴 볼 겨를도 

없이 당장에 날아 오는 외국의 수출 매도 

장 처리에 급급하여 불철주야 몸으로 메 

워 나가는 데 온 정 력이 소모되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국민 경제에는 다소 

호전을 보인 셈이라 하겠지만 한편으로 

는 국내 기업간에 과다한 수출 경쟁이 벌 

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질적인 외국 

수입업자들의 장난에 휘말리는 경우도허 

다하였으리라 짐작이 간다. 아울러 갑작 

스러운 호황은 고임금僑賃金）과 고물가 

（高物價）둥의 폭둥을 자극하게 되어 오허 

려 수출 산업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건국 이래 반짝하였던 호 

황, 즉 앞서 언급한 노동 집약적인 저임 

금에 의한 수출 호황의 수명은 몇 해를 가 

지 못한 채 국제적 인 에 너지 자원과 원자 

재의 폭등 및 국내의 정치적 • 사회적 불 

안 둥에 편승하여 경제적인 밑바닥을 쉽 

게 드러내어 보일 정도로 위험 상태에 이 

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행 착오적 인 전철 

을 한낱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 

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국제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웃 나라 일본을 겉으로는 얄미 

울 정도의 경제 동물이라고 하지만, 솔직 

히 말해서 속으로는 부러움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경향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오래된 것을 새삼스럽게 들추어 

낸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겠 

지 만, 일본만 하더 라도 제 2 차 세 계 대 전 

에서의 패전을 딛고 출발한 것은 결국 우 



리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같은 길을 걸어 

왔는데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렇게도 

경제적인 차이가 난단 말인가? 물론 일 

본은 지리적인 입지 조건과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을 염려가 없어 그만큼 국방비 

의 지출이라는 부담률이 우리 나라의 

GNP에 의한 부담률보다 적은 데에 크게 차 

이를 들 수는 있겠지만, 부존 자원 （賦存 

資源）이 없는 무자원국（無資源國） 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다른 바 없을 것이다. 그 

렇다고 일본인이 우리 나라 사람들보다 

부지 런하고 강인해 서일까 ? 그러 나 우리 

에게도 끈기와 강한 힘은 지 니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 

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을 외 

국인들로부터 자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차이가 왜 심해 

졌을까? 이에 대한 해답에는 여 러 가지 

요인들이 함축되 어 있 겠으나 그가운데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 겨지는 

것으로는 디자인의 활용과 디자인의 적극 

적인 수출 산업에의 참여라고 할수 있겠 

다.

일본은 일찍부터 디자인 정책을 정부와 

기업적 차원에서 지원 • 육성하였음은 물 

론 직접 산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디자인적 

경험의 축적을 기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 

의 새로운 진취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 

써 디자인의 간결화• 경량화 • 소형화를 

기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정책의 확고한 기반 

은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 

음은 물론 미국 굴지의 GM • 포오드 • 크 

라이슬러 둥의 대메이커들을도산위기에 

까지 몰아넣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례에서 오늘의 국제적 현실을 

투시하여 본다면 디자인의 정책적 배려와 

육성적 노력이 그 나라의 국민 경제 발전 

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새 

삼스레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그간 침체 일로 

에 있던 국민 경제를 회복시 키자면 새 시 

대를 창조하고 민주 복지 국가로 줄달음 

쳐야 할 국가적 대명제 속에서 과거의 디 

자인 정책과 계획이 결여된 무계획적 수 

출 지향 정책에서 얻은 과오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확고하고 지속적 인 수출 

정책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의 우리 나라상품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서 이미 

수차례에 걸친 여러 필자의 투고에서 직 

접 간접으로 제기된 바 있어 다소 반복되 

는 감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 및 디자인 둥 

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이행되어야 할 몇 

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1 . 디자인의 정책적 배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측에 

서도 수출 산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상품 

전시와 상품 품평회 및 상설 전시관 설치 

둥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 상품을 진 

열하고 국내 산업인의 지도 계몽은 물론 

외국 바이어들의 유치에 온 정력을 기울 

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선 

보인 상품들 가운데 과연 디자이 너들이 

참여하여 만든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 

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산업은 아직까지도 선진국 

산업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기술 제휴라 

든가 값비싼 로열티 （royalty）를 물어야 하 

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정부에서도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써 과 

학 기술의 진홍에 적극적인 역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진홍책 

에 병행되어야 할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는 한낱 부수적이고 장식적인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부여한 상품 

이라도 구매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미적 기 

능이나 실용적 가치성을 상실한다면 제품 

으로서는 충족될는지는 몰라도 상품으로 

서 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 상품 시장에서 유 

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점차적으로 국 

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서 만들어졌는가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디 

자인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 

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품 

은 단순한 'Made in Korea' 가 중요한 것 

이 아니 라 * Designed in Korea, 로서 우 

리 디자이너들의 손에 의해 민족적인 고 

유한 지혜와 슬기를 모은 훌륭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 업무를 대 

행하고있는 '한국디자인 포장 센터'가 존 

속하고 있지 만 현재 의 기구와 체 제로서 는 

국내 상품과 수출 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기에는 중과부적의 현실에 처해 있으 

므로 보다 적극적인 디자인 행정 업무만 

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 이 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디자인 • 

포장지」52호 （민 철홍 : p. 17） 에 제 안한 

바와 같이 공업 진홍청이 관장하는 업무 

와 같이 디자인국侷）의 체제로서 디자인 

을 정책적으로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구 

의 확충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구에서 집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 내용으로서는 국내 우수 상품 선정 

및 수출 권장, 불량 상품의 유통 및 수출 

억제, 제조 및 수출 경쟁에서 야기되는 기 

업간의 과다 경쟁의 조절, 국제 디자인 정 

보 수집을 위한 해외 주재 디자인 조사원 

파견, 수집된 디자인 정보 자료의 분석 및 

자료의 원활한 수급, 기성 디자이 너들의 

보호 육성 및 행정 지원 둥올 들 수 있다.

2. 기업인의 디자인적 이해

현대의 기업인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 

을 역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디 

자인은 곧 병들어 가고 있는 기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최되는 각종 경영 

자를 위한 세미나, 문헌 및 정보 자료의 

교환, 해외 여행에서 얻은디자인 지식은 

오히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라 하겠다. 

이와 같은 디자인 지식을 습득한 기업인 

들이 실제에 있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자기업 （自企業）의 번영 

을 위한 제품 개발에 성실성 있게 기여하 

여 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모든 

기업 인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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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남의 제품 카탈로그나 팜플 

렛 또는 해외 여행에서 얻은 귀한 제품들 

을 선량한 디자이너들이 도용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 인 수정을 가하게 함 

으로써 저속한 미술의 응용에 불과한 구 

실만을 자행케 하는 것이 과연 디자인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처할 수 있 

을까?

오늘의 우리 산업을 되돌아 본다면 독 

립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성장해 온 지도 

어언 40년, 이제는 성숙된 학고한 기반의 

산업 시대로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이윤 획득에만 급급하던 

저질적인 기업 운영의 시대에서 탈피되어 

야 할 것이다. 오늘의 기 업은 나'의 것 

이라기보다 '너'와 '내'가 공생(共生)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안녕과 행 

복을 가겨다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 

려 할 때 비로소 디자인의 참다운 역할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디자인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갗고 과감하게 산업 

에 투여할 수 있는 과단성을 가져야 할 것 

이며, 여기서부터 국제적인 경쟁 사회에 

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심어 갈수 있 

는 이미지의 형성과 창조성이 싹트게 될 

것이다.

일례로 일본에서 250명 의 종업 원을 거 

느리고 라이프 액세서 리 (life accessory) 

제품을 개발한 주식 회사 Sony Creative 

Product의 젊은 사장 니시다니 (西谷喜久 

治) 의 짧은 디자인 컨셉트(design concept) 
에서 기업의 뚜렷한 이미지와 국제 상품 

시장에 서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 

고 있는 굳건한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즉,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Industrial Design 108, Japan, p. 8 )

3. 디자이너의 지속적인 훈련

산업 디자이너는 미적인 조작으로써 소 

비자의 눈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 미의 

마법사는 아니다. 흔히들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 란 고작해 서 색 (色)이 나 형(形) 

의 미적 조화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 

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발주자의 몰이해 

에도 있겠지만, 디자이너 스스로가 디자 

인 행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지 

식과 충분한 자료를 통한 설득력 을 갖고 

있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래 디자인이란 초기 산업 사회에 있 

어서는 미술의 응용적 표현 기능만으로도 

충족되었을지는 몰라도 현대와 같이 고도 

의 과학 문명 이 요구되는 산업 사회에서 

는 보다 폭넓은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자 

이너들은 종래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적 역할보다 새로운 종합 전문적 직업 

(new interdiciplinary profession)으로서의 

제 너 럴 리스트 (generalist) 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제철 회사의 마아케팅 담당 부사 

장인 베이 이스트 주우니어 (Bay Estes 

Jr)는 산업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을 다 

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산업 디자이 너는 그가 수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석가로서, 예술가로서, 기 

능공으로서 , 엔지 니 어 로서, 기술자로서 , 

세일즈맨으로서, 심리학자로서,그리고경 

제학자로서의 모든 특징올 나타내어 일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 

업 디자이 너는 창조적 인 동시에 과학적 이 

고 아이디어적인 동시에 사실에 근거를두 

고 디자인을 해 야한다”(『오늘의 산업 디 

자인」: 김 희덕 편저, P.61)
이와 같은 광범위한 지식은 정규적인 디 

자인 관계 교육 과정 이나 일선 디자인 실 

무반으로서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기에 

는 너무 벅찬 일이다.

물론 실무에서 얻어진 체험과지식은그 

분야에서만은 유용하게 쓰일지 몰라도 오 

늘날과 같은 치열한 수출 경쟁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지식과몸 

에 밴 감각적인 기량이 동시에 축적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우리 나라 디 

자이 너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강 

연, 그리고 디자인 관계지 둥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은 대부분이 교과서적인 말과 

개념적인 풀이에 지나지 않은 경우를 허 

다하게 볼 수 있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에게는 보다 적극 

적인 실제 디자인 활용에 절실히 요구되 

는 내용, 즉 국내외 디자인 정책, 기업 경 

영에 있어서의 디자인 기여도(寄與度),우 

리 나라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황과 위치, 수출 대상국의 상품 기 

호도, 기타 해외 디자인 및 시장 정보,기 

술 정보 둥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내 

용은 기업의 정책적 사비(社秘)에속하는 

문제들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미 그 시 

효가 만료된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져야 할 

것까지도 소개를 꺼려하는 실정이라 하겠 

다.

디자인이 란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 

지 않고는 결코 그 행위가 성립될 수 없 

을 뿐만 아니 라 사회 에 봉사할 수 있는 기 

능마저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자각하고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고 유통되어 디자이 

너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 세 미나나 강연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제품 개 

발을 위한 정책 참여, 다른 분야와의 정 

보 자료 및 사례 둥의 적극적인 교류를통 

해 얻어지는 지식이 곧 자기 분야에 직접 

투입되고 기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산업 디자이너 스스로가 현재 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보다 적극 

적인 자세로 새로운 지식의 도입, 새로운 

정보 자료의 처리 둥을 할 수 있는 역량 

과 기량의 배양에 전력을 다할 때 비로소 

수출의 동참자로서 수출의 일익올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수 

출 정책은 외국 바이어즈 오더 메이드(Buy

er's order made) 에 의 존하지 만 말고 보 

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 

고 산업 디자이너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제 

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계 획을 수립하여 

한국인의 기지와 기량을 한데 모아 창출 

된 "우리의 것 ①esigned in Korea)”이 이 

지구상의 각처 (各處)에 두루 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의 수립만이 국제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 

한 길일뿐만 아니라 대망의 1980년대에 

이룩되어야 할 국민 복지 건설의 목표를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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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解説2

窓；變

特許出願節次（一）

金 基 陽 

特許廳公報發刊課長

특허 출원은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람 

이 발명 또는 고안한 내용을 특허 법규가 

정한 요식 （要式）에 맞게 작성하여 특허청 

에 제출하는 서면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는 같은 내용의 출원인 경 

우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 

이 주어진다. 19세기에 각국의 화학 기술 

자들이 코울타르를 재료로 하여 염료 개 

발을 연구하던 중 독일인 글레벨과 영국 

인 바킨이 거의 비숫한 때에 연구에 성공 

하였으나 글레벨이 영국에 가서 바킨보 

다 하루 앞서 출원함으로써 독일이 세계 

에서 합성 염료의 80%를 지배하게 되었 

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허를 얻고자 아 

무리 기발하고 훌륭한 연구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해서 제출 

하려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 

여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 

는 출원을 하든가 미완성 된 고안 또는 발 

명을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이 온전히 되자면 ⑦ 

특허가 될 만한 발명 또는 고안한 것을 

가지고 ©신청（출원） 요식 에 맞게 작성 

한 서 면을 ©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특허 출원의 3 대 

요령이다. 이에 관해서는 차례로 설명하 

고자 한다.

1 • 특허가 될 만한 발명 또는 고안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을 했다고 해서 

출원하면 모두 특허가 되거나 둥록을 받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원하여 특허 또는 둥록을 얻으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 그 내 

용에 있어서 특허가 될 만한 발명 또는 

고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발명 특허 • 실용 신안（實用新案） • 의장 

（미장） 및 상표의 둥록 대상으로 구분하 

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발명 특허

가. 발명의 정의

특허법의 핵심 개념인 발명이란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특허법의 명문 규정과 이에 관한 학설 또 

는 판례가 많다. 따라서 그 본질적인 의 

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포착하기란 매 

우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다.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에 

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특 

허 법 제 100조 제 1항 제 1호는 “발명 이란 발 

명 또는 발견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는데 발명의 취급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특허 법 제5조는 ''이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 

이란 ⑦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 

고 © 기술적 사상의 © 창작으로서 ® 

고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 구성 개념 가운데 '고도의 

것' 이란 후술하는 실용 신안과 구별의 표 

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보면 발명 

의 중심 개념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있 

다 하겠으며, 이 가운데서도 발명의 중점 

은 창작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특허법상 발명에는 자연 법칙 자 

체의 존재나 물질의 속성（屬性）자체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발견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발명과 발견의 구 

별은 그 한계가 명료하지 아니할 때가 많 

은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발견하는 

것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발명하는 것은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 

에는 없었던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던 것 

이다.

그리고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 

이라는 점에서 ⑦자연 법칙을 응용하지 

않은 것,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 © 

자연계에 잠재하고 있는 원리 자체는 우 

리의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동일 결과가 나타나는 반 

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소산이 

라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 

는 합리적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 

어야 하므로 ⑦ 착상에 불과한 것, © 막 

연한 해 결 수단에 불과한 것, © 실시 불 

가능한 것은 발명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발명이란 창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발명이 되자면 독창적 요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특허법 학자로 알려진 쾰러 

（K사Her）는 이 발명의 창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발명 

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표현된 인 

간의 관념적 창작물（創作物）로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정복하여 목표로 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 

키는 데 적합한 것이다.，，

나. 발명의 종류

발명 개념의 명료화와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래부터 분류해 온 발명의 형태 

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이 구별은 발명의 대상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전자는 시계 •면도기•녹음기•볼펜• 텔레 

비젼 둥을 새로 만든 경우와 같이 발명 

이 그 제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화합물의 제조 방법 이나 기계 기 

구의 제조 방법과 같이 발명이 그 생산 

물에 관한 제조 방법 그 자체의 발명을 

말하는 경우이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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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

전자는 당해 기술의 분야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척한 것이며, 따 

라서 이것은 선행 발명 （先行發明） 으로부 

터 독립한 신규（新規）발명이란 점에서 독 

립 발명 • 주발명 （主發明） 또는 원발명 （原 

發明）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량 발명 이란 기본 발명을 바 

탕으로 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보완 또는 

가일층 유용하게 하거나 편리하게 한 발 

명을 말한다.

@추가 발명과 이용 방법

전자는 자기 소유의 발명을 보충 또는 

개량하여 발명 의 효과를 확대한 발명이고 

후자는 타인 소유의 발명을 자기가 개량 

하거나 이를 이용한 발명으로서 전자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 후자에 대한 특 

허를 이용 특허라고도 부른다.

© 단순 발명과 복잡 발명

예를 들어 전자는 A,B,C의 구성 수단 

（또는 구성 요소）을 결합해서 D라는 효 

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후자는 A,B,C,D 
라는 구성 수단（또는 요소）올 결합함으로 

써 E라는 작용 효과가 발생하고, 이 E를 

매개로 하여 F라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이다.

다. 발명의 특허 요건

위에서 검토한 발명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특허가 될 수 없음은물론 

이나, 발명 의 개 념 범 주에 속한다고할지 

라도 특허 법 제 6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 

허 요건에 충족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 

다. 즉, 발명은 ⑦산업상 이용할 수 있 

고 ©신규（新規）의 것으로서 ©진보성 

（進歩性）이 있는 것 에 한하여 특허 를 받 

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산업은 

공업 • 광업 • 농업 • 임업 • 어업 둥을 말하 

며, 보험업 • 금융업 • 의료업과 같은 서어 

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용과 

실시 범위 및 정도가 광범위하게 관련된 

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특허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 

자는 종래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쓰여진 

〔公知公用〕바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간행 

물에도 기록이 없는, 즉 지금까지 당해 

분야의 기술계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 지식을 말한다. 후자는 종래의 기술 

상태 및 그 수준보다 한충 개량된 아이디 

어, 바꾸어 말하면 선행 기술冼行技術） 

을 바탕으로 하여 당해 기술의 종사자들 

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다 

발전된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아무리 신규적 발명 또는 고안 

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 

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착 

상（着想）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진보성 

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특허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허 요건（特許要件） 

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 법 제4조가 규 

정하고 있는 이른바 “특허를 받을 수 없 

는'발명”이라 해서 국가 정책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 

허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⑦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 의약 또는 의약의 혼합에 의한 조제 

방법

©화학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叵） 원자핵 변환 방법 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⑪물질 자체가 지니는 성질에 따르는 

용도의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 

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 

가 있는 것.

이상과 같이 특허 또는 둥록이 되려면 

특허 형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소극 

적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데 발명 

특허를 얻는 사람, 즉 특허권자는 12년 

간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2） 실용 신안

실용 신안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발명의 본질과 같은 것이나, 다만 

다른 점은 발명이 고도의 창작의 산물임 

에 비하여 실용 신안은 발명보다는 정도 

가 낮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실용 신안을 소발명 （小發明） 이라 하고 특 

허 발명을 대발명 （大發明）이라고도 부른 

다.

이 실용 신안은 진보된 기술 향상을 가 

져오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組合） 에 관한 고안을 말한다. 이 것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을 요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것보다 더욱 유용 

하거나 편리하면 되는 고안（考案）이다.

이와 같은 실용 신안 둥록올 받는 사람 

에게는 10년간 독점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용 신안권이 주어진다.

이 실용 신안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 

라는 한국 • 일본 • 서독 • 이탈리아 • 스페 

인 둥이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발명 

특허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실용 신안 제도는 따로 없다. 이 실용 신 

안은 그 둥록 요건과 절차가 발명 특허와 

대동소이한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소위 실용 신안 둥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라 해서 실용 신안 둥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⑦ 국기 （國旗） 또는 훈장（勳章） 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고안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올 문 

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에 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고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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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의 디자인 教育
- 인도 개최「제 5 차 ICSID Executive Board Meeting」과

「제 1 차 National Seminar on Design Ed니cation」참가 보고一

韓國디자인包裝센터 教育研究部長 金 丈 皓

머리말

지난 1 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 

도 디자인 협회 주최로 인도에서 국제 디 

자인 회의 및 디자인 교육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하나는 아메다바드 (Ahmedabad) 

시 (市) 에 위치한 National Institute of De- 

sign(NID)에서 있었던「제 5차 ICSID Ex

ecutive Board Meeting」이었고, 다른 하나 

는 봄베이 (Bombay) 시 근교의 Indian In

stitute of Technology(IIT) 내 Ind니strial 

Design Center(IDC)에서 개최되었던「제 

1 치" National Seminar on Design Ed니ca- 

tion」이었다.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상기 (上 

記) 두 국제 디자인 회의에 당 선터 김 희 

덕(金熙德) 이사장과 필자가 참석하여 전 

반적인 회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두루 살 

펴보았다. 특히 김 희덕 이사장은 이번 

회의와 세미나에서 그간 ICSID의 아시아 

주변 회원국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ICSID 

ARM (Asian Regional Meeting) j2| 계획 

내용과「한국의 디자인 현홍卜」이라는 특별 

주제를 발표하여 크게 주목을 끌었다.

필자도 당 센터의 디자인 교육 연구 담 

당자로서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도의 디 

자인 교육 현황은 물론 세계 각국의 디자 

인 동향을 예의 주시할 수 있는 호기 (好 

機)를 갖게 되어 본지에 회의 내용과 안 

건, 그리고 인도의 특기할 만한디자인 전 

문 교육 기관인 NID와 IDC에 대해서 간 

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5차 ICSID Executive Board Meeting

「제 5 차 IC SID Executive Board Meet- 

ingj은「제 1 차 National Seminar on De

sign Education」을 봄베이 시에서 개최하 

기에 앞서 1월 13일에 아메다바드 시의 

NID 회의장에서 한국 • 미국 • 영국 • 이탈 

리아•핀랜드• 멕시코•소련•일본 • 프랑 

스 둥 해외 디자인 관계자들과 인도의 국 

내 디자이 너들이 모인 가운데 Round Ta

ble Discussion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회의의 기본 주제는 전문 직업으로 

서의 디자인, 디자인 교육과 진흥, 아시 

아 지역국 디자인 활동의 3 개 분야로 설 

정하여 대표 연사가 준비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상호 의 견 교환 및 토 

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본 주 

제에 대한 세부 안건으로는 첫째 : 디자인 

실무, 디자인과 클라이언트(client), 디자 

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둘째 : 디자인 교 

육과 진홍올 위 한 국가적 지 원, 디자인교 

수법, 디자인 진흥에 대한 인식 문제. 세 

째 : 각국 디자인 협회들의 현황과활동둥 

디자인 교육과 실무의 전반적인문제들올 

제 기 • 검토하여 가능한 한 현실에 유익한 

결론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회의의 포괄적인 성격이나 진 

행 상황을 살펴보면 그 동안 NID소속 디 

자인 실무자 및 교육 요원들이 수행해 온 

그들의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인도 

디자인 교육의 올바른 좌표를 정 립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따라 

서 주제 내용도 거의 인도국내의 당면한 

여 러 가지 문제 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 어 

참가자들간에 신랄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 

기도 했다.

그 논쟁 의 초점을 요약하면「과연 이제 

까지의 국내 디자인 교육이 올바르게 수 

행되어 왔는가?」또는「디자인의 개념 설 

정올 어디에 두고 있는가?」둥의 근본적 

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논 

쟁은 흔허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창기의 디자인 개척자들과 젊 

은 디자이너들 사이의 마찰일 수도 있고, 

현실에 안착하려는 소극적 인 경향과 과감 

한 개선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경향의 대 

립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적 인 

인습에 집착하려는 보수적 인 디자인 철학 

과 근대화에 표적을 둔 현대 적인 디자인 

철학의 갈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디자인과 산업의 관계를 강조하면 

서도, 그리고 일반 국민의 실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디자인의 현실적 사명감 

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 

게 내면적인 미의식 • 전통 문화•생활 풍 

습 둥에 화제의 초점올 맞추려 했던 일 

들은「오늘날 디자인의 참다운 가치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부터 차분 

허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디자인 직업관이나 교육관에 대해서 의욕 

적인 참여 의식을 보여 준 것이라든가 또 

한 그들이 잠재적이고 거대한 자국(自國) 

내의 시장에 눈길을 돌려 장차 디자이너 

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 

하게 생각하고 있음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제 1 차 National Seminar on Design 

Education

본 디자인 교육 세미나는 앞서 ICSID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국내외 관계자 

들과 세 미나를 주관한 IDC의 디자인 교 

육 담당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1 월 15 

일부터 17일까지 봄베이 시의 IIT 구내 

IDC 회의장에서 연 3 일간 속행되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디자인과 사회 • 문화와 

의 관계, 디자인 교육을 위한 제 요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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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교육의 미래라는 3개 기본 분야를 

위주로 다시 몇 개의 세부 토의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 디자인의 사회적 적응, 현대 디자인 

과 전통 미술과의 관계, 인도 디자인 교 

육의 문제점. 둘째 : 디자인과 인간(인식 

의 문제), 디자인과 학교 교육, 디자인의 

국제적 현황. 세째 : 개발 도상 국가의 디 

자인 교육,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 교 

육을 위한 디자인 교과 과정의 성격과 범 

위, 디자인 리서어치의 문제 둥으로 구성 

되었다.

기본 주제에 대한 토론은 미리 선정된 

연사들의 연구 논문 소개와 그에 대한 자 

유스러운 토의 • 질문으로 전개되 었고, 최 

종일에는 워어킹 그룹(Working Group)올 

통해 서 디자인 교육의 실태와문제 점들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본 세 미 나의 기본 방향은 과거의 경 험 

을 통한 인도 디자인 교육의 고찰에 있었 

으나 한편으로는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이 

론적 인 제 언, 교수(教授) 방법 의 개선,학 

생들에 대한 적절한 과제 부여 둥 구체적 

인 제시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제 내용 

의 진행은 대부분이 디자인의 사회•문화 

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 문화와 현 

대 디자인의 관계, 일반 대중 생활에 기 

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 근대화를 

지향하는 디자인의 사명 둥 주로 국내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디자인 교육의 방향 

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디자인의 고유성 이나우월성 이 정신 

문화의 계승이나 지역적인 환경의 범주에 

서 발굴되 어 야 한다는 소극적 인 관점 에 서 

보다는 오히 려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보 

다 적극적은 근대화 • 산업화의 측면에서 

더 많은 대화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것 

이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부분의 해외 

참석자들이「먼저 당신들의 불편하고 비 

실용적 인 신발이 나 옷에 관심을 가지고 낙 

후된 의식주의 기본 생활 환경을 개선하 

는 데 힘을 쏟으라」고 충고한 단편적 인 말 

에서 지적되었으며, '한국 디자인 포장 센 

터 김 희덕 이사장도「한국의 디자인 현 

황」을 발표하는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통 

해서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인도의 디자인 교육

인도에는 현재 디자인 교육 기관으로 

서 National Institute of Design (NID) 과 

Industrial Design Center (IDC) 가■ 1961.년 

과 1970년에 각각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 

다. 두 학교는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인도의 디자인 교육을 거의 전 

담하고 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 

개발•진홍•서어비스•홍보에 이르기까 

지 디자인의 전반적 인 활동을주도하고 있 

다.

NID는 주로 산업 디자인 •시각 커뮤니 

케 이션 • 전시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품 디자인 • 가구 디자인 • 섬유 디자인 

• 도자 디자인 • 그래 픽 디자인 • 타이포그 

래 피 • 포토그래 피 • 쇼오트필름 (shortfilm) 
• 실내 디자인 • 조경 디자인 • 건죽 둥 크래 

프트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교 

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IDC는 Indian In

stitute of Technology (IIT)에 속해 있 는 

산업 디자인 학과로서 특허 제품 디자인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위한 특수 센터의 

성격으로 독립된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 

다. 요컨대 전자는 어느 정도 사회• 인문 

• 예능계의 일반적인 교육 배경, 후자는 

이공계의 과학 • 기술 분야의 특정적인 교 

육 배 경에서 양자가 균형 있게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그 

것은 교육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구성 내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NID의 교육은 아직 전문성올 몸에 익 

히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이 있고 개 

방적이며 종합적인 반면, IDC의 교육은 

엔지니어 링 • 건축 둥 이공계의 학사 과정 

을 수료한 과학 • 기술인을 상대로 한충 전 

문적이고 수리적 (數理的)이며 분석적인 학 

구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 분 

야의 양면척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시스 

템은 산업 디자인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그것은 단순허 일 

개인의 디자이너에 대한 제너럴리스트적 

인 성 격 부여를 의미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서 산업 디자인 자체의 그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디자인화된 대상물 

의 성격이 정신적인 면에서나물질적인면 

에서 점차 고도화되고 디자인 그 자체의 

행위가 복잡해짐으로써 디자인의 인적 • 

행위적 문제가 모두 전운성의 일반화나 

전문성의 총합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도의 NID와 IDC가 현재 운영하고 있 

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시스템이 별개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산업 디자인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기본적 

인 교육 방법의 한 가지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1 . National Institute of Design (NID)

⑴설립 배경

NID가 처음 설립되기까지 인도에는 종 

래의 응용 미술과 건축으로는 공예 계열 

의 학교가 있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디자인 전문 교육 기관은 없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산업 발전과 함께 제품•환경 

분야의 총체적 성격올 이해하고활동올주 

도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1950년대 후 

반에 이르러 선진 제국의 디자인 교육 전 

문가들을 초빙하여 디자인 교육의 프로그 

램을 연구 검토시켰고, 그들의 제언에 따 

라 인도 최초의 디자인 학교인 NID 설립 

의 기본 구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 

본 구상에 따라 NID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 포오드(Ford) 재 단의 후원 

에 의하여 1961년에 마침내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교수 요원은 웅용 미술 • 엔지 니어 링 • 

건축학 출신의 국내 요원과 구미의 디자 

인 전문 학교 출신 요원으로 구성 하여 그 

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 교 

수를 초빙하여 훈련시켰고, 나아가서 교 

수 요원들을 해외로 연수차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수 요원의 확보 계획은 

1969년까지 계속되 었으며, 한편으로는학 

교 시설의 확충, 디자인 활동의 사회 참여, 

그리 고 기본 교육 과정 인 Professional Ed

ucation Programme (PEP) 올 수 립 함으 

로써 현재의 학교 교육 체제를 완료케 되 

었다.

⑵교육 활동

NID의 주요 교육 활동은 크게 교육 

(education), 프로젝 트 (research pro

ject) , 훈련 (training), 기타 대외 상담 및 

지 원 (consultancy service) 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그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실시되는 기 

본 교육.

②전문 디자이 너를 위한 계속적 인 심 화 

(深化) 교육.

③ 디자인 프로젝트의 연구 • 개 발.

④정부와 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 및 

상담.

⑤ 기술 숙련을 위한 워어크숍에 서 의 기 

술 훈련

⑥ 강의 • 세미나 • 단기 교육 • 디자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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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크舎을 통한 디자인의 진홍 • 홍보.

⑶교육 과정

NID의 기본 교육 과정은 정규 과정에 

의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me 

(PEP)와 특수 과정의 Advanced Level 

Programme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①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me

(PEP)

。교육 연한 : 5%년 (16학기)

。입학 자격 : 일반 고둥학교 졸업자

O 학생 정원 : 학년별 25명

。전공 분야:산업 디자인-제품 디자 

인•가구 디자인•섬유 디자인•도자디 

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一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래피•포토그래피 • 쇼오트필 

름 (short film).
전시 디자인-실내 디자인• 조경 디 

자인 • 건축.

O 교육 과정 : 기초 과정 (18개월) 

전공 과정

학위 프로젝트 과정

(2) Advanced Level Programme 
소정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과 기타 전문 경험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 

으로 좀더 심화된 교육을 위한 1 년 기준 

의 연장 교육을 실시한다.

(4)교육 내용

NID의 주요 교육 내용은 기본 교육 과 

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기초 과정

。기초 디자인 교육 : 환경 • 색 채 •구성• 

형태 공간의 요소• 디자인 과정• 스 

케칭•드로오잉 • 투시도 • 공구 사용• 

재료흐卜 • 사진학.

O 일반 교양 교육 : 영 어 • 연극 • 영화• 

음악 • 문화사 • 미술 디자인사.

。관련 주변 교육 : 자연 과학 • 사회 

과학 • 인문학.

②전문 과정

。프로젝트 교육 : 디자인 시스텀】 •디자 

인 방법론 • 디자인 매 니지먼트.

。산업 현장 교육 : 산업체 • 디자인 사 

무실 . 디자인 에이전시 둥에서의 실 

무 교육.

OPackage Programme 교육 : 팀워크 

및 제너럴리스트 어프로우치를 통한 

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project 교육.

O Ergonomic Laboratory 교육 : 인간

1 . 휴대용 전동 공구

2. 휠체어

3. 가정용 글라인더 (gnnder)
4. 석유 스토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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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조사 • 연구를 위한 실험 교 

육

O Design Science Laboratory 교육 

③학위 프로젝트 과정

O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조사•분석 

• 종합 • 커뮤니케 이 션 교육.

⑸교육 시설

① 작업 장 (Workshops)

。금속 워크숍 (Metal Workshop) 

。목공 워크숍 (Wood Workshop) 

O 도자 워크숍 (Ceramic Workshop) 

。프린팅 워크숍(Printing Workshop) 

。섬유 워크숍 (Textile Workshop) 

。플라스틱 워크숍 (Plastic Workshop)

② 실험 실습장 (Laboratories)

O Ergonomic Laboratory

O Design Science Laboratory

OFilm & Sound Recording 

Laboratory

③ 도서 실 (Library)

O 일반 도서 16,318종

O정기 간행물 93종

O 필름 80종

。마이크로필름 202종 

。슬라이드 35,792종 

。테 이프 레코오딩 (Tape Recordings)

824종

。사운드 레코오드 (Sound Records) 

876종

。프로토타입 (Prototype) 574종

(4) Design Shop(NID 판매 점)

⑤ Design Cells (NID 지 점)

⑥ Design Center (NID 전시 홀)

2 . Industrial Design Center (IDC)

⑴설립 배경

1961 년에 NID가 디자인 전문 교육 기관 

으로 먼저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디자인의 

전반적 인 영역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일반 

적 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별허 산업 디 

자인 교육을 위한 전문성이나특수성을 살 

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NID 학생 들의 디자인 교육이 인문, 예능계 

를 포함한 일반 고둥학교의 수준에서 출 

발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기술, 실무 및 어느 정도의 종합적 

인 이해와 경험을 접할 수는 있으나 산업 

사회 에 서 요구하는 과학 • 기술적 또는 그 

것들의 시스템적인 분체 해결 방법을 실 

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NID의 교육적 성격을 다른 방

45



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IDC는 1970년에 NID의 중견 교수 요원 

들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UT의 이공 

계 전문과로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따 

라서 IDC는 IIT 소속의 산업 디자인 학 

과에 불과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NID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산 

업 디자인 교육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Industrial Design Center•라는 독자 

적인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교육 개요

①교육내용

정규 교육 과정으로 2 년제의 산업 디자 

인 석사 과정 （Master Programme of De

sign in Industrial Design） 을 실시하고 있 

으며, 교육 내용은 주로 제품 디자인 분 

야의 기술적 인 문제 해 결, 프로젝트 연구, 

워크숍의 훈련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밖에 IDC는 중간 관리자를 위한 일반 

공개 코오스와 Research & Development 

Engineer•를 위한 디자인 워크숍을 1운영하 

고 있다. 이 러한 IDC의 교육적 특성은 IIT 
의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인문 사회 

분야와의 효과적 인 Interdisciplinary pro- 

ject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②교수진 편성

교수진은 응용 미술, 엔지니어링, 건축분 

야의 배 경을 가진 산업 디자인 전담 교수 

와 산업체 및 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 초빙 교수로 편성되어 있다.

③산학 활동 （産學活動）

IDC는 실제적으로 산업체 의 제품 개발프 

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자문 역할올 폭 

넓 게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산업체 의 유 

능한 실무 담당자를 초빙 교수로 선정하 

여 그들의 전문적 인 실무 지식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⑶교육 과정

산업 디자인 석사 과정 （Master Pro

gramme of Design in Industrial Design）

O 교육 연한 : 2 년
。입학 자격 : 이공계 （엔지니어 링 • 건 

축）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입학시 디 

자인과 드로오잉의 기초 능력을 인정 

받는 자.

。전공 분야 : 산업 디자인 （제 품 디자안）. 

。학 위 : 산업 디자인 석사 

。학점 이수 : 총계 （145학점）= 코오스 

（65학점） +프로젝트 （30학점+50학점） 

이상의 내용에 서 인도의 디자인교육 세 

미나와 인도의 디자인 교육 현황에 대해

O 학점 배정 및 주요 교과목

COURSES PROJECTS 계

과 

전공 

과목

선택

과목

세미나

과 목

GROIP- 

design 

PROJECT

PRO

JECT I

(선택)

PRO

JECT

n

PRO

JECT 

m

헉기 

2〃 

3〃 
4〃 
계

29
19
9

57

6

6

2

2

7
20
3

30

5

5

15

15
30
30

38
39
38
30
145

。응용 Ergonomics

i.n <

。재료 및 형태 공 

정 i.n

。디자인 요소I』

。Media 조사커뮤 

니케이션 기법

I, n

。디자인 세미나 

。디자인과 사회 

。시각 커뮤니케이

션
。디자인 관리 및 

전문적 실무론

。제품 계획과 시 

장론

。예술과 과학 

。선택

。제품 디자인 I, n (Group 

-design project)

。제품 디자인 PROJECT I 

선택

。제품 디자인 PROJECTII, 

in

。형태 (GROUP-design proje- 

ject)

O Control과 Di splay( Group- 

design project)

。제품의 DetailingZ|- Costing

개괄적으로-소개했다. 그러면 인도와 비 

교해 본 우리의 디자인 교육의 현실은 어 

떠하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 떠 

한지 간략하게 부언（附言）하고자 한다.

산업 디자인에 관한 한 아직 그 개념의 

정립이나 활동 영역마저 불투명하게 투영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선진형 

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 • 실시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디자인 교육을 위하여 하나의 좋은 자극 

제가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한정된좁 

은 국토, 밀집 된 인구, 빈약한부존 자원 

의 자연 환경 속에서는 오로지 인간 두뇌 

의 산업화만이 장차 살아나갈 수 있는 유 

일한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은 곧 기술 개발에 의한 제품 고급화를 의 

미하며, 나아가서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시식 • 정宜의 산업화 또는 산업의 시工템 

화에 대처하는 길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산업 디자인의 궁 

극적인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인간 투뇌 

의 산업화에 두어져야 하며, 우리의 산업 

디자인 교육도 바로 이러한 방향 감각에 

서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디자인은 결코응용 미술 

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과학 • 

기술 분야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 려 물적 

（物的） 환경을 창조하는 유형 • 무형적인 

종합 행위로서 사물과 인간, 과학과 예술, 

기술과 비기술（非技術） 둥전반적인상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보뎐 지금 당장수출 신 

장을 위한 제품의 고급화, 제품의 품질 향 

상, 제품의 다변화 둥 국가적으로 헤쳐 나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자인계 （界）는 이 러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안일한 답보 상 

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아직 

소극적이고 디자인의 사회적 인식이 미홉 

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 디 

자인계 의 활로를 저 해 하는모든책 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우리의 디자인 

교육에서만은 이 러한 현실적 괴 리（乖離） 

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교 

육 현장은 그 괴 리를 해소시 킬 수 있는 추 

진력의 소산지 （所産地）가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교육 내용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 

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 

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 디자 

인올 응용 미술 분야로 인식하려는 경향 

이 불식 （拂拭） 되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 

인 학문 • 기술로서의 교육 체제를 확립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산업 디자인 교육은 소수의 전문 

교육자에 의하여 발전이 주도（主導）되어 온 

것 이 사실이 나독자적 인 교육 제도의 미확 

립, 우수 교수 요원의 확보 결여, 전문 교 

과 과정의 미흡, 단기 교육과 과다한 인 

원 배출, 해외 교류의 소극화, 산학（産學） 

과의 유대 결여 둥 미 비한 교육적 여건으 

로 국가 • 사회 가 기 대 하는 소기의 교육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산업 디자 

인 교육은 예능 계열에서 벗어난 독립된 

학문으로 체제를 갖추려는 경향이 지배적 

이며, 인접 학문 • 기술 분야와의 유기적 

인 협조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수업 

연한도 3 년 이상의 일괄 교육을 포함한 

5 년제 이상의 전문 교육으로 전환되 는 

과정에 있고 철저히 소수 정예의 전문 고 

둥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현재 우리 나라의 전문 대학을 

포함한 국내 대 학과 대 학원들의 과다한 학 

과 편성 및 졸업자 배출, 획일적이고 보 

편적인 교육 내용, 소수 대과목 중심의 교 

과 과정, 예능적 인 표현 위주의 교육 방법, 

전공 분야의 단기 이수（履修） 둥은 올바 

른 산업 디자인 교육을 위해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들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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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의 現況과 課題

趙 聖 烈

建築家•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회장

머리말

인테 리어 디자인 （interior design）은 건 

축과 함께 인간 환경을 보다 쾌적한 것으 

로 창조하는 뚜렷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 

다. 건축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질적인발 

전을 보게 된 것에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 

다. 그러나 건축 공간에서 인테리어 디자 

인만큼 인간에게 구체적인 작용을 해 온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건축의 내부공 

간에서 인테 리어 가 다루어 진 것과그렇지 

못한 공간을 쉽게 피부로 느끼며 비교하 

게 된다.

주택을 하나 지어 놓고도 주택 의 내부 

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 

고, 가게를 구상하면서도 판매 효율을 높 

일 수 있는 인테 리 어 디자인을 꼭 해야한 

다는 생 각을 갖게 되 었다. 인간의 생활공 

간을 보다 기능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공 

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테 리어 디 자인'이 란 

말이 일반화되 고 그것 이 건축과구분된 전 

문 분야로 인식되 기까지에는 20년 이상이 

걸렸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독립된 용역으로다 

루어진 최초의 프로젝트는 1953년 구 반도 

호텔로 알려지고 있다. 6・25동란 후 반도 

호텔의 재건을 위해 당시의 이 승만 대통 

령은 미국의 노벨 데한이란 인테리어 디 

자이너에게 호텔의 디자인을 위촉했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 

는 1950년대에는 무대 장치 • 초상화 • 회 

화（繪晝） 둥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 

하던 사람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을했었다. 

6・25동란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는 수복 

후 수도 재건을 해 가면서 시가지와 상가 

에는 치장 붐 같은 것이 일었다. 특허 상 

업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다방과 점포 디 

자인은 활발했다고 한다. 김 관현 • 길 경 

일 • 김 영한 • 손 계풍 • 이 명구 • 이 명호 

• 이 봉선 씨 둥이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의 여명기에 활약했던 분들이다.

1960년대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축의 

기초를 닦았거 나 응용 미술을 공부하여 그 

개념 도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 

던 시 기라고 하겠다. 1968년 한국무역 박 

람희의 계획에는 김 수근 • 한 도룡 •조 성 

렬 • 손 동규 씨 둥이 참여하여 디자인의 

풍요를 이루었으며, 배 만실（조선 호텔 

둥）, 손 석진멕시코 살롱, 워싱톤 양화 

점 둥）, 김 원（미스 박 테일러 둥） 씨 둥 

이 좋은 작품들을 보여 인테 리어 디자인 

의 인식을 높여 가기 시작했다. 이 때부 

터 인테리어 디자인은 정상적인 길을 찾 

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보겠다. 환경 

에 대한 이해로부터 인간에게 적합한 환 

경의 모색에 이르는 발상과 표현을 제대 

로 해 간 것이다.

1970년대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풍요를 

이룬 시기라고 할 만큼 프로젝트가 많았 

다. 따라서 두각을 나타낸 인테리어 디자 

이너도 많이 나온 때이다. 인테리어 디자 

인의 역할이 더욱 잘 알려진 1970년대의 

중요 작품들은 타워 호텔 나이트 클럽（손 

석진）, 파인힐（19기년, 조 성 렬）,오비캐 

빈（이 범호）, 럭키 전시관（한 도룡）, 성 

나자로 성당（1975년, 유 희준）, 세종 문 

화 회관 로비 （1977년, 문 신규）, 대우 센 

터 아케이드（김 수근）, 삼성 본관, 경주 

호텔 학교 커피숍（1977년, 배 만실）, 롯 

데 호텔 • 신라 호텔 • 한국 상품 종합 전시 

관 • 한양 투자 금융 영 업장（1979년, 이 주 

보） 둥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종합 전 

시관 • 신라 호텔 • 롯데 호텔 둥 대형 프 

로젝트는 다수 작가가 참여하여 완성을 보 

았다.

이상과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1970년 

대까지 많은 개인들에 의해 성숙되어 왔 

다. 1979년에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가 창립되어 그 형체가 드러나기 시 

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개 인들에 서 그룹 차원으로 발돋 

움을 한 것이다.

이 글에 서는 한국 인테 리어 디자이너 협 

회의 자료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실태와 인테 리어 디자인 운동, 그리고 인 

테리어 디자인의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인테 리어 디자인의 현황을파악하고 

자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태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온 현역 작가들의 교 

육적 배 경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왜정 시대부터 미술 분야의 교육과 훈 

련이 기초가 되어 인테리어 디자인을 독 

자적으로 해 온 여 명 기의 디자이너들이 그 

첫번째 이고, 해방 후 정규 대학에서 응용 

미술 또는 회화를 전공한 미술 대학 출신 

의 디자이너가 두 번째이고, 미술 대학건 

축 미술과 또는 공과 대학 건축과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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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이 세 번째 부류다. 여명기의 

디자이 너들은 천부적인 소질과 해외 문헌 

을 통한 독학에 의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나름대로 터득해 왔으며, 해방 후 건 

축을 전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현존 

하는 원로 건축가들의 지도와 영향에 의 

해 성장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 

지도 대학 안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성 

을 위한 전문 교육과 트레이닝 시스템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우리 나 

라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 동안 스 

스로의 길과 인테 리어 디자인의 발전을 위 

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그룹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 

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회원은 현재 214명

1969년 패션가 명동의샤넬 의상실（조 성렬 설계）

에 이르고 있다. 협회 멤버십을 가진 인 

테리어 디자이너의 통계는그 실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먼저 학력면에서 볼 때 대졸 이상의 학 

력을 가진 회원이 90% 이상으로 압도적 

이며, 전문 대학을 졸업한 회원은 9 %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대 

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한 회원이 전체 대 

졸자의 30%를 넘어서는 높은 학력 수준 

을 보여 주고 있다.

회원들의 출신 학교와 전공 학과별 분 

포 상황을 보면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경향은 홍익 대학교 출신이 117명으로 

전체 회원의 반수 이상인 56%를 차지함 

으로써 이들이 협회의 주축올 이루고 있 

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이 한양대 • 서울 

대 • 국민대 • 홍익 공전 • 중앙대 • 이화 여 

대 • 연세대 둥의 순으로 나타난다. 나머 

지는 서울과 지방의 10여 개 대학과 몇 군 

데의 전문 대학과 일본 대 학출신으로분 

포되어 있다.

이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전공학과 

는 대체로 건축학과이며, 그 비율은 전체 

의 62%이고 30%는 미술 대학 출신의 인 

테리어 디자이너들이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연령 

층을 보면 1915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폭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30세를 

전후로 한 젊은 인테리어 디자이 너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여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는 여성 회원 

들도 10%에 이르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 

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취업 형태는 독립 사무실의 자영（自營）, 

독립 사무실 소속의 디자이너 또는 기사, 

기업체 대표, 기업체 소속, 프리랜서, 교 

수, 대학원 연구원 둥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독립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디자이 너와기사가 전체의 44%이 며, 

독립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디자 

이너가 27%로서 70% 이상의 회원이 독 

립된 인테리어 사무실 또는 기업체의 인 

테리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는회원도10 
%가 되며, 외국에서 연수중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여러 명 있다.

근무 지역별로 본 분포 실태는 시내의 

중심 가인 종로구가 35%로 단연우위를차 

지하고 있으며, 중구에 19%, 강남구에 11 

%, 용산구에 9%, 마포구에 7%, 영둥 

포구 • 성북구 둥에도 위치하고 있다. 그 

리고 부산 직할시 • 대구 • 광주 • 이리 • 춘 

천 둥 지방에서 일하R 있는 회원이 3%, 

일본인 회원도 1 명이 있다.

이상 열거한 통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들이 관련 직종에서 여러 형태로 활동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 

테리어 관계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소화하 

고 있는가, 작품의 수준이 전체적으로어 

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그리고 인테 리 

어 비지 니스가 되는 것 인가 하는 데는 의 

문이 있다.

필자의 관측으로는 협회 소속 멤버 중 

5% 정도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본다.그 

들은 작품 수준 • 업무량 • 업무 밀도면에 

서 가히 세 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

1975년 부산 남포동의 커피 스낵점（박 현기 설계）

가구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어진 내부 공간과 가구 계획이 일치된 이태원 

송씨 주택 （조 성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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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년 이상 오피스를 가지고활동해 온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회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독립하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는 개 

업과 폐업을 자주 하게 되며, 특정한 프 

로젝트의 팀원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생 

기게 된다. 오히려 작품의 기회는적으나 

교수직과 디자이 너직 둥으로 직장 조직에 

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비교적 안정되 

어 있다. 그렇게 볼 때 한국 인테리어 디 

자이너들은 아직 불안정된 상태에서 끈기 

와 의지로 자기들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운동

인테리어 디자인 운동은 여명기의 소수 

디자이너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간헐적으 

로 홍보 활동을 벌인 것이 처음 있었던 일 

이 고, 그 다음에 는'1960년대 이후 젊은작 

가들이 개인 작품과 인테리어 관계 기사 

를 전시 또는 지상에 발표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인테리 

어 디자인의 동인들이 그룹 운동올 시작 

하였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 운동은 

인테리어 관계 단체의 태동 이후 본격적 

으로 시작된 셈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운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60년대에 와서도 인테리 

어 디자인의 참다운 의의가 정립되어 있 

지 않았다. 디자이 너 자신들의 경우도개 

인적인 인테리어관（觀）을 가지고 산발적 

으로 활동하고 성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반 인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인테 리 어 디자인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 

업 사회화된 현대에 와서 뚜렷한전문 분 

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과중한 업무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이 에 

너지의 축적과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참다운 의미의 생활 공간을 희구하고 있 

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인테리어 디자인 

의 의미를 바로 찾고 디자이너들의 권익 

옹호와 디자이 너 사회의 질서를 잡고 결 

속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모은 조 성 렬 

• 손 석진 • 문 신규 • 김 원석 둥 4 명은 

1978년 3월 25일 '한국 인테 리어 디자이 

너 협회 발기인회'를 만들고 협회 창립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모임을 가져왔다. 이 

로부터 16개월 후인 1979년 7 월 28일에 

는 39명의 창립 동인으로 '한국 인테 리어 

디자이 너 협회（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가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 

에는 조 성 렬, 부회장에는 손 석 진•김 원 

씨가 창립 회 기의 회장단으로선출되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 

운동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립 회기의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협 

회 조직의 완성과 협회의 신장 및 사무국 

의 기능 발휘 둥을 들 수 있다• 창립 당시 

39명이었던 회원이 협회의 기반구축과회 

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 현재 

는 214명으로 늘어났으며, 협회의 기금도 

4 천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인테리어스 

1979」의 출판은 회원 작품집 발간의 시작 

이며, 이는 매년 지속시킬 계획이다.

1980년의 정 기 총회에는 회원 작품전과 

학술 강연회 및 슬라이드 감상회를 개최 

하였다.

사업 실적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기년 서울 저동에 세워진 파인 힐 본점 

（조 성렬 설계）

j

 

」

L「

D Apple Sa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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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동의 한가한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찻집 애플싸롱'은 1960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조 성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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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통합과 윤리 강령의 채택이다.

협회 통합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한국 

내의 인테리어 디자인 관계 단체는 어떠 

한 경우에도 하나로 운영되어야한다는소 

망 아래 KSID와 KID측과의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통합 합의에 이르게，된 것 

이다.

윤리 강령은 회원 상호간의 존경과 우 

의를 다지 기 위해 회원이 지켜야 할윤리 

에 관한 서약이며, 윤리 위원회의 운영 규 

칙인 윤리 규정은 희원의 권익을 옹호하 

기 위해 징계와 처벌올 할 수 있도록 제 

정한 규정이다.

조명은 분위기를 낳는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과제

''인간이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것 

은 인간 환경을 창조하는 모든 분야의 근 

원적 과제이다. 인간을 위한 인간적 인 생 

활 공간의 창조는 현대 건축의 과제이다. 

현대 건축은 그것을 충실하고 보다 효율 

적인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 건축 설비와 

인테 리어 디자인 등 천문 분야의 세분화 

와 그들과의 협동이 불가피해진 것 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인간 생활 환경을 보 

다 쾌적한 것으로 창조하는 것을 근본 과 

제로 하고 있다.

인테 리어 디자인은 문화 공간의 창조와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문화 창 

달에 기여하며, 현대 인의 생활방식을분 

석 • 개선해 가는 일을 통해 인간이 능률 

적이고 안락한 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 

다.

우리 나라 인테리어 디자인의 당면 과 

제는 인테 리어 디자인의 운동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여 러 가지 가 있으나 두 가지 측 

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테 

리어 디자인 자체의 과제이고, 다른 하나 

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영위하는클라이언 

트 （ client : 개 인 • 국가 사회） 의 문제다. 인 

테리어 디자인의 발전은 어떤 특정한 개 

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위에서 말한 전 

후 관계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인테 리 어 디자인 자체 의 과제로는그것 

을 이끌어 가는 디자이너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자질 향 

상, 디자이너 사회의 윤리와 질서, 디자 

이너 양성올 위한 교육, 계승되어야할전 

통 문화와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의 문제,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체계화작업 둥 

이 그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혜택을 누리는 인간 

과 그가 속해 있는 국가 • 사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인테리어 디자인의 인식과 

생활 공간에의 도입이 필연적이라는생각 

이 일반화되어야 하며, 인테리어 디자인 

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 인테리어 산 

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정책의 배려오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 그것은 국가적 인 차원의 과제이다.

한국 인테 리 어 디 자이 너 협회는위에 열 

거한 과제들을 그룹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풀어 가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과제는 산적해 있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 가는 일들을 꾸준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

1967년 명동이 서울의 패션가로 시작될 무렵 새로 단장된 트로아 조 의상실 내부（조 성렬 설계）

텅빈 실내에서 초롱불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명의 비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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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 실태 조사 1

우리 나라 企業體의 産業 디자인 實態

국제적인 경제 불황의 와중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 디자인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제품의 질적 고급화가 절실 

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해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1980년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 기업체의 전반적인 산업 디 

자인 실태를 조사 • 분석했다.

본 조사는 대한 상공 회의소에서 발간한 기업체 연감에 등록 

된 업체 중 산업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700개 업 

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업체 내의 산업 디자인의 인식도, 독립 

부서로서의 조직 유부, 부서의 임무, 산업 디자인 개발의 문제점 

등 기업체 내부의 문제와 디자이너의 의식 구조를 위주로 조사 

하였다. 본지에서는 이 조사 분석이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 

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리이즈로 게재한다 

〔편집실〕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 혁 

명(産業革命)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 초반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 그리고 대 량 생산과 대량 판매에 관련하 

여 정착한 미국의 산업 디자인 둥으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선 

진 제국들의 '산업 디자인 동태'를 일본에서는 제 2차세계 대 

전 종료 후 195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부홍과 무역 확대의 필 

요성에 부응하여 구미 선진 제국의 '노우하-우(know-how)' 를 

직접적으로 배워 가면서 19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산업 디자 

인'에 대한 인식과 개발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산업 디자인의 흐름은 유럽에서 발생되어 미주(美洲)로전달되 

었고, 이를 다시 일본이 받아들여 아시아 지역에서의선구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 디자인 

도 196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해서 공예가 시대를 바탕으로 

한 응용 미술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1965년에 서울 

대학교 부설 공예 디자인 연구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디자 

인 분야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66년 제 1 회 

대한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가 개최되면서 디자인 전공학생 및 

학계와 업계의 디자이너들의 활동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이어 

1970년 정부의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의 결정에 따라 기존 3 개 

단체를 통합한'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설립되어 디자인과 포 

장에 대한 연구 개발과 진홍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디자 

이너의 교량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체 

계적이고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는 첫째 산업 디자인 교육 및 교육 

제도가 마비되어 있고, 둘째, 전통과 인습에 얽매인 산업 디자 

인 개념의 회박, 세째, 방법론의 시행착오 둥으로 산업 디자인 

의 발전이 부진한 상태였다. 특허 세계 선진 제국의 디자인 발 

전 양상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산업 디자인이 비례적으로 발 

전되어 왔다는 점올 감안할 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3 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수행해 오면서도 제품 가치의 생 

명이라 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 분야에 대한 기업 경 영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수출 경쟁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둥장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불확실한 세계 경제 변화와 이들의 영향이 국내 

의 경제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요즈음 탈불황(脱 

不況) 과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제한성으로 개발 도상국간 

의 치 열한 경쟁은 국내 기 업들의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점 

차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국내 일부 대 

기업과 독창적인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기업체 

에서 점차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 

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 디 

자인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1 • 업종별 분류와 디자이너 고용 실태

이번에 조사한 700개 업체는〔표 1〕에서와 같이 총 19개 분 

야로 업종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중 486개 업체가 조사에 응함 

으로써 69. 4%의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이들 486개 업체 중 디 

자이 너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377개사로서 77. 6%의 고용률 

올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조사 대상 업체 선정을 디자이너 고용 

업체에 대해 사전 확인 작업을 실시, 이들을 위주로 조사를 실 

시하였기 때문에 디자이너 고용률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 

문에 대한 통계 산출은 조사 방법 여하에 따른 결과라 할수 있 

다.

2. 상표의 소유권 현황

오늘날 세계적인 제품들은 그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졌으며 어떤 상표를 가진 제품인가에 따라 그 상품의 선호도(選 

好度)가 좌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 

니 (Sony) 가 세 계 3 대 상표 중의 하나로 세 계 여 러 나라에서 즐 

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품 

의 고급화와 더불어 '자국의 독자적인 상표'는 외국의 소비자 

들에게 우리 나라 상품의 이 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 대한 조사 반응으로 우 

리 나라의 수출 상품 중 수출 비중이 큰 상품은 물론 다른 제 

품에 대해서도 그들의 상표 설정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 

다.〔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486개 조사 응답 업체 중 

바이어측의 상표 사용 업체가 101개사로서 21%, 자체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275개사로서 61. 3%, 상표와 무관한 업체가 110 

개사로서 17.3%이며, 이들은 서비스업 • 인쇄 출판업 • 건설업 

• 공공 기관 둥에 소속된 업체들이다.

한편 전체 업종 중에서 자체 상표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60% 이상의 업 종들이 가전 • 전자 제품 제조업, 광학• 시 



계 제조업, 유리 • 도자 제조업, 제약 • 화장품 제조업, 자동차 제 

조업, 식•음료 제조업, 가구 • 주방 기기 제조업 둥이고, 이 중 

제약 • 화장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식•음료 제조업은 독자적 

인 자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가 90%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나 있으며, 그 밖의 업종들은 바이어 상표 사용 업체와 

비숫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각 업종별 상표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제품 개발의 일반적 방법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 나라의 수출 주 

도 산업은 대부분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 그 당시 제품의 생산 과정은 외국의 바이어가 자기들이 원 

하는 디자인과 색상 또는 제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사양서를 제시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똑같은 제품을 생산 

하여 수출하는 방식 인 가공 무역 이 대부분이 었다. 이와 같은제 

품 생산 방법은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되어 우리의 독자적 인 제 

품 개발보다는 외국 디자인의 제품을 모방한다든가 또는 자체 

개발 능력의 결여로 인한 외주 개발(外注開發) 둥의 방법을 이 

용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시장에서의 여건은 이와 같 

이 단순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침투될 수 있을 만큼 안 

일한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의한 제품의 고급화로 국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제품 계획 수립에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표 3〕에 나타난 제품 개발의 일반적 방법을 보면 전체 486 
개 조사 응답 업체 중 외국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 

고 있는 업쳬가 102개사로서 27.1%, 외주(外注)에 의한 개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40개사로서 10.6%, 자체 개발 업 

체가 234개사로서 6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 

라 기업체들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인식이 1977년의 수출 100억 

달러의 달성올 계 기로 산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 위주로 전환되 

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10대 주요 수출 전략 산업 가운데 일부인 

가전 • 전자 제품 제조업과 광학 • 시계 제조업, 유리 •' 도자 제 

조업, 자동차• 조선 제조업, 섬유 • 의복 제조업, 신발•고무제 

조업 둥 6개 업종의 실태를 살펴보면 외국 디자인 사용 업체 

수가 약 51.6%, 외주에 의한 개발 방법 이용 업체가 약 7.6%, 

자체 개발 업체가 약 40.8%로서 이들 주요 전략 산업체에서 

는 자체 개발에 의한 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 

이 오히려 외국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바중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의 이들 업종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우리에게 매우 

회망적임을 감안할 때 이들 업종에 소속된 업체들의 자각이 요 

청되고 있다. 특허 선진 제국에 있어서 노동 임금의 상승과 사 

양화 단계에 접어들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유리 • 도자제품 

제조업과 섬유 • 의복 제조업, 그리고 신발 • 고무 제품 제조업 

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여건이 유리한 전망이므로 보 

다 적극적이며 눙동적인 제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표 1) 업종별 분류 및 디자이너 고용 업체수

업 종 별
표 본

업체수

조사 웅답 업체수 匚짜이너 고용 업체수

업 체 비율 (%) 업 체 비율앙)

1 가전 • 전자제조업 111 67 60.4 49 73.1
2 광학 • 시계제조업 17 13 76.5 4 30.8
3 유리 • 도자제조업 19 18 94.7 17 94.4

4 제약•화장품제조업 69 64 92.8 46 71.9*

5 자동차•조선제조업 9 8 88.9 7 87.5
6 기계 • 금속제조엄 20 19 95 16 84.2
7 식 • 음료 제조업 57 48 84.2 36 75
8 서 비 스 업 117 68 58.1 68 100
9 인쇄 •줄판 업 26 24 92.3 18 75

10 가구•주방기제조업 19 18 94.7 15 83.3
11 문구 류제 조업 15 5 33.3 4 80
12 섬유 • 의복제조업 1 이 85 84.2 56 65.9
13 피혁•혁제품제조업 10 2 20 2 100
14 신발 • 고무제조업 20 9 45 9 100
15 석유 • 화학제조엄 35 7 20 6 87.5
16 건 설 25 13 52 7 53.8
17 종 합 상 사 10 5 50 5 100
18 공 공 기 관 10 5 50 5 100
19 기 타 10 8 80 7 87.5

합 계 700 486 69.4 377 77.6

〔표 2] 업체의 상표 소유권 현황

업 종 별
표 본

업체수

조사 옹답 업체수
상표소 유권

바이어 상표 자체 상표
업체 비율 綜)

업체 비율 (%) 업체 비율 (%)

1 가전•전자제조업 111 67 60.4 23 34.3 44 65.7
2 광학•시계제조업 17 13 76.5 9 69.2 4 30.8
3 유리•도자제조업 19 18 94.7 7 38.9 11 61.1
4 제약•화장품제조엄 69 64 92.8 5 7.8 59 92.2
5 자동차•조선제조업 9 8 88.9 1 12.5 7. 81.5
6 기계•금속제조업 20 19 95 5 26.3 14 73.7
7 식 •음료 제조업 57 48 84.2 4 8.3 44 91.7
8 서 비 스 업 117 68 58.1
9 인쇄 • 즐판 업 26 24 92.3

10 가구•주방기제조업 19 18 94.7 2 11.1 16 88.9
11 문구 류제 조업 15 5 33.3 5 100
12 섬유•의복제조업 1 이 85 84.2 34 40 51 60
13 피혁•혁제품제조업 10 2 20 1 50 1 50
14 신발•고무제조업 20 9 45 4 44.4 5 55.6
15 석유•화학제조업 35 7 20 3 41.6 4 5&4
16 건 설 25 13 52
17 종 합 상 사 10 5 50 5 100
18 공 공 기 관 10 5 50
19 기 타 10 8 80 3 37.5 5 62.5

합 계 700 486 69.4 1 이 21 2乃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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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제품 개발의 일반적 방법

업 종 별
표 본

업체수

조사 웅답 업체수
제품 개발의 일반적 방법

(D와국 디지인사용 (2幽I 의한개발 ⑶ 자체 개발
업체 비율 綜)

업체 비을 (知 업체 비율 (%) 업체 비율 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가전•전자제조업 

광학•시계제조업 

유리•도자제조업 

제약•화장품제조업 

자동차•조선제조업 

기계•금속제조엄 

식 • 음료제조업 

서 비 스 업 

인쇄 • 줄 판 업 

가구•주방기제조업 

문구 류제 조업 

섬유•의복제조업 

피혁•혁제품제조엄 

신발•고무제조업 

석유•화학제조엄 

건 설

종 합 상 사 

공 공 기 관 

기 타

111
17
19
69
9

20
57

117
26
19
15

1 이
10
20
35
25
10
10
10

67
13
18
64

8
19
48
68
24
18
5

85
2
9
7

13
5
5
8

60.4
76.5
94.7
92.8
88.9
95
84.2
58.1
92.3
94.7
33.3
84.2
20
45
20
52
50
50
80

26
10
8
4
4
4
2

8
2

28
1
6
1

1

3

38.8
76.9
44.4
6.3

50
21.1
4.2

44.4
40
32.9
50
66.7 
14.3

20

37.5

10
1

2

3
2

2

10

1
1

2

14.9
7.7

3.1

15.8
4.2

11.1

11.8

11.1
14.3

25

31
2

10
58

4
12
44

8
3

47
1
2
5

4

3

46.3
15.4
55.6
90.6
50
63.1
91.6

44.4
60
55.3
50
22.2
71.4

_80

37.5
합 계 700 486 69.4 108 28.7 34 9.0 234 62.2

4.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비율

우리 나라는 3차에 걸친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 

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한 반면 과학 기술 및 새로운 제품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만 주력하였을 뿐 대부분의 산업 기술을 외 

국 기술의 도입에 의존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 개발 

투자의 대 GNP 비율은 0.5%를 하회하고 있어 2.5〜3.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 공업국에 비하면 현저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표 4〕참조)

〔표 4〕연구 개발(P & D) 후자의 국제 비교

(단위 : 대 GNP 비율, %)

자료 : 한국 개발원 ； 1976,「장기 경제 사회 발전」； 1977 79卬년

한 국 

(1976)
일 본 

(1973)
미 국 

(1972)
영 국 

(1970)
프랑스 

(1971)
서 독 

(1970)

0.5 2.2 3.1 2.8 2.7 2.1

이와 아울러 투자 주체별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70%를 차 

지하여 민간 기업을 대신해서 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주 

도해 왔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은 해외 자원과 외국 기술의 일 

괄 도입에만 크게 의존하여 자체 개발은 극허 부진한상태를 벗 

어 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 과학 기술의 개발로 자체 개 

발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기술 집약적 육성을 통한 제품의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부단한 개발과 혁신이 요청 

되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업체의 투자비 가운데서 디자인 부문 

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차 

지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 전체 기업의 투자비 및 이 

에 대한 인식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업의 디자인 개발 

에 대한 투자 비중올 보면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26 

개사로서 53.7%, 1% 미만이 185개사로서 38.1%, 1~3% 

투자 업체가 30개사로서 6.1%, 4 〜 6% 투자 업체가 10개사 

로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과학 기술 개발 

에 투자되는 비율과 거의 같은 경향올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일부인 유리 - 도자 제 

품 제조업 (61.1%), 기계 • 금속 제조업 (84.2%), 섬유•의복 제 

품 제조업(71. 8%) 둥이 디자인 개발 투자에 매우 인색한 것으 

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아쉬운 실정 이다.

이들은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로서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화 요인으로서도 그중요성이 지대 

하므로 주요 업종에 대해 좀더 자세히 분석 해 보자.

⑴ 가전 • 전자 제품 제조업

총 67개 회수 업체 중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27개사로서 40.3%, 1% 미만이 37개사로서 

55.2%를 차지 함으로써 전체 의 95. 5%에 해 당하는64개사가 디 

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1%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로 나타나 있으며, 1 〜3% 정도의 투 

자 업체는 3 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의 고급화와 국 

제 경쟁 력 강화라는 당면 문제에 직면한 가전 • 전자 제품 업계 

로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컬러 텔레 비젼 수입 규제 조치를 비 

롯하여 영국의 대한 흑백 텔레비젼 수입 규제 조치, 프랑스의 

오디오류에 대한 수입 규제 둥 선진 제국의 직접적인 수입 규 

제로 인하여 이들이 개발 도상국에 베풀었던 '특혜 관세 제도' 

의 축소 및 조정,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상대 관세의 적용 둥 

간접 수입 제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젼♦라디 

오 제품 둥이 미국 • 일본 둥에서는 사양 산업화가 되고 있어 우 

리 나라에서의 상대적인 생산 증가 및 대외 경쟁력의 강화요인 

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업체에서의 과감한 연구 투자비의 확대로 1980년대의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하겠 

다.

(2) 광학 • 시계 제품 제조업

이 업종 역시 가전 • 전자 제품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 집 

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노동 집약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 

으므로 노동 장비율이 낮은 선진국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 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 업종올 수출전략 산 

업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인 자세에 비해 업계의 호응도가 낮아 이 부문에 대한 발 



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조사항목에서 

도 나타나고 있는데, 13개사의 조사 업체 중 디자인 개발을위 

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업체와 1% 미만의 투자 업체 

가 각각 6개사로서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1 〜 3 % 정도 

의 투자 업체는 1 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 수준 

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다양한 제품개발을위 

해서는 연구 개발비의 투자 확대가 하루 속허 이루어져야 하겠 

다.

일본의 경우 이 업종에 대한 연구 개발비로 연간 총매출액의 

5% 정도를 투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업계의 자 

각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3) 유리 • 도자 제품 제조업

조사에 응해 준 18개 업체 가운데 61.1%에 해당하는 11개사 

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7 개사인 38.9%만이 1%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업종이 공 

해 산업인 동시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인해 선진 제국에서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원자재가풍부하고노 

동 생산성과 노동 장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비교 우위의 업종으로 부상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1979년에 정부에서 10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지 정한 정 

부의 육성 정책과 더불어 외화 가득률(현재 90%)을 제고하고 

수출 신장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제 

품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앞서 연구 개발비의 투자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⑷자동차• 조선 제조업

조사 응답 업체 8 개사 중 조서 업체인 2 개사는 디자인 개 

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개사 

가 1% 미만의 투자를 하고, 나머지 2개사가 1~3% 정도 

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경우 6 개사 모두가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총매출액의 4% 정도를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연 

료 절감형 차종과 새로운 패턴의 디자인 연구 및 기술 수준의 

첨단화를 위한 연구 개발비 (기술 포함)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단지 1.5%만을 기술 투자에 할애하고 있어 기술 

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시 정 

하고 신품종의 개발올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 

야 할 것이다.

(5)식 • 음료 제조업

조사 업체 48개사 가운데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 

지 않고 있는 업체와 1% 미만의 투자 업체가 각각 23개사로 

서 47.9%에 해당하며, 1~3 %의 투자 업체는 2개사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몇몇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영세 업자로서 제품 생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이나 새로운 포장 용기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문제에는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과류와 라면류 둥의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1978년에 비 

해 국내 생산 실적은 물론 수출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제품 생산 외의 다른 방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인쇄 • 줄판업

인쇄 • 출판업은 모든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포장과 선전 

에 필수적으로 기여하여 상품의 가치를 제고시켜 국민 경제 발 

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특허 최근에는 급격한 수출 신장 

에 힘입어 상품 기획과 상업적 인쇄 둥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여 내수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서도 경제 발전에 기 

여하는 공헌도가 크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이 부문에 대한 투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24개사 중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6 개사로 25%, 1% 미만인 업체 가 4 개사 

로서 16.6%, 그리고 1 〜 3 %의 투자 업체가 8 개사로서 33.3%, 

4 〜6%의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6개사로서 25 
%인데, 전체 투자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7) 가구 • 주방기 제조업

우리 나라 가구 • 주방기 제조 공업 의 현황은 업체 수의 약 90 

%가 종업원수 20명 이하의 영세 기업이며, 기계 보유 대수도 

1 개 업체당 평균 5 대에 불과한 중소 가구 제조 업체들이다.

조사 웅답 업체 18개사 가운데 15개사인 83.2%가 디자인 개 

발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1% 미만의 투자 업 

체가 1개사(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방면에 진출한 대기 

업체들 중 1〜3%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가 2개사(11.2%)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의 국제 경쟁 력 강화를 위한 품질 고 

급화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 

의 개발과 인간 공학적인 구조의 개발 둥올 위한 투자에 적극 

적 인 성의를 보인다면 1981년도 수출 목표액 3 천만 달러의 달 

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⑻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 의복 제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원사 제조 업체를 제 

외한 제품 제조 업체를 주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조 

사 응답 업체 85개사 중 디자인 개 발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61개사로서 71.8%, 1% 미만의 투자 업체 

가 21개사로서 24.7%, 그리고 1~3 % 정도의 투자 업체가 나 

머지 3개사로서 3.5 %에 해 당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섬유 의복 제조업 

의 수출 실적 이 총 36억 70만 3 천 달러로서 1979년도 우리 나 

라 총수출액 150억 5,500만 달러의 23.9%에 해당하는 매우 중 

요한 수출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제품의 고급화에 따른 디 

자인 • 패션 . 염색 가공 부문의 개발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 시장에서의 상황이 개발 도상국들의 치열 

한 경쟁과 선진 제국의 수입 규제 강화, 시설의 근대화 및 자 

동화 둥의 요인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 경쟁력의 상대적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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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에 대한 부자 비율〔표 5)

업 종 별 표본 업체수

조사 옹답 업체수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1) C % (2) 1 % 미만 (3) 1〜3% (4) 4〜6% 업종별 평균(%)
업 체 비율 (%)

업 체 비율 (%) 업 체 비율 (%) 업 체 비율 (%) 업 체 비율 (%)

1 가전 • 전자제조업 111 67 60.4 27 40.3 37 55.2 3 4.5 0.2
2 광학 • 시계제조업 17 13 76.5 6 46.2 6 46.1 1 7.7 0.2
3 유리 • 도자제조업 19 18 94.7 11 61.1 7 38.9 0.1
4 제약•화장품제조업 69 64 92.8 33 51.6 28 43.8 3 4.7 0.2
5 자동차•조선제조업 9 8 88.9 2 25 4 50 2 25 0.4
6 기계 • 금속제조업 20 19 95 16 84.2 3 15.8 0.05
7 식 •음료 제조업 57 48 84.2 23 47.9 23 47.9 2 4.2 0.2
8 서 비 스 업 117 68 58.1 35 51.4 24 35.3 5 7.4 4 5.9 0.5
9 인쇄 •줄 판 업 26 24 92.3 6 25 4 16.6 8 33.3 6 25 1.4

10 가구•주방기제조업 19 18 94.7 15 83.2 1 5.6 2 11.2 0.1 .
11 문구 류제 조업 15 5 33.3 2 40 2 40 1 20 0.3
12 섬유 • 의복제조업 1 이 85 84.2 61 71.8 21 24.7 3 3.5 0.1
13 피혁•혁제품제조업 10 2 20 2 100 0
14 신발•고무제조업 20 9 45 2 22.2 7 77.8 0.2
15 석유 • 화학제조업 35 7 20 4 57.1 3 42.9 0.1
16 건 설 25 13 52 10 76.9 3 23.1 0.06
17 종 합 상 사 10 5 50 5 100 0.3
18 공 공 기 관 10 5 50 1 20 4 80 0.2
19 7I 타 10 8 80 5 62.5 3 37.5 0.1

합 계 700 486 69.4 261 53.7 185 38.1 30 6.1 10 2.1 0.2

요인으로 둥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문에 대한 업계 

의 냉철한 반성과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9) 신발 • 고무 제품 제조업

조사 응답 업체 9 개사 중 디자인 개발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업 채 가 2 개사로서 22.2%, 그리고 나머 지 77. 8%에 

해 당하는 7 개사가 1% 미 만의 투자를 하고 있어 디자인 개 발 

올 위한 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화계의 경우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양화 업계들이 종전의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의 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그리고 산？발 

류에 있어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유럽 공동체 (EC) 제국 및 미 

국 둥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제품 개발과 이에 따른 디자인 개발로 제품의 고 

급화 및 시장의 다변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패션 • 

디자인 둥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업 전반에 걸친 투자율 현황과 이들 업종이 투 

자하고 있는 평균 비율올 업종별로 살펴보면〔표 5〕와 같다.

따라서 인쇄 • 출판업 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이 

디자인 용역 업무와 백화점의 전시 및 실내 장식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서어비스업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조선 업 

계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기계 금속 제 

조업 이 가장 낮은 비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전체 업종의 평균 투자 비율은 0.2%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비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구 개발비 투자 실태를 살펴 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 

의 상장 기업들의 1979년도 총 연구 개발비는 1조 6 천억 엔 

으로서 전년 대 비 15%가 증가한 상태 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 • 전자 둥 일본의 국제 경쟁 력 이 높은 업종일수록 연구 개 

발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 대한 이 

들의 비중올 보면 소니 (Sony) 가 7%, 전자 계산기 제조 업체인 

후지 쓰 • 후지 사진 • 허 다치 가 6 % 이 며 , 토요타 자동차는 매 출 

액의 3.7%선을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상장 기업들의 매 

출액에 대한 연구 개발비의 평균 비중은 1.64%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기업 723개사의 총 연구 개발비는 238억 

달러로서 이는 일본의 1,170개사의 연구 개발비의 3.3배에 달 

하는 막대한 양이며, 연구 개발비의 비중도 1.9%로서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1980년대의 일본 산 

업의 기술 수준이 미국에 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개 

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목표 달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위 

해서는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다양화를 이룩해야 하며, 이에 앞 

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일본과 미국 둥의 수준까지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과감한 투 

자 인식과 정부의 지도 계몽이 동시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계속

56



• 포장 싙태 조사 1

우리 나라 企業體의 包裝産業實態

가중되어 미국의 경우 포장 산업이 10대 산날이 갈수록 점점오늘날 포장은 범세계적으로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이룩한

인간 생활의 향상과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전체 사업의 구 

조 개편으로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하여 경제 여건에 보 

조를 맞추어 급격한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의 경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으로써 포장의 산업화는 새로운 

포장 자재의 개발, 가공 기술의 진보 및 개선, 포장 기계의 개 

발, 생산 기술의 향상, 마아케팅과 포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이로 인한 유통 분 

야의 혁명을 초래하게 되어 전체 산업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 

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으로까지 부상했으며, 포장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적 

인 개선을 시도, 포장 산업의 중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방환의 일 

환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포장 산업의 중요성 및 전체 산업에 

서의 포장 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른 이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포장 산업의 실태를 조사 •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3 백여 개 포장 제조 업체와 포장 기계 제조 업 

체 및 포장 자재 관련 협회를 주대상으로 했으며, 본지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를 포장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포장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에서도 포장 산업의 중요성은 업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게재한다.〔편집실〕

1. 폰장 산업의 현황

제 4 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있는 한국 경제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彥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수 있 

다. 특허 1960년대 이후、한국 경 제를 이끌어 온 수출드라이브 

（drive） 정책과 고도 성장 위주의 정책은 이러한 전환기적인 경 

제 여건으로 인해 민간 주도형의 안정 위주 정책으로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의 필요 

성은 그 동안의 성장 위주 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1979년의 한 

국 경제 총량 지표（韓國經濟總量指標） 의 일부를 통해서도 개관 

하여 볼 수 있는데, 국민 총생산（GNP）규모는 14조 8,568억 원 

으로서 성장률은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7.1%에 지나지 않으 

며, 이러한 현상은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저성장올 기록했던 

1975년의 GNP 성장률 7.0%와 비숫한 수준이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저성장（低成長） 

을 기록함으로써 수출이 부진하게 되었고, 그 반면 국내적으로 

는 고정 환율에 따른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 

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다. 이 

와 아울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동향마저 국제 석유 수 

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제 통화의 불안정금 

값의 상승 둥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1980년 

대의 고도 경제 성장과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울 통한 수출의 신장 및 생산성과 고 

용 효과가 높은 부문, 그리고 중소 기업 둥에 대한 자금 공급 

의 확대, 국내 생필품 가격 안정과 고용 증대 둥을 위한 다양 

한 정책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미국 • 서독 • 일본 둥 세계 주요 선진국들 역시 국제 경쟁 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출 상품의 가격 인하와 신제품의 개 

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한 제품의 질적 향상 둥을 

위해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售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한 수 

출 상품의 제조 원가 인하나 질적 향상 둥은 이미 한계점에 도 

달했으며, 이제는 수출 상품의 고급화에 수반되는 문제로서 이 

러한 질적 요소 외에 하역 • 수송 • 보관 둥 포장에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합리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올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체 산업에 있어서 대량 유통 체제가 요 

구되고 있으며, 특히 포장 산업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 

르는 유통 과정을 일관하는 매체로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 

라 국민 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간 

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지닌 포장 산업은 우리 나라 경제 

의 고도 성장 추세와 대량 생산 • 대량 유통 체제에 따라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포장 산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8・15해방 이후 우 

리 나라에서는 포장 기술올 연구할 수 있는 단체나 시험 기관 

둥이 전무（全無）한 상태였었다. 따라서 포장 기술과 포장 재료 

의 낙후성 （落後性） 둥은 수출에 있어 서 포장으로 인한 클레 임 

을 발생케 하는 요인으로서 국제적인 신용의 추락을 초래하였 

고, 특허 새로운 시장 정보의 결여 및 전근대적 포장 방법과 

운송 체제로 인한 상품의 하자 발생으로 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는커녕 저질 상품의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 후 1970년대에 접어 들어 본격적 인 합성 수지 원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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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더불어 낙후되었던 포장 재료 개발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또 다른 포장 재료들이 개발 또는 유입됨으로써 포장 산업의 

발전올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성장기를 맞이한 국내 포장산업 

은 기반이 미약한 군소 업체의 난립과 규모•신용•기술 둥의 부 

족으로 인하여 아직도 발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그나마 그 나름대로 포장 산업이 전후（戰後） 짧은 기간 동 

안 성장해 온 것은 첫째, 재료면에서 종래의 재래식 포장 재료 

에서 근대적 포장 재료로 개선됨에 따라 기계화에 의한 양산 

작업 （量産作業） 이 가능토록 전환되어 전반적인 원가 절하를 기 

할 수 있었고, 둘째, 포장 기술과 해외 정보의 신속한 도입 둥 

으로 제품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포장 산업 이 선진국의 대 열에서 그들과 

같은 보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료의 개발 및 새로운 

포장 기술의 보급, 포장 산업의 기계화, 물적 유통의 합리화, 

포장의 표준화에 따른 규격의 통일 둥 제반 문제가 선결되어 

야 할 것이다.

2. 포장 산업의 위치 및 생산 현황

우리 나라의 포장 산업은 1962년 이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2 차 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 

었으며, 특히 수출 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성장 

일로를 걷고 있었으나 1973년부터 불기 시작한 에너지 파동은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전산업이 침체됨과 동시에 포장 산업도 그 

발전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민간 생활Z수준의 향상은 포장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그 전망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1976년도의 구성 비는 포장 산업이 전체 

GNP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7년 역시 GNP의 약 

1.9%인 3,175억 원（〔표 3〕참조）으로 전년 대비（前年対比） 

30. 4%의 신장률을 나타냈고, 1978년에는 GNP의 약 2.0%인 

4,523억 원으로서 전년 대 비 무려 42. 4%의 신장을 기록했다. 

（〔표 4]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국내 산업의 발달로 상품에 대한 포장의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도 수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신장으로 전체 산업에서의 포장 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1979년의 '포장 자재 생산 현황' （〔표 5〕） 을 통해 알 

아 보면 전체 포장 자재 생산액은 총 7,187억 8,089만 3,075원 

으로서 이는 전년 대 비 58. 9%가 증가된 금액이며,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를 기록함으로써 1976년의 1.9%에서 점 

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선진국의 포장 산업 이 그들의 GNP의 2% 전후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포장 산업이 점차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포장 자재 생산량 가운데서 각 품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①지•판지 제품（紙•板紙製品） ： 49.1%, ②합성 수지 

제품 : 23. 7%, ③ 유리 병 제품 : 5. 4%,④ 금속 제품 : 13.6%,⑤ 

셀로판 제품 : 1.1%, ⑥목제품 : 6.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 

며, 이를 각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생산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1） 지•판지 제품（紙•板紙製品）

전체 포장 자재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판지 제 

품의 생산 동향은 1976년 이후 물량면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으 

며, 특히 1979년에는 전년 대 비 31.3%가 증가된 959,433M/T 
의 지•판지 제품이 생산되 었다. 또한 국내 산업 의 신장에 따른 

국내 수요의 팽 창과 수출의 증대, 문화 생활의 향상 둥으로 시 

설 확충이 불가피한 입장에 처해 크라프트지와 판지에 대한 설 

비 투자가 증대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 이후에는 크라프트지 

및 판지 둥 산업 용지 부문의 시설 확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크라프튼지 생산량 및 생산액은 1978년에 불과 1. 1 

%의 신장에 그쳤으나 1979년에는 전년 대비 19.4%가 증가된 

179,736M/T의 생산량에 생산액은 745억 9,000만여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 비 75.7%가 증가된 것 이다. 또한 마닐라지 역 시 

전년 대 비 31. 5%가 증가된 235,292M/T의 생산량에 생산액은 

1979년 7 월의 유가（油價） 59% 인상이라는 사상 유례없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 비 무려 151.3%가 신장된 856억 

6,627만여 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 판지 （一般板紙） 

의 경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1 

%가 신장된 33,792M/T, 생산액은 454.7%가 신장된 110억 

5,4기만여 원에 달했다.

이와 같이 국내 산업의 신장과 수출의 증대에 따른 국민 소 

득 수준과 문화 생활의 향상으로 산업 용지와 문화 용지를 포 

함한 우리 나라 전체 제지 생산 능력은 정부 수립 당시의 15개 

공장에 25,000M/T에서 현재는 140여 개 공장에 2,067만 7,000 

M/T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역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펄프 공업의 부재 （不 

在）에 생산 시설마저 빈약하여 전무한 상태였으나 1972년 이후 

생산 시설의 대형화와 수출 산업으로서의 급속한 성장 국내외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술 및 자본의 축적 둥으로 국제 경쟁력 

이 점차 강화되어 1965년에는 409M/T에 불과했던 수출이 1979 

년에는 5만 2,600M/T으로 14년 사이에 무려 126배가 증가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제지 공업이 취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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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선진국화하기 위해서는 기 

술 축적과 전문 요원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생산 시스템이 전문 요원은 없고 기능공과단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으로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 

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산업의 발달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특수지（特殊 

紙）를 개발함과 동시에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을 고급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지 공업이 다소비형（多消費型） 산업이므로 유 

가 인상（油價引上）이 직접적인 제조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됨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제품의 고급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크라프트지의 경우 

경량화（輕量化）로 자원 절약과 원가 절감올 기하고 적정 규모 

로 시설을 대형화함이 바람직하며, 판지는 냉동 식품과수산물 

및 청과물의 중량 포장（重量包裝）에 대비하여 강화 내수（強化 

耐水） 골판지의 개발 및 식품 • 잉크• 의약품 포장둥의 이용 

증대를 위한 기술의 향상과 생산 시설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 

와 함께 일관 공정상（工程上）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 

여 기존 업체의 합병과 공정의 개선, 즉 컴퓨터 시설에 의한자 

가 발전（自家發展） 제어 시스템, 퍼열（廢熱）의 회수 및 이용, 

최신 기계의 설치 및 제품의 개선 둥으로 현행 에너지 사용량 

의 1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견 기술자 및 기능공을 양성하고 전문 

요원의 배출을 위한 연구소의 설립, 선진국의 기술 도입 및 기 

술 교류 둥으로 항상 새로운 기술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 또는 보완함으로써 지•판 

지 제품의 질적 향상으로 수출의 증대는 물론 제품의 고급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지 공업의 발전을 아울러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⑵ 합성 수지 제품

1979년의 합성 수지 제품의 생산량은 163,542M/T이고 생산 

액은 1,705억 7,800만여 원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25.4%를 차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 실적은 전년 대 비 각각 10.2% 

와 43. 5%가 신장된 수치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합성 수지 제품 중 53.4%를 차지하는 PE는 농 

업용 • 일반 포장용 • 비료 포장용의 필름류가 대종올 이루고 있 

으며, 이 필름류는 앞으로 벼 못자리 엽연초（葉煙草） 재배, 비 

닐 하우스 및 비료 포장용 둥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PS 제품은 1974년 말 원료 수지（樹 

脂）의 국내 생산을 개시로 더욱 많은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우유병류의 수요 증가와 기타 합성 수지 제품의 대치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 나 앞서 설명한 전반적 인 생산 둔화 현상은 1979년 상반 

기의 세계적인 석유 화학 기초 원료 부족에 따른 수입 원료의 

확보난, 내수（内需） •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원료 및 제 

품가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국내 공장의 가동률 저하 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 우리 나라의 석유 화학 공업이 개발 초기부터 내수 위 

주로 출발하여 중화학 공업 의 성장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이룩

〔표 2] 1976년도 포장 산업의 국민 총생산 

대비 및 부문별 구성비

90

80

셀로판 제품 45억 원

목제품 208억 원 

（8.5%）

유리 제품 187억 원 

（7.7%）

금속 제품 357억 원
（14.7%）

70

60

50

40

30

20

10

지 •판지（紙 •板紙） 제품 

1,086억 원
（44.6%）

합성 수지 제품 550억 원 

（22.6%）

〔표 3〕19力년도 포장 산업의 국민 총생산 셀로판 제품 63억 원

하였으나 우리의 석유 화학 공업 구조가 원료 수입에 100% 의

竺阳_____________X
목제품 260억 원
（8.2%）

90 유리 제품 217억 원 

.（6.8%）

80 금속 제품 510억 원 

（16.1%）

70

60

50 • 지 •판지 （紙 •板紙） 제품

1,407억 원
（44.3%）

40

30

20

합성 수지 제품 기9억 원
10 (22.6%)

I、
존해야만 하는 관계로 원유 수입에 지장이 있거나 원유가의 상 

승 둥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79년의 생산량에 비해 생 

산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1979년 7 월의 유가 59% 인상과 이 

에 따른 물량 공급의 부족 둥에서 제조 원가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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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78년도 포장 산업의 국민 총생산 셀로판 제품 67억 원 〔표 5] 1979년도 포장 산업의 국민 총생산 셀로판 제폼 81억 원

따라서 이와 같은 원가 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으로 전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원료의 비 축으로 수급 불균형 （需給不均衡） 을 타개 해 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적정 공급 가격의 유지로 제조 원가의 상승 요 

인을 막아야 한다.

②현재 의 기술적 인 면에서 의 세 계 동향은 1960년대 에 비해 

그 기술 개발이 정제 （整齊）된 상태 이므로 우리 나름대로의 노 

우하우（know-how）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③ 현재의 우리 나라의 석유 화학 기초 원료 및 최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선진 제국에 비해 낮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 

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화학 도출 원료（石油化學導 

出原料）에 대한 염가 공급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④합성 수지 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제품의 재 질 （材質） 

또한 다양하여 재질별 전문화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생 

산 체제의 일원화로 기술의 향상 및 제품의 질적 향상을 이룩 

해야 한다.

⑤최근 세계적인 생산 동향은 필름류 • PVC레자•파이프 둥 

의 산업용 제품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부족한 동시에 시설의 노후 둥으로 

합성 수지 제품의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증설 

및 노후 시설의 개체（改替）를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제품의 질적 향상 및 고급화로 격렬해지고 있는 해외 시 

장에서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⑶ 유리병 제품

유리병 제품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폭발적인 수 

요 증가에 힘 입어 1979년에는 주류병 • 음료수병 • 약병 둥의 

생산이 크게 증가되는 호황을 누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극심 

한 유리병 불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각 업체가 시설을 확충 

하고 정부의 유리병 생산 시설 자금의 다액 （多額） 지원에 힘 입 

어 1979년 말에는 전년 대비 생산 능력이 배가되어 생산 과잉 

상태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급 균형을 이 

룩한 해라고 하겠다. 따라서 1979년의 유리병 제품의 총생산량 

은 375,155M/T으로서 전년 대 비 20.8%의 신장률을 기록했으 

며, 생산액에 있어 서도 전년 대 비 46. 6%가 신장된 390 억 612 
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주류병이 전년 대비 37%로서 가장 많은 신장 

을 보 였고, 음료수병 이 전년 대 비 27.8%로서 다음으로 많은 

신장을 보였으나 약병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기타는 오히려 

—21. 2%라는 감소 현상을 보 였다. 따라서 1979년의 유리 병 업 

계는 주류병과 음료수병이 이들 업계의 경기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工

이와 같이 유리병의 생산 동향은 업계의 호황으로 1976년 이 

후 계속적인 생산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 

업이 영세하고 소규모임올 감안하여 점“차 대기업과 중소 기업 

을 전문화 내지 분업화로 유도하여 시설의 노후, 기술 인력의 

확보, 지나친 과당 경쟁 둥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4） 금속 제품

금속 제품의 생 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4. 5% 인 975만 4,000 

만여 원으로서 전년 대 비 27.8%의 신장룰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석도 철판（錫鍍鐵板）의 경우 작년보다 2.7%가 줄어 

든 80,450M/T의 생산에 그쳤고, 통조림관 역시 전년 대 비 3.1 

% 의 증가에 지 나지 않는 3,573만 4,400개 의 생 산에 그쳐 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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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 포장 분야는 대부분이 경질（硬質） 

캔으로서 약 1,900억 개의 캔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약 25%의 증가 추세를 보여 약 2,350 
억 개의 캔이 유통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용 금속 캔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 용기의 개발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 왔으며, 그 결과 강 

도가 좋고 투과율도 우수하며 열에도 강한 플라스틱 재료가 최 

근 10년 동안에 개발되어 플라스틱 제품 용기로의 대체 포장재 

사용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통조림관의 신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장에 있어서 유연 포장（柔軟包裝）과 용기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미늄박은 여러 금속 박 

（箔） 중에서도 동박（銅箔）이나 석박（錫箔） 둥에서 볼 수 없는 

여러 양호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알루미늄박이 급진적인 발 

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포장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 

차 고조되고 있어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더우기 알루미 

늄의 정련 기술（精鍊技術고卜 알루미늄박의 제조 기술의 진보는 

알루미늄박의 사용도를 가일층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수 

준이 높아짐에 따라 알루미늄박은 각종 과자류에서부터 연초, 

인스턴트 식품, 커피 • 차, 낙농 제품의 버 터 • 치이즈•마아•가电 

그리고 화장품 및 의약품, 사진 필름 포장, 박접합 골판지 상 

자, 병마개 둥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강성용기 （剛性容器）로서는 두꺼 운 박 （箔） 을 프레 

스하여 접시 • 캔형 둥의 형태로 간이 용기를 만들어 즉석 요리 

나 냉동 식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품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방 

습 • 방청 포장용으로서 기계의 부품 둥 가벼운 기구의 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1979년의 알루미늄박 생산에 있어 

서도 전년 대 비 75.9%가 증가된 1L250M/T의 알루미늄박이 

생산되었으며, 또한 생산액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98.7%가 증 

가된 241억 8,750만 원을 기록하여 예년에 비해 월둥히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셀로판 제품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에 처음 생산된 셀로판은 제품의 용 

도가 다양해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 

히 최근 국민 소득의 증대와 보건 기관의 위생 검열 강화 둥의 

요인으로 제과 회사 및 제약 회사 둥의 일부 제품에서 외포장 

용（外包裝用）으로 대체함에 따라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1979년에는 국내 생산 시설의 가동률저하와 내수（内 

需） 부진, 그리고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 둥으로 생 

산량에 있어서는 전년 대 비 6.5% 증가에 그쳤으며 생산액에 

있어서도 원자재 가격 의 앙둥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년 대 비 21 

.4% 증가에 해당하는 81억 4,030만 원을 기록했을 뿐이다.

（6） 목 제 품

높은 강성 （強性）으로 귀중품 • 중량품 및 기 계류의 포장이나 

겉포장 용기로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사용의 효과가 크며 필 

요한 수량에 따라서 용이하게 구입 • 제작할 수 있어 높은 경제 

성올 갖고 있다는 이점 때문에 수출용 포장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목제품은 원자재 주도입국 （主導入國） 의 자원 고갈 및 자 

연 자원 보호 둥으로 점차 원자재 조달의 어 려움을 겪고 있으 

며, 원목가（原木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목재 상자를 사용하 

고 있는 제품의 직접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그 

동안 장거리 수출 포장용으로 애용되었던 목제품이 골판지 상 

자 둥으로 대체됨에 따라 그 생산량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고 수출 상품의 구 

조에 있어서도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목제품의 사용량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화학 공업 제품의 목제품 사용 범위는 기계 요 

소 부품（機械要素部品） 의 수출에서부터 공작 기계 • 원동기 • 섬 

유 기계 • 봉재 기계 • 목공 기계 • 농업용 기계 • 화학 기계 둥의 

일반 기계류와 발전 설비 • 전기 기계 • 통신 기계 둥의 정밀 기 

계류, 그리고 건축용 기자재를 비롯한 플랜트류의 수출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의해 1979 
년도의 생산량은 앞서 언급한 요인 및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 

로 인해 전년 대 비 불과 6.4%의 신장에 그쳤으며, 생산액에 

있어서는 전년 대 비 27. 7%인 466억여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조한 생산 실적은 일시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경기의 회복과 경제 여건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 

게 되면 목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은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 

출 증가와 국내 목제품 사용 상품의 생산 증가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 주요 포장재를 중심으로 한 전체 포장재의 생산 동향을 

종합해 본 결과 전체 포장재의 생산액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58. 9%가 신장된 7,188억 여 원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 • 판지 （紙 

•板紙） 제품의 로울지와 금속 제품의 석도 철판（錫鍍鐵板） 둥 

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 

출 물량의 증가에 따른 양질 （良質）의 포장재 공급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한 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발전이 거듭된다면 포장 산업의 앞 

날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으리라 예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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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講座 3

“…현실이란 그 자체가 여러 결정주의의 배합이며, 자유는 이 여러 결정주의를 극복하 

고 초월하는 데 존재한다. ” （Jacques 日1니, 1964）

디자인 展開過程과 活用方法
Design Methods
J. 크리스토퍼 조운즈

3.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

디자인 이론가들이 쓴 여러 글은 드로 

오잉에 의한 디자인이라는 전통적인 방법 

이 인공 세계의 점증하는 복잡성에 대처 

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점올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사실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과연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나 

으리라는 명백한 단언은 하기 어렵다. 이 

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일반인은 물론 그 

고안자들에 있어서까지 과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의혹을 

남기고 있고, 디자인 방법론에 입 문（入 

門）하는 사람들이 종종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친숙해 

있는 방법 올 채 택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서 

버 린다고 믿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으례 부딪치는 난관은 디자이닝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체계적인 처 

리 과정에 당면하면 바로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부과하는 제약의 측면을 포기해 

버린다는 어려움이다.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는 이러한 난관은 

곧 지금까지 생겨났던 새로운 방법들이라 

는 것 이 현대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지 부분적 인 해 결책밖에는 되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더욱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개발 

해 내기 이전에 전통적인 방법들올 팽개 

쳐 버리는 이유를 좀더 정확하게 간파해 

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디 

자인의 몇 가지 요소는 당연히 배척당해 

마땅하지만, 다른 특징들은 계속 채택되 

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비판적 

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답변해 봄 

으로써 전통적인 방법들이 지닌 유리한 

점과 취약점올 동시에 식별해 낼 수 있으 

리라 믿는다.

1. 전통적인 디자이너들은 복잡성올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극복하는가?

2. 현대 디자인의 문제점은 전통적인 

문제점들보다 어떤 점에서 더 복잡한가?

3. 현대 디자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 데 있어서 개인간의 장애물은 어떠한 

것들인가?

4. 왜 복잡성의 새로운양상들은 전통 

적인 디자인의 범주를 벗어나 존재하는 

가?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동안에 몇 가지 시험적인 답 

변이 추출된다.

〔질 문 1〕전통적인 디자이너들은 복잡 

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극복 

하는가?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주요한 수단인 스 

케 일 드로오잉 （Scale drawing）의 한 가지 

목적은 장인（匠人） 이 접할 수 있었던 것 

보다 폭넓은 '지각 영역'을 디자이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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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스케 일 드로오잉은 장인이 아 

무리 사소한 변화를 시키는 데도 제한을 

받는 반면에 제품을 전체적인 틀로서 마 

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디자이너에 

게 부여해 주었다. 이리하여 스케일 드로 

오잉은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관 

련성을 순식간에 조절 가능한 모델로 간 

주된다. 이 모델이 지각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적 신속성, 그리고 다른 부분 

은 다치지 않고 한 부분만을 그에 관해 

시험적인 여러 가지 결정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둥 이 두 요소가 디자이너로 하여 

금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처리 불가능 

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복잡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만약 디자이너가 열 가지 부분 

을 지닌 제품을 다루고 있고 각 부분이 

디자인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또한 열 

가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디자인 가능 총수효는 100억이 

되어 이 중에서 디자이너는 선택해야만 

하게 된다. 다른 각 부분들과 일치를 이 

루는 10부분의 세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드로오잉을 사용하게 되면, 

그의 과제는 10개의 하早 해결책들 사이 

에서 열 번 선택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취 

해야 할 선택의 전체적 수효는 100억에 

서 100으로 감소된다. 만약 그가 아홉 가 

지의 디자인들을 더 탐구하게 되면（즉, 기 

하학적으로 일치되는 부•분들의 세트）, 그 

는 이제 단지 1천 가지의 가능성을 다루 

는 것에 귀착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무수한 수효의 대체 방법들 중에서 취할 

만한 디자인을 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올 스케 일 드로오잉 이 얼마나 많이 단 

축시키는가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검 

토 영역의 대부분을 무시해도 무방하도 

록 디자이너에게 허용하고, 그리고 디자 

이너의 관심을 취할 만한 디자인이 예견 

되는 작은 부분들에 집중시 킴으로써 스케 

일 드로오잉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 

는 것 이다.

내부적인 것에 대립되는 외부적인 새 

제품의 일치성 문제에 처하여 디자이너가 

드로오잉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올 수 

없고 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력, 그리 

고 작게는 작업의 비판적 양상이라 생각 

되는 추정과 시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에는 어떠한가.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에 

의존한다”는 말은 디자이닝의 한 측면인 

소위 신비적임과 동시에 의심할 여지 없 

는 본질을 잘 밝혀 주지는 못한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 

은 자신들의 행위를 상기 （想起）하거나 남 

들의 행위를 주시함으로써 창조적 사고의 

과정을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로부 

터 배울 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아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에 관한 문 

학 연구는 브로오드벤트（Broadbent: 1966 

a）에 의해 검토된 바 있고, 이것은 폭넓 

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단지 

일어난다고 가정되었지 아무런 명백한 확 

실성에는 도달할 수 없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검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크게 도 

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작가들이 동의하는 세 가지 측 

면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연구에 매 

우 적절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①독창적인 작업올 시도하려는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정보를 수 

집하고 문제점의 사소한 측면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다소 무익하게 일하 

며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심을 부여하 

는 긴 기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성 

찰기 （incubation） * 라 불리 는 것 이다.

②어려운 문제의 해결, 독창적인 아이 

디어의 발생 이 종종 불현듯이 튀어나오며 

（통찰력 의 비약-the leap of insight） 문 

제점이 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라마 

틱한 변화의 형 태를 취하게 된다（ '세트' 

의 변화-a change of 'set'）. 이러한 변 

화에서 나오는 효과가 종종 복잡해진 문 

제점을 아주 단순한 문제로 바꾸어 준다.

③독창성 에 반하는 적은 바로 정 신적 

경직성 （Broadbent:1966b）과 희망적 생각 

이다. 한 사람이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외부 

적 현실을 지각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점 

은 더욱 두드러진다.

창조적인 사고에 대한 이러한 결론들과 

드로오잉의 효과에 대해 앞서 지적한 내 

용으로부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주요한 원칙은 이 문제들을 단순한 

것으로 변화시키 는 것 이 라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이러한 재작성 또는 재조직화 

는 어려운 양상들을 노출시키는 패턴（이 

경우에 있어서는 드로오잉 또는 디자인 

에 관한 정신적 인 그림）의 사용에 의존하 

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 패턴의 난점을 

극복하고 모순을 해 결하기 위해 변화시키 

는 일은 다시 두 가지의 일에 의존하게 

된다.. 첫째는 디자인에 있어서 주요한 변 

화에 처한 문제 상황의 감수성에 대한 광 

범위하고 즉각적인 지식 이며, 둘째로는 관 

습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개 

인적이고 사희적인 제약 요소로부터의 탈 

피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문제를 변 

화시키 기 위해 한 사람이 취하게 될 방 

향과 반대로 그가 무시해 버 릴 방향은 도 

덕성과 가치의 문제에 관해 그가 지니고 

있는 견해에 상호 밀접한 연관올 맺고 있 

다는 결론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한 것으로 축소시킬 수 있 

는 인간 능력은 관련된 외부적인 사항에 

관한 개인적 의식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며, 무엇 이 아 

름답고 무엇이 추하며, 무엇이 재미나고 

무엇이 지루한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이란 것을 알게 된다. 디자인에 있어 

서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들이 때로는 감 

정적이고 얼핏 보기에 명백히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하겠다.

드로오잉에 의한 디자인의 방법과 모든 

창조적 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복잡성올 다루는 전통적 

인 방법이 모든 시기에 있어 단지 전체라

꼭지점을 재정리함으로써 왼쪽의 복잡한 망상 조직 패턴 

이 오른쪽의 단순한 패턴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여태껏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남았던 것을 해결해 주는 '세트의 

변화，에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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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 개념에 의존하여 작용한다는 점 

올 이해할 수 있다. 스케 일 드로오잉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디자인 

각 부분의 틀과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상상 불가능한 무수한 수 

효의 결정이 되고 말 것을 엄청나게 축소 

시켜 주는 수단이다. 존재하고 있는 디자 

인의 새롭고 바람직한 변형을 생산해 내 

는 데 이 단순화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디자이너는 드로오잉 개념을 제 2 
의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두 번째 개 

념은 첫번째와 극도로 다르고 시초에 지 

녔던 난점의 근원을 제거시켜 줄수 있다 

고 예측되는 것이다. 경험과 성찰기의 기 

간은 이러하 변화에 앞서는 것으로 뇌（腦） 

로 하여금 개념상의 주요한 변화에 처한 

디자인 상황에 관한 감수성과 반응의 정 

확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 

리 하여 우리는 전통적 인 디자인 방법 에 있 

어서 디자이닝의 복잡성이 디자인이 적절 

하다고 여 겨지는 상황과 디자인의 구성 요 

소간의 관련성 모두를 탐구하는신속한 수 

단으로서의 시험적인 해결책을 사용함으 

로써 처리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된 

다.

〔질문 2] 현대 디자인의 문제점은 전 

통적인 문제점들보다 어떤 점에서 더 복 

잡한가?

디자이닝과 설계에 있어 좀더 나은 방 

법을 필요로 하게 된 가장 두드러진 신호 

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인공물의 사용으 

로 말미암아 생긴 무수한 미해결 문제점 

들이 산업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리라. 가령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 

교통 사고, 항공 교통 체증, 항공기 소음, 

도시 공해, 그리고 &료, 대중 교육, 범 

죄 수사와 같은 업무의 만성적 인 결핍 둥 

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러한 것들은자연 

이 스스로 부여하거나 하느님의 창조에 

본원적으로 깃든 사고라고 여길 필요는 없 

는 것이며, 그 대신 디자이닝한제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 비 

하는 디자인을 하는 데 인간들이 저지른 

실패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견 

해를 취하다 보면 디자이너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반대로 다른사람 

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보 

이므로 이 견해를 부정하려 들기 마련이 

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제야말로 디자인 

에 관여한 디자이너들의 실패와한계로 인 

해 손실올 보고 있는 사람이 나서 행동할

（그림 3 - 1 J

제품 자체는 물론 체계의 설계 （즉,제품 

들간의 관련성）를 포함한 디자인 과정의 

확장에 관해 좀더 면밀히 살펴본 결과,우 

리는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으로 관여했던 

일의 서열상에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요 

소를 부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

만약 디자이닝을 좀더 확장시켜서 체계간 

의 관련성에 관계하는 사용자 행위의 정 

치적 • 사회적 양상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커 뮤니 티 （community） 라고 부를 수 있 는 

네 번째 요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그 

림 3 - 1〕에서 알 수 있다.

이 서열의 체계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디자이닝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다. 이 차원은 현재 전통적 인 디자이 닝의 

영역 너머에 있으며, 또한효율적인 커뮤 

니티 행위의 차원 아래에 존재한다. 교통 

체증이 랄지 저 렴한 비용의 주거지 부족 같 

은 혼란이 커뮤니티 행위가 중앙 정부에 

서 나오건 지역 자치 행정부에서 나오는 

것이건 아니면 이 혼란으로 교통을 겪는 

국민들의 항의에서 나오는 것이건 이 커 

유니티 행위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조짐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그림 3-1〕 

서열상의 발전된 체계가 혼동을 배가시키 

기보다는 조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과정의 융통성과 예 

측성에다 정치적 행위와 조직적인 설계라 

는 권위를 결합시킬 필요성이 명백히 드 

러난다. 이 말은 곧〔그림 3-1] 에서 

나무의 한 줄기의 길이를 따라 수직적'인 

양식으로 디자이 닝을 함으로써 네 개의 각 

차원에서 각 디자인 결정이 지니는 효과 

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 

미 가 될 수도 있다. 리디자인 （redesign） 
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열상의 요소 수 

효를 둘에서 넷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은곧 

디자인의 복잡성을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디자인 과 

정의 이러한 확장은 적어도 공예에서 드 

로오잉에 의한 디자인으로의 확장만큼 폭 

넓은 것이다（최저 수준 요소로부터 두 개 

의 최저 수준 요소로의 변화）. 이러한 변 

화（Buckminster Fuller는 "포괄적 디자이 

닝 - comprehensive designing”이라 불렀음） 

는 산업 사회의 정상에서 저변까지 전체 

적 제작을 계속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힘 

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가 

져오리 라는 것은 필연적 이다. 시초에는 폭 

넓은 스케일 체계가 없었고 나중에는 이 

체계들의 통제 불가능한 확장이 빚은 마 

비 상태로 인해 생겼던 중앙 부분에서의 

안정성 이라는 오랜 옛날부터의 주장이 없 

이는 확실성이나 안정성의 측면은 거의 남 

아 있지 않다. 이러한 새로운 융통성에 

있어서 가장 그럴 듯한 변화의 억 제자이 

자 계속성의 원천은 철기류가 지닌 물리 

적 인 제약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별적으 

로 지 닌 사고와 가치와 견해와 신념 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공예학적 선 

택의 문제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 인 신념 

에 입각하거나 그것을 배제한 정치적인 수 

단에 의해 점점 더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기에 이른다. 그렇지 않다 

면 자동 교통 시스템의 디자이 닝（민간 차 

량을 대체하기 위해）이나 교육 텔레비젼 

방송의 설계 （중 • 고둥 학교와 대학올 대 

체하기 위해） 둥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중 

앙의 통제간에 놓여야 하는 균형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까 ? 필요하면서도 아직은 접근불가능한 

이 확장된 디자인 과정은 확실히 정치 • 

도덕 • 종교의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포괄 

하고 알려 주어야 한다. 자동 운송 시스 

템이나 교육 텔레비젼 방송의 서로 다른 

여 러 종류들간에 어떠한 차이가 과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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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자 • 마르크스주의자 •카톨릭, 그리 

고 아마도 불교나 다른 주의 (主義) 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더 보편 

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 폭넓은스케일 체 

계상의 조화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요구 

에 부응하여 나타나기 라도 한다는 말인가?

미래의 디자이너들이 결정력이 약한출 

발점을 찾아 내려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의 임무는 전 

통적인 사고들이 지닌 물리적이고 조직적 

인 토대들을 배척하는 반면에 새 로운 아 

이디어에 주안점을 두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디자이닝을 기존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넌 

센스다. 접근 가능한 용이성의 변화하는 

패턴에 부응하여 새로운 필요성은 불어나 

고 전통적인 필요성은 쇠퇴한다. 이제는 

디자인하는 것이 인공적 세계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든싫 

든 디자인의 발전 과정이 결정해 주는 사 

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불안정성이라는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기획되었고 또한 미래에 도래할공 

예학적 변화의 영향 아래 아마도 사용하 

기에 가장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른다.새로 

운 기술적 가능성이 접근 가능하게 되 었 

올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할 것인 

가에 대해 기존의 필요성의 탐구가 필연 

적으로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합리적인 견해는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헨리 포드 (Henry Ford) 사에 있 

어서 1914년 이전의 개인 차량에 대한 요 

구에 관한 시장 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 

며, 지금 현재 교통 체증 문제를 해 결하 

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 

자동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존요구의 측 

정은 어떤 소용이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안정성이 가 

까운 과거에 무엇이 가능했던가 하는 토 

대에서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가능 

할 것인가 하는 토대에서 사회적으로 기 

획상 실천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 기 이전 

에는 현재의 안정성올 신봉하지 않을 것 

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파악된새로운 아 

이디어는 곧 존재하는 기존의 것에 현재 

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 왔던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 

며, 반면에 중요한 것은 사물이 현재 놓 

여 있는 방법과 사물이 재조직될 수 있는 

여 러 다른 각 방법 사이의 구분점을 미래 

의 사람들이 통찰하는 과정에서 겪을 용

시스탬의 복잡성----------- ►

이성과 난이성을 식별해 내는 일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디자이닝의 현실에 

관해 극히 포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제 다 

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디자이너들 

이 지니지 않았던 많은 유형 의 복잡성들 

을 다시 발견해 낼 수 있다.

외부적인 복합성

1. 지엽적인 디자인 문제를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안과 개 발을위한 공예 

학적 대체，또는 옛날 공예학에 있어서의 

계획적 탐구. 가령 예를 들면극도로 비 

용을 줄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 

용구에 플라스틱을 새로이 개발하여 적용 

한 점.

2. 새로운 개발의 '부작용'을 충분히 

빨리 예측하여 제품 디자이닝과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일. 가령 미 

국에서 초음속 수송기를 개발할 당시 주 

요한 결정을 취하기 이전에 수송기가 내 

는 굉음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을 조사하 

는 것.

3. 상호 작용하는 제품들간의 '양립 

성'올 보장하기 위해 국내나 기업간 또는 

국제 적 인 '표준' 에 일치 시 키 도록 하는 일. 

가령 대륙간의 표준 컬러 텔레 비젼, 전기 

플러그나 소켓, 산업화된 빌딩 부속품들, 

자동차 안전 장치, CIP (Corporate Iden

tity Programmes) 둥둥.

4. 한 사람이 두 시스템에 동시에 작 

용하므로 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간에 

일어나기 쉬운 '인간적 중복 사항의 감수 

성'. 가령 그 표면의 미세한 돌출부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찢고 따라서 판매가 불 

가능하게 되는 플라스틱 의자를 리디자인 

하고 개조시키는 일. 의자디자이너들과 

스타킹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제품이 정밀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만약 의자의 사용자와 나일론 

의 착용자가 동일인에게 나타난다면 어 떻 

게 할 것인가? 한 분야의 디자인이 부딪 

치기 쉬운 이러한 중복의 수효는 막대하 

다.

5. 새로이 부각되는 시스템이 재조직 

되지 않는 한 제품간의 주요한 비양립성 

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과 여러 기능을 

달리 배합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극도 

로 변형된' 제품. 가령 교통 통제의 기능 

이 도로 고정 배치물이나 운전자에게서 

자동 통제 시스템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교통 체증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 •

내부적인 복잡성

1. 만약 새로운 디자인이 스케 일 상의 

경제성을 성취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요구 

되는 투자액은 점차 불어난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항공기 나 새로운 자동차, 자동 통 

제 시스템 또는 사전에 제작되는 빌딩 계 

획표 둥의 설계와 설비에 드는 점증하는 

비용. 이러한 변화는 매번의 디자인이 모 

두 '처음부터 정확해야 한다는 정도로 

강조되고, 더구나 시행착오라는 것은 입 

에 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디자인상의 실 

수가 지니는 약점을 강화시킨다.

2. '외형적인 자로에서 얻은 정보를 

기존의 디자인 상황에 '적용，했다가는 옛 

날의 디자이 너들이 이루었던부분간의 내 

부적 일치성을 망그뜨리게 되고 만다는 

난점. 가령 실제적인 제품 생산 기술자는 

주조 형태와 주조 속도간에 미묘한 균형 

을 이루는 반면에 구조 공학적 전문가가 

플라스틱 주조의 견고성에 관해 하는 조 

언이 생산 기술자의 그러한 균형을 깨뜨 

리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3. 새로운 필요성, 새로운 재료, 새로 

운 공예 기술 또는 새로운 아아디어들이 

쇄도하여 계속적으로 다양한 결정간의 관 

련성의 패턴을 깨뜨리는 경우, 그에 따르 

는 합리적인 후속(後續) 결정을 발견해 

낼 수가 없다는 극도의 난점. 가령 교육 

텔레 비 젼의 개발이나토론의 광대함이 강 

의하는 사람과 청중들의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 키고 있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순 

환올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계단 강의 

실의 디자인에 후속적으로 계속되는 여 러 

단계의 결정올 조절할 수있는방법 이 있 

올까?

이것이 그 전부가 아니며, 그 안에는 

어떤 항목들간의 중복 사항이 명백히 존 

재한다. 그러나 새로이 나타난 디자이닝 

의 복잡성이 드로오잉 판이나 단독 디자 

이너의 마음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 

질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디자인 결정 

과정에 심지어는 디자이너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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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급화의 중요성

우리 나라에서「소비자에게 좋은 제품 

올」이라는 슬로우건 아래 산업 디자이너 

들이 생산에 참여한 지도 어언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는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불황 

의 여파로 국내 경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 

여 있다.

또 산업 •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짐작하겠지만 그 큰 원인의 

하나로는 한국 상품의 해외 수출 부진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기존 자원 

이 없고 많은 생산 자재와 생산 기계를 수 

입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선 해 

외 수출이 갖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하겠 

다.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 부진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 본다면 해외 시장에서 타국 

상품과의 경쟁 력 （競爭力） 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려면 먼저 생산 기술의 향상을 통 

한 우리 상품의 질적 향상 및 고급화의 필 

요성이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방법의 하 

나로 부득이 산업 디자이너들의 역할올 

들지 않올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입장은 

제품의 외형이나.상품 계열이 유사하고 

그 질이 우위에 있는 선진국 상품과 동둥 

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것은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독자적인 '디자인'은디자이너들 

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올 

맡은 경영인이나 엔지니어 그리고 디자이 

너간의 긴밀한 협동 작업과 정부 단체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기업 

이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의 중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영자 위주의 많 

은 제품이 개발되어 양산되고 이 제품올 

가지고소비자에게 강요하고있는실정이 

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시점에서라도 산 

업체 • 학계 ♦ 정부가 합심하여 제품의 고 

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提言）하고 

자 한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 나라는 수출 상 

품 개발에 있어서 자사（自社）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 20%, 바이어의 요 

구에 의한 디자인 개발이 50%, 외국 디 

자인을 그대로 인용하는 기업이 9%로나 

타났는데 이는 수출 기업의 60% 이상이 

자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한국 무역 협회 조사에 의 

함）

그러 나 1970년대 시초부터 국내의 일부 기 

업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에 노력올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공 

업 제품 생산 업체 중에서도 특히 가전 업 

체 （家電業體） 가 선두적 역할로 많은 제품 

의 디자인 개발에 힘써 온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가전 업체가 선두적 역할로 디 

자인 개발에 힘써 온 연유도수출 시장에 

서의 수출 증대를 꾀하려면 잘 팔리는 제 

품을 모방이라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외 

국의 제품 중 수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그와 유사한 제품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급급하였던 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러한 여러 요인들이 국내 기 업주들로 

하여금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 

도록 하는 계 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점 

차 디자인의 인식도가 증대될 즈음 수출 

의 급속한 신장과 더불어 1970년대 중반 

부터 국내 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국내 시 

장에 서 도 경 기（景氣） 의 이상 과열로모든 

산업 체와 사회 가 한껏 홍분된상황에서 만 

들기만 하면 갈린다는 결과를 낳기 시작 

하였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 

자인의 중요성올 확고허 갖지도 못한 상 

태에서 제품의 고급화, 기술 축적, 신제 

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 제품의 모방 （copy） 
이라도 해서 빨리 시장에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였으며, 성수기 （盛需 

期）만 되면 국내 시장에 제품이 없어서 갈 

지 못한다는 불행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생산에만 가일충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물론 신제품 개발은 신경쓸 겨를도 없었 

던 것이다.

그 결과 외형상의 비 대 얘巴大）에 만 충실 

하게 되는 불균형을 낳게 되었고 곧 풍요 

로운 사회 가 다가오리 라는 환상적 인 꿈에 

부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 현상 

의 결과도 잠시뿐 1970년대 말에 불어 닥 

친 경제의 불황기에 접어 들면서 몇몇 급 

성장하던 기 업들이 전락 （轉落）하기 시 작 

하였고, 시장에서도 만들기만 하면잘 팔 

리 던 물건들이 점차 팔리지 않고 재고（在 

庫）로 쌓이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런 현상은 잘 팔린다고 하여 제 품의 

고급화보다는 양산에만 치중된 즉, 생산 

에만 모든 경쟁력을 소비했던 시대의 유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그 

들의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 인가를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어 

비스의 기능보다도 주로 가격을 비교하였 

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가격으 

로부터 기능의 분석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 

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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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접할 수 있고 또 필요 불가결한 주방 

제품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제품의 고 

급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품의 세트화 （set 
化）를 시도하기 위해 기구에 따라어쩔수 

없는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제품들 

을 색상 조절 （Color Coordination） 정 

책에 의해 세트화된 상태로 끌어 들여 제 

품의 고급화를 시도하여 구매자들로 하여 

금 디자인 선택에 의한 구매 의욕을 충족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주방 제품의 현황은 어떠 

한가 ? 우리 의 제 품들은 아직도세트화 개 

념을 정립할 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로 그때 그때 제품 개발 시점의 상황의 변 

동에 따라 색상 선정을 하는 실정 이 다. 따 

라서 각 제품의 형태는 물론 색상까지도 

각각 달라 같은 회사의 제품도 서로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 속에서 국내 선발 기업인 금성 

사 디자인실에서 관련부서를 설득시켜 가 

며 부분적 인 세트화 작업 （색상에 의한） 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고 

급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 

리 모두에게 퍽 고무적인 현상인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 나라 산업 디자 

인의 일면과 제품 고급화의 중요성을 개 

괄하여 알아 보았다.

제품 고급화에 대한 제언

이제 제품 고급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디자이너들만의 노력보다는 

학계• 산업계 • 정부• 디자이너가 일치된 

상황에서만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 

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 제언（提言）해 보 

고자 한다.

I. 학교 교육에 대한 제언

우리 나라의 산업 디자인 교육의 문제 

점은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교과목과 교수 방법에 따라 교육되고 있 

다고 보겠다. 이 땅에 산업 디자인 교육 

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종 

합 과학으로 다루어 져 야 할 산업 디자인 교 

육에 대한 교육 기관이 미술 대학에만 국 

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자칫 잘못 

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극히 애매한 감성 

과 불명확한 느낌 （feeling） 에 의한 교육으 

로 흐르기 쉽고, 산업 디자인 교육의 양 

면성 중에서 물리적 • 객관적 •이론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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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거의 무시된 채 교육자의 미적 조형 

감각（美的造形感覺）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미적 조형 감각은주 

변 환경의 문화에 따라 서서히 이루어지 

므로 단기간의 교육 훈련에 의해서 이루 

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산업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거의 미술 대학 출신 

이라는 데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서 강 

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위해 현재의 

교육 방법 외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 

실에 바탕을 둔 방법과의 병행이 절대 필 

요하다. 즉, 종합 학문으로서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과 함께 전인 

격적（全人格的）인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산업 디자인 교과 과정의 

내용이 크게 정보 조형 전달에 관한 의미 

의 확대라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 

분히 순수 미술적인 입장에서의 미술 응 

용에 의한 정보와 전달의 개념이 미흡한 

교육으로 형식과 결과에 치우쳐 행해지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또한 작가 의 

식만의 강조와 이에 연유하는 사고와 행 

동 전개의 비논리적（非論理的）인 방법에 

서 탈피해야 되겠다.

산업계에 대한 제언

기업주들은 무형의 투자에서 소극적 인 

자세로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탈바꿈하여 

야 한다.

디자이너가 제품 생산에 도입（導入）하 

는 많은 요소들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 

형의 것들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판매 증가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기업이 제품의 미묘한 모습과 저 렴한 가 

격의 기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조화 있 

게 결합해야만 하는 상황은 조만간 종말 

을 고할 것이다.

기업이 경쟁에 뒤지지 않기위해서는구 

매자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돕고 그들 

이 기꺼이 디자인을 평가하도록 만드는 

소비자의 가치에 부응해야만 한다. 그러 

기 위하여서는 제품의 고급화라는 대명제 

가 필수적인 것이다. 현대 기업의 성장은 

수출 산업에 있고 수출 산업 경쟁의 성패 

는 제품 디자인 경쟁임을 기업인들은 알 

아야 하며, 기업주들은 디자인 채택을 모 

험이라고 하는 반신반의 （半信半疑） 의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외국 제품
내셔널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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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자인을 흉내내는 잔재주와 고질적인 

악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의 연 

구 개발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할 것이 

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수출상품에만신 

경올 써서 외국 제품의 모방을 적지 않게 

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시장에 출하（出荷） 

될 제품까지도 기존 외국 제품과 같아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1980년 5 월 우리 나라 

가 가입하게 된 파리 협약（파리 협약의 

명칭은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 

으］1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에 

특허（特許）, 발명（發明）, 실용신안（實用 

新案）, 의장（意匠）, 상표（商標）, 서어비 

스 마크, 상호（商號）,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둥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많은 자금과 인력 투 

자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디자 

이너의 확보는 물론 디자이너를 활용하고 

디자이 너 의 자질을 향상시 켜 나가야 될 것 

이다.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생산에의 참 

여에서 벗어나 경영권에도참여 기회를주 

어야 하며, 해외 연수 및 견학올 시킴으로 

써 선진국에 못지 않은 디자이너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주의 

인식이 있어야만 산업 디자이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가 할 수 있는 무형의 

것을 평가할 줄 아는 대중들을 위하여 디 

자인을 하게 될 것이 며,또 그렇게 하고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무형의 득'이 저 렴한 가격에 의하여 희 

생되던 시대는 지나고 있으므로 이런 기 

업주의 지원은 디자이너들이 의욕에 찬 디 

자인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 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

우리 나라에서 디자인 중홍을 위해 정 

부 주도에 의한 디자인 관계 단체가 발족 

된 것은 1965년에 기원을 둘 수 있으며, 

1970년 수출 진홍 확대 회의 결정에 따라 

사단 법인 한국 포장 기술 협회, 사단 법 

인 한국 디자인 센터, 재단 법 인 한국 수 

출 포장 센터가 통합되어 동년 5 월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로 설립을 본 이래 지 

금까지 많은 사업을 벌여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의 많은 사업 중 다른 사업은언급하지 않 

더라도 산업 디자인전（구 대한 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에 대해 업체에서 디자인 실 

무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또한 산업 디 

자인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품 

의 고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언해 본다.

산업 디자인전 개최 목적에 수출 상품 

의 고급화를 위한 목적도 있을진대 1966 

년 이래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연 수출 상품의 고급화에 이바지하였는 

가 하는 데는 본인도 회의적인 생각이 든 

다. 그 동안 많은 수상 작품을 내 었 으나 

그 수상 작품들이 실제품으로 양산화된 

것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니 하물 

며 수출 제품의 고급화에 과연 얼마나 이 

바지 하였겠는가.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수상 작품의 대부 

분이 미적 감각에만 치중되었기 때문에 합 

리성 • 경제성 및 양산성의 고려가 둥한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제품의 고급화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산업 

디자인전이 개인적인 능력의 경합장으로 

서의 성격이 된 것 같다.

제품의 고급화라는 대 명제를두고 볼 때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즉,실 

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품에 대한 좋은 

디자인의 선정과 선정된 제품에 대해 행 

정적인 적절한 정책적 배려를모색함으로 

써 산업 디자인에 관한 진행과 일반의 인 

식도를 고취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런 방안이 국가적 인 차원에서 이 

루어질 때 많은 기업의 참여도도 높아지 

고 아울러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본다.

디자이너에 대한 제언

우리 나라에 디자이 너들이 갖고 있는사 

회적 평가가 왜 다른 분야에 비해 뒤져 있 

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 

의 산업 디자이너는 예술성올 갖고 있으 

나 과학성이 없으며 과학적 지식이나 주 

변 학문의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는 다각적인 가치를 높일 수 없어 다른분 

야에 비해 뒤져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표현만 한다고 모든 것이 이 

루어지거나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요,이 

것 이 연관 분야 및 과학 기술의 협조와 통 

합이 없이는 한낱 구상과 모형 그 자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

그것은 학교 교육 과정부터 작가면에 

만 국한되고 정보 교환의 불충분, 디자인 

과정을 이끄는 방법론적 접근이 디자인에 

중요시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한 개방적 사 

고를 갖고 있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 본 

다. 학교 교육부터 스스로 방법을구축해 

나가고 문제 해 결자로서 의 방법론이중시 

되었다면 사회에서도 더욱 인정받는 일선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는 활발한 정보 교환의 피이드 

백 （feedback） 작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지 

식의 감각 상각（減却償却）과 감가상각（減 

價償却）에서 오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을 

이루는 스스로의 재교육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해야 하겠으며, 또한 연관분야에 대 

한 즉, 주변 학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여 표현한 디자인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을 길러야 한다. 설득력이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웅변술만의 문제가 

아니 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전개 

로 경영주로 하여금 디자이너가 제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을 내 

리게끔 충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 

리 좋은 디자인이라 해도 또고급스러운 제 

품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제시한다해도 경 

영주로서는 일단 시장성에 대한불안을 갖 

기 때문에 그 제품의 주변 환경 • 용도 • 

특성 • 시장성 • 수요층 둥둥의 상황에 대 

해 상세 하게 제 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시 말해서 철저한 기초 조사 및 과학적 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이너만이 더 

많은 제품에 디자이너의 역량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에서 끝으로 지금까지 제품의 고급 

화를 위해 제언하였던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학교 교육의 현실성이 필요하고 기 

업주들이 무형의 투자에 과감할 수 있는 

자세 가 요구되 며, 그리고 디자인 관계 기 

관들은 지금까지의 방법 외에 실제 제품 

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선도 방법의 모 

색을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것들이 일치된 힘으로 디자인 진흥 

에 이바지할 때 비로소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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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의 街路照明 디자인

Outdoor lighting in towns

런던 도널드 W. 인솔 회사 사장 도널드 인솔（Donald Insall）

도시의 조명은 그저 눈길을 끄는 전등 

을 골라 어울리는 장소에 배치하는 단순 

한 작업을 넘어서는 일종의 예술인 동시 

에 과학의 한 분야다. 인공 조명 아래 매 

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조명을 적재적소에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 

득이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생 각 

하며 실험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부 

여한다.

조명의 목적은 조명을 하지 않으면 어 

둠 속에 묻혀 있을 물체의 형태를 단순히 

규정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보다 넓 게 생 

각하면, 조명의 목적은 어두워진 후에 모 

든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과 주변 물 

체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보행자이건 차 

를 탄 사람이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도와 주자는 데 있다. 조명의 목적의 일 

부는 우리가 보는 물체의 형태를 묘사하 

고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즐거움을 부 

여하는 것이다. 조명은 분위기와 색채로 

써 밤경치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 

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친다.

조명과 광학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항 

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첫번째 

로 전둥빛은 그 불빛을 보는 사람의 눈에 

반사할 수 있는 가시 표면（可視表面） 위 

에 달아야 비로소 효과를 지니게 된다. 

이 때문에 막대 기 위에 설치한전등은그 

자체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물론 전둥 

의 존재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낼 것이 

다. 그러나 불빛은 벽이건 길이건 건물이 

건 그러한 반사 표면에 닿아야만 비로소 

그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비출 것이 없이 아 

무렇게나 공중에 높이 매달려 있는 황량 

하고 멋없는 전둥들을 종종 보게 된다.

조명 디자인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간의 눈이 지닌 고도의 민감도 

는 밤하늘에 뜬 별의 희미한 빛으로부터 

사막에 쏟아지는 햇빛이나 눈부신 해변의 

모래 사장에서 가물거리는 햇빛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다. 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위해 눈의 조리개는 맨 먼 

저 가장 밝은 광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 

여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수용할 수 있는 

광도의 범위를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고 

나서는 천천히 시신경이 요구되는 범위로 

적응하는 것이다.'

눈에 의해 수용된 광선의 범위가 일단 

정해지면 두뇌에서 명령을 내린다. 모든 

창문 장식가와 사진 작가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눈은 빛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관심이 맨 처음 두어지는 곳은 가 

장 밝은 부분이다. 그러나 그늘（빛의 상 

대적인 부재）이나 그림자（물체에 의해 빛 

으로부터 가려진 부분）는 형태를 묘사하 

는 데 빛 자체만큼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들은 상호 의존적 이고 상호 보완적 이 기 

때문이다. 형체는 빛에 의해서뿐만 아니 

라 어둠에 의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이 두 요인 때문에 조명 디자인은 단순 

히 가장 밝은 가시 광원（可視光源）의 배 

경에 면한 반사 표면의 범위를 조절하고 

제시하는 문제로 여 겨지게 된다. 만약 광 

원 자체가 가려질 수. 있다면, 눈은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밝은 빛의 선택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 

떠한 광원으로부터의 '눈부심'은 우리의 

가시 능력과 그 주변의 보다 예민한 반사 

옥외 조명은 실제적인 효과 이외에 장식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왼쪽 : 스웨덴의 괴테보르그（Goteborg）, 오른쪽 : 스웨덴의 와링턴 （Warr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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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깨닫는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다만 한 줄기의 눈부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빛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감소 

시킬 것이다.

조명에 있어서 주된 기술적 요소는 조 

명의 강도와 색채다. 텅스텐 조명을보면 

색채는 따스한 느낌을 주나 구성에 있어 

서는 좋지 못하다. 그 반면에 현대의 가 

스둥은 파장（波長）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저압 나트륨 

조•명은 오렌지 빛만을 방출하고 녹색 빛은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 나뭇잎과 잔 

디가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 

들이지 못하므로 그 결과 거 의 까만 색으 

로만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전둥들은 경제 

적이고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황량해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광원 자체 

가 대개 크기 마련이고 빛의 강도는 상당 

히 낮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스포트 램 

프나 차의 헤드 램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점의 광원에서 빛줄기가 집중되어 나 

가는 경우에는 가려지지 않고 방향을 주 

의 깊게 조절하기만 하면 더욱더 빛이 나 

고, 한 군데만 지향적으로 빛줄기를 보낸 

다. 그러므로 저광도（低光度）로써 넓은 

광원이 많이 모인 것은 단조롭게 되고 그 

림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반면에 스포트 라이트는 비추는 대상올 

그 구석구석까지 드러내어 보인다. 조명 

기술자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본능적 

으로 의식하고 또한 알고 있을 것이지만, 

이 차이 점 이 만들어 낼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일은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가로 조명은 표면이 잘 조명되어 드러 

나도록 광원을 선택하고 배치해야 되지 

만, 실제로 가로 조명에 관한 원칙들은 

교통 법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어려운 점은 과 

연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 

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길거리가똑같은 

광도로 조명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길거 

리를 따라 점차 광도를 높여 최고도에 이 

르게 한 뒤 다시 점차 줄여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빛이 색채를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어떤 유용한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조명하는 도시는 어떠한 

가? “눈은 빛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전 

둥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물체를 

조명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예를 

들면 어떤 주요한 빌딩들은 한 도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빌딩들의 훌 

륭한 조명은 그 도시의 메시지와 이미지 

에서 볼 때 밤 불빛의 패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만약 이 건물들이 

휘황찬란하게 불올 켰다면, 이 건물의 조 

명의 광도는 다른 가로 조명과 밀접한 관 

련을 갖기 때문에 거리의 조명을 이 빌딩 

들의 조명이 압도해 버리지는 않을 것인 

가?

다음에는 광원 자체의 패턴과그들을 어 

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 

다. 밤에 공중에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둣이 이 문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불 

빛이 이루는 선은 우리에게 도로의 순서 

를 묘사해 주지만, 불빛의 선이 희미한 

길에서는 밝혀 준다기보다는 실제로 혼동 

올 초래한다. 강 속에서 반사되는 불빛의 

나란한 행렬은 다리와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지만 만약 램프들을 옮기고 좌우의 

차도에 대체되어 아무런 리듬이나 배열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효과는 어둠이 

깔린 후 정말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형광 튜우브의 선상 효과는 아주 

두드러지며, 도로의 방향을 가리켜 줄 수 

는 있으나 무질서하고 딱딱한 혼동 상태 

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교통 안전을 위한 거리 조명에 관한 연 

구는 반사와 그림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교통용 조명 설치는 이론적으로 . 불빛 이 

연속적인 램프의 각각과 접근하는 차의 

중간에서 거리 외부로 현저히 드러나도록 

디자인된다. 따라서 운전사가 길을 따라 

차를 몰 때 그의 정면 부분은 반사되는 

불빛의 연속적인 집합소가 될 것이며, 그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나보행인도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것과 시내에서 차량의 헤드 램프 

사용은 어쩔 수 없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왜냐 하면 헤드 램프가 보행인들로 하여금 

차량을 더욱 빨리 발견하게 하고 그에게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반면에 운전사가 반 

사 불빛의 수평적 투사를 통해 검게 그림 

자를 띤 보행 인들을 볼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아이디어 

가 요구된다.

가로둥의 기둥이나 브래킷 （bracket） 조 

명 기구나 기타 다른 조명 장치를 설치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감각적이고 

역사적인 지역에서는 오히 려 분위기를 손 

상시키는 예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금속은 금속 

처 럼, 콘크리이트는 콘크리이트처럼 보이 

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둥은 일종의

적절한 현대 조명 설비는 모든 장소에 알맞게 선택된다. 왼쪽 : 풍요릅고 다양한 유형（스웨덴）, 오른쪽 :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종류（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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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물이다. 협소한 거리에 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벽에 브래킷 

을설치하는것인데, 이것은아주산뜻해 

서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때도 조명 

단위 자체의 디자인 문제에는 주의를 요 

한다. 왜냐 하면 램프가 매달린 벽 쪽으 

로 불빛이 향해 있지 않으면 어둠으로부 

터 불빛이 비치는 눈부신 지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전둥이 벽에 너무 

가깝고 너무 밝으면, 도로 표면이 대조적 

으로 어두울 것이다.

조명 기술자는 적당한 형태를 권장하기 

이전에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동안에 어 

떻게 유지하고 손질을 해야 하는가, 그리 

고 어떤 종류의 스위치 시스템을 선택할 

지 알아야만 한다.

또한 램프가 주간에는 어떤 형태로 보 

일 것인가? 많은 마을과 도시에는 어느 

한 장소의 전통에 고유한 뛰어난 장식 램 

프에 관한 표준이 생 겨났다. 런던의 앰 뱅 

크먼트 (Embankment)를 따라 사용되는 돌 

핀 (dolphin) 표준과 트라갈가르(Trafalgar) 
광장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표준 램프 

가 머리에 떠오른다. 에딘버어 그(Edin

burgh) 의장엄한 광장에 설치된 쌍을 이룬 

램프들은 난간과 계단을 따라갈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나므로 공공 광장과 민간 

용 출입구를 단번에 구별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모든 장소에는 그 곳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며 기쁨이 될 어떤 고 

유한 특징이 있다. 새로운 상류 사회 지 

역의 차량용 램프는 주변의 전체적인 조 

화를 깨뜨리는 일이 허다하다. 차량용 램 

프는 차량에 사용하는 것 이 제일 좋올 것 

이다. 항구는 항구처럼 보여야 하며, 선 

박용 기어는 제자리에 쓰여야 적당하지 

육지에서 사용하면 어리석게 보이기 마련 

이다. 가는 기둥 위에 커다란 플라스틱 

받침 접시를 단 것 같은 램프는 자동차 

도로에는 제격이지만 촌락에는 금물이다. 

색채 또한 문제거리다. 쾌적한 해변과 온 

천장은 그 곳에 맞는 색깔이 있을 것 이 

며, 금속은 검은 바탕에서 가장 잘 보인 

다. 중요한 것은 붓이 페 인트 통에 들어 

가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는 문제이며, 일 

단 붓이 페인트 통에 들어간 뒤에는 이 

미 때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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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조명올 위한 가로등을 벽이나 나뭇가지 부근에 

설치하기도 한다. 영국 노오퍽 (Norfork) 주의 노 

오리지 (Norwich).

昭-図 조명은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②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团 ： 미국 매사추세 

츠 주의 보스턴.

團-團 현대 조명은 장소에 어울리게 설치해야 한 

다. ［引 : 영국 웨일즈(Wales)의 카아디프(Cardiff), 

回 : 영국 노오퍽 주의 노오리지.

⑹ 높은 기둥 조명은 적절한 조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영국의 먼머디셔 주의 

뉴우포트의 인터체인지.

Z 큰 건물이 밀집한 좁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 

할 때는 벽에 매다는 조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 

다. 영국의 노오퍽 주의 노오리지.

아주 구식 의 램프야말로 말썽 이지만 그 

것 또한 제나름대로 이점이 있다.어떤 읍 

에는 아직도 구식 개스 램프가 남아 있어 

서 그것이 바로 그 지방이 지닌 정신의 

일부를 표현해 준다. 그것들을 공연스레 

제거해 버릴 필요는 없다. 또한 다소 불 

확실하나 발달하고 있는 시도가 이들을 

전기화하고 현대화할 수도 있으며, 심지 

어는 이들을 방산 유리로 덮어 쐬울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간에는 랜턴이 보잘 

것없이 보이지만 밤이라는 효과는 철저히 

달라서 밤에는 그것이 훨씬 덜 열둥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전적으로 부적당한 새 

로운 랜턴에 의해 버려지고 정상의 자리를 

빼앗기고 대체된 점잖은 구식 램프 받침 

대는 아마도 아무도 그 이상한 형태와 높 

이에 걸맞게 선택하지 못했던 광원과 더 

불어 더 불행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지 

도 모른다. 또 하나의 실수는 기존하는 

완전히 균형이 잡힌 기존 가로 램프의 세 

트 내에 눈을 어지럽히는 새로운 높은 광 

도의 조명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조명은 진실로 하나의 예술이며, 이것 

을 확실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구 

허 설치하기 이전에 그 효과를 점검하는 

일이다. 우리가 조명을 실제로 설치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조명에 관한 실험은 우 

리를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왜냐 하 

면 임시적인 설치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 

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돈을 낭비하기 전 

에 그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옥외 조명의 설치에서 성공적인 디자인 

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장소의 특성 

에 관한 각별한 인식이 요청된다. 그것은 

접근하는 방법상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자각하고 여 러 가지 다양한 해 결 

책을 실험하고 시도해 보는 의지가 뒤따 

라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에만 전둥을 

위해 발휘되는 이성(理性)을통해 이성의 

불빛이 두루 비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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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Patterns in Korea

韓國의 傳統紋様 36
韓國 佛像彫刻의 紋様要素 1
-光背의 諸形式과 紋様-

林 永 周 

國立中央博物舘學藝研究室

우리 나라 전시 대 （全時代） 의 미술을 살 

펴볼 때 불교의 성쇠 （盛衰）와 더불어 그 

운명을 같이하여 왔다 하겠다. 그 가운데 

불상（佛像）을 비롯하여 각종불교 미술의 

양식은 한국 고대 미술의 전반에 걸쳐 지 

대한 영향을 미 쳤다.

불상에서의 각종 장식 요소 가운데 광 

배 （光背） • 보관（寶冠） • 대좌（臺座） 둥에 

나타나는 양식은 각 시대의 특성이나 시 

대적 변천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형식적 비교는 한국 미술 양식의 변천 

과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우리 나라에 불상 

이 처음 들어온 것은 중국으로부터 고구 

려에 불교가 전달되었던 소수림왕（小獸林 

王） 2년（372년）으로서 당시 전진 （前秦） 

의 중 순도 （順道）가 경문 （經文） 과 함께 

들여왔다는 불상이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때의 불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 

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당시 중국의 

불상의 모습에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삼국 시대의 불 

상에서는 중국의 불상 형식을 많이 찾아 

보게 된다. 삼국 시대의 불상에는 석불 

（石佛） • 금제불（金製佛） •금동불（金銅佛） 

• 판불（板佛） • 목불（木佛） 둥이 있고, 양 

식으로는 입상（立像） • 좌상（坐像） • 반가 

상（半期像） • 의상（倚像） • 삼존상（三尊像） 

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광배의 명칭은 두광（頭光）과 신광 

（身光）으로 나누어 불려진다. 신광은 다 

시 보통 주형 신광（舟形身光）과 원형 신 

광 （圓形身光） 의 두 가지 형 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러한 형식은 총칭 거신 광배 （擧 

身光背）라 부르는 것이며, 두광에 있어서 

도 원형 두광과 보주형 두광（寶珠形頭光） 

으로 구분하여 불려진다.

조형화（造形化）된 광배에는 이 밖에도 

난형 광배 （卵形光背） 와 비 천 광배 （飛天光 

背） 둥이 있다. 모든 광배의 형식은 이상 

과 같은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내부의 조식 문양（彫飾文様）에 따라서 시 

대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주형 광배계의 형식은 I 식 • 口식 • 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I 형식은 

광배 상단의 끝이 첨형（尖形）을 이루고 

하단의 양옆이 날개 모양으로 약간 펼쳐 

진 C형이며, 제n형식은 상단끝이 첨 

형을 이루었으나 하단이 내곡（内曲）된 

C 형, 또한 제in형식은두광부（頭光部） 

에 굴곡을 이루어 （/）형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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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삼국 시대에는 대개 원광 • 보주 형광 • 

주형 신광 제 I 형식 둥이 많이 쓰여졌고 

다시 통일 신라 때에 이르러서는 주형 신 

광 제I형식과 제n형식이 많았는데, 고 

려 시대에 와서는 보주형 • 주형광 둥이 

혼용되어 유행을 보았으나 중국 이래의 

전통 양식에서 많이 벗어나 왜소화하고 

장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광배 형식마저도 

점차 사라져 가고 다만 탱화（幀畫）에서 

파기형（簸箕形; 키의 모양）의 신광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광배에 의장된 각종 

문양 형식은 고대 불상의 양식을 규정하 

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겠다.

광배는 불신（佛身） • 좌대 （座臺）와 함께 

3부작이라 하였으며, 특히 광배는 자비 

광명 （慈悲光明） 의 표현으로 불교 양식 의 

큰 형식을 이루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남월산（南月山） 

조에「火光」이라 하였음은 광배를 말한 

것이며, 여기에서 불신과 함께 광배가 일 

습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배의 내면에 새겨진 문양올 보면 외 

연부（外縁部）에는 방사선문（放射線紋） • 

화염문 （火焰紋） - 운문 • 수엽문 （樹葉紋） • 

연과문（連瓜紋; C자 또는 S자형 둥으로 

이루어진 무늬） 둥이 나타나고 있다. 고 

식 불상 （古式佛像） 에 서 는 방사선문 • 연고 

문 • 화염문 둥이 주축을 이루지만 차차 

운문 형식이 많이 쓰여지고, 다시 후대에 

와서 복합된 문양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광배 안에는 연화문（蓮花紋） • 당 

초문 （唐草紋）•보상화문（寶相華紋） •사판화 

문（四瓣花紋） • 영락문（缨珞紋） • 화불（化 

佛） 보살상（菩薩像） 둥이 장엄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광배의 문양 형식은불상조 

각 양식의 변천을 고찰하는 데 필요 불가 

결한 것으로 중요하다 하겠으나, 현존하 

고 있는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배는 

그 일부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몇몇 불상을 통하여 고대 불상 

의 조형 형식과 문양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 불상으로서 연가칠년명 금동불입 

상（延嘉七年銘金銅佛立像; 539년, 기미, 

고구려 안원왕 9년, 동위화원년）과 계미 

명 금동삼존불입상（癸未銘金銅三尊佛立像; 

563년, 계미, 고구려 평원왕 5년, 북주 

보정 3년）, 경사년명금동불입상（景四年 

銘金銅佛立像; 5기년, 신묘, 고구려 평원 

왕 13년, 북주천화 6 년）, 그리고 백제 

불상으로서 서산마애 삼존불 （瑞山磨崖三尊 

佛; 6 세 기）, 정지원명불상（鄭智遠銘佛像; 

7 〜 8세기）, 건홍5년명금동불광배健興 

五年銘金銅佛光背; 백제 위덕왕 43년）, 

또한 신라 시대 7〜8세기경의 불상으로

계유명 전씨 아미 타삼존상 （癸酉銘 全氏阿彌 

陀三尊像; 673년, 계유, 문무왕 13년, 당 

함향 4년）,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甘 

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 719년, 개원칠년 

명）, 황복사금제불입상（皇福寺金製佛立像 

； 692년, 임진, 신라 효소왕 원년）, 황 

복사금제불좌상（皇福寺金製佛坐像; 706 

년, 병오, 성덕왕 5 년, 당신용 2 년）, 삼 

화령석불의상（三花嶺石佛倚像; 7세 기）, 

서광암천불비상（瑞光庵千佛碑像; 673년, 

신라 문무왕 13년）, 석굴암십일면관음보 

살상（石窟庵十一面觀音菩薩像; 751〜764 
년）,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 （甘岬石造 

彌勒菩薩立像; 719년）, 영주가홍리마애삼 

존불상（榮州可興里磨崖三尊佛像; 7세기 

후반）, 군위석조삼존불상（軍威石造三尊佛 

像; 7세기경）, 보리사석불좌상（菩提寺石 

佛坐像; 8세 기）, 이장사계석불좌상（茸長 

寺溪石佛坐像; 8세 기）, 칠불암마애보살 

좌상（七佛庵磨崖菩薩坐像; 8 세 기）,칠불암 

삼존불상（七佛庵三尊佛像; 8세 기）, 경주 

남산석불입상（慶州南山石佛立像; 8세기）, 

청량사석불좌상（清涼寺石佛坐像; 8세기） 

둥에서 다양한 형식의 광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물 중에서도 여 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몇 종의 유 

물에 나타나는 특수한 광배의 양식을 살 

펴봄으로써 삼국 시대의 미술 양식이 변 

천하여 오는 과정과 당시의 외래적 성격, 

慶州南山石佛立像 : 8세기, 신라 甘山寺石造阿獨陀佛立像 : 719년, 開元七年銘 706년, 丙午, 신라 聖德王 5년, 唐神龍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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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이후 각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금동불 광배의 형식과 문양 요소

①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의 광배

이 불상은 앞서 말한 3부작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또한 광배의 뒷면에는 명문 

（銘文）이 새 겨져 우리 나라의 초기 조각 

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되는 중요한 유물이 

다. 이 불상에서 풍기는 강렬한 인상 외 

에도 광배에 새겨진 마치 소용돌이치는 

듯한 화염문（火焰紋）은 북방적 특성을 지 

닌 고구려 미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 

다. 광배의 장단 끝은 첨형（尖形）을 이루 

지만 어깨 부분의 곡선은 원만하고 풍만 

하다. （'자 또는 'S'자 모양으로 휘감 

긴 불꽃 무늬는 이리저리 휘말려 위를 향 

하고 있는데, 이 것은불꽃이 기 이전에 중 

국 한대 （漢代）부터 내 려오는 장식 요소인 

구름 무늬와도 일면 상통한다 하겠으며, 

북위서匕魏）의 양식에서 발전한 고구려적 

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②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연가칠년명불상에서 없었던 두광과 신 

광이 유려하게 표현되고 외연의 화염 무 

늬도 많이 정리되어 얼핏 보기에는 대칭 

을 이루는 매우 안정된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두광과 신광에는 동심원상（同心圓 

狀）을 이룬 연주문（連珠紋）과 양쪽으로 

틀어 올라간 인동문（忍冬紋）, 그리고 원 

광의 상단 중앙에 있는 보주（寶珠） 무늬 

의 표현 둥은 좀더 새로운 조류를 잘 반 

영하고 있다.

외연의 화염은 역시 'C'자와 'S' 자형 

의 소용돌이를 이루고 끝이 불꽃처 럼 상 

단 중앙부를 향해 뻗쳐 올랐다. 이 불상 

은 연가명 불상과 달리 삼존상（三尊像）을 

이문 것과 두광• 신광이 나타나는 것은 

북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으며, 특 

히 인동문과 연화문 둥의 장식 요소는 운 

강 석굴（雲岡石窟）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 

소이다.

③ 경사년명금동불입상（景四年銘金銅佛 

立像）

이 불상은 일명 신묘명금동불（辛卯銘金 

銅佛）이라 불려지는 것인데, 그것은광배 

뒤에 새겨진 명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명문에는 비구（比丘）와 선지식 （（善知 

識） • 천노（賤奴） 둥이 자기 스승과 부모 

를 위해서 무량수상（無量壽像）을 받들고 

다음 생 （生） 에 함께 태어나 선지 식 과 미 

륵을 만나 불법을 듣고자 한 것이라 하였 

다.

이 불상의 광배는 6세기 초 중국의 불 

상에 나타나는 양식으로서 많이 형식화된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불상도 계 

미 명 금동불처 럼 삼존형을 하고 있고 광배 

의 상단은 더욱 뾰족한 감을 주는데, 역 

시 두광과 신광이 유려하게 표현되고 그 

안에 인동문과 연화문이 배치된 것도 비 

숫하다.

그러 나 광배 의 두광의 상단과 좌 • 우에 

는 3구의 화불（化佛）이 각각 배 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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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제 （北齊） 불상 광배에서와 같은 

화염 형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앞서의 

두 불상의 광배에 비하여. 많이 정리된 양 

식이라 하겠다. 이 역시 불상의 얼굴이나 

의습 둥과 광배의 활달한 표현에서 고구 

려적인 특성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하겠 

다.

이상과 같이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금동불의 광배는 다시 건홍오년명금동 

석 가불광배 （建興五年銘金銅釋迦佛光背） 에 

연결되고 있는데, 본존석가불은 이미 없 

어지고 광배만 현존하고 있다.

④건흥오년명금동석가불광배

이 광배의 좌우에 배치된 보살이나 불 

꽃 무늬 • 삼존화불（三尊化佛） 둥의 광배 

문양과 형태에서 경사년명불상과 비숫한 

양식올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광과 신광에는 당초문과 연화 

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이 다를 뿐 광배 

의 화염 무늬나 보살상이 도식화되지 않 

은 점은 아직 고식 （古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석제 불상의 광배

①경주 남산 석조불입상의 광배

경주 박물관 회랑（廻廊）에 소장되어 있 

는데, 금광사지 （金光寺址） 출토로 전하는 

입상이다. 이 불상은 불신과 광배가 한 

돌로 되어 있다.

불신의 얼굴은 약간 길고 풍만하며 목 

에는 삼도（三道）가 있고 옷자락은통견의 

（通肩衣）의 'U'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광배는 상부가 약 5 cm 가량 떨어져 나 

갔으나 거의 완전한 주형 신광 제형식 

인데, 두광과 신광의 띠줄은 일조（一條） 

로 된 보주형으로서 내부에는 아무런 문 

양이 없다. 외연부의 화염은 두광과신광 

이 띠줄선〔帶線〕을 나뭇가지 삼아 수엽 

형 （樹葉形） 이 둘려 진 모습을 부조한 특이 

한 형식이다.

②감산사지 석조아미타불입상 （甘山寺 

址 石造阿彌陀佛立像）의 광배

국립 중앙 박물관에 있는 국보 82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불신과 광배가 하나로 

된 입상이다. 불신은 정면 직립이며 광배 

는 주형 신광 제 n형식을 보이고 있다.

두광과 신광을 삼조（三條）의 띠줄선으 

로 구분하고, 두광은 그 사이에 인동 당 

초엽（忍冬唐草葉）이 좌우 대칭으로 3개 

씩 있고, 두광부에도 1개가 있다. 신광부 

의 내부에는 향좌（向左）쪽이 8 개, 향우 

（向右） 쪽에 6개의 같은 인동 당초엽이 

있으며, 그 외부에는 2 종의 화문 （4능형 

꽃과 '十' 자형 무늬） 이 교대로 9 개씩 좌 

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외연부에는 C자형 연과문（連瓜 

紋） 의 불꽃 무늬가 위로 뻗어 오르고, 특 

히 광배의 양측면에 좌우 대칭으로 5개 

씩 과 꼭지 에 1 개 의 사엽화문 （令） 이 부 

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작 연대를 분명 

하게 하는 명문이 뒤에 새겨져 당시는 통 

일 신라 초엽으로서 서역적인 영향을 직 

감할 수 있다.

C0禪房寺石造三尊立像

□0 菩提寺石佛坐像 : 8세기. 신라

田 茸長寺溪石佛坐像 : 8세기, 신라

m 瑞山磨崖三尊佛: 6세기, 백제

⑷ 七佛庵磨崖菩薩坐像 : 8세기, 신라

田 石窟庵俞室菩薩像 : 751 〜764년, 신라 景徳王



The balancing act in calendar design

캘린더 디자인의 

均衡과 調和

珈

Feb

Ma，

Apr

May

Beyler由 Y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존 허어먼 (Jon Herrmann)

기능이 캘린더 디자인을 규정짓는다. 그러나 일부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창조적인 충 

동에 의해 고무되는 등 무절제하게 행동하거나 기껏해야 계속 반복하는 일이 허다하다. 

여기에서 예로 든 것들은 캘린더 디자인에서 명료함의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J4y 

Aug 

Sep 

Oct 

New

1 2 3 4 5 6 73.・：y ... *9鈿 •造練阴

1 2 3 4 5 6 7

기초적인 캘린더는 참으로 따분한 것이 

다. 그것은 연 • 월 • 일，요일을 표시 해 

주는 냉담하고 객관적인 일람표에 지나지 

않는다.

캘린더의 진정한 가치는 기능성 （機能 

性）에 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캘린더 

가 공동으로 지니는 매개물은 인쇄술（印 

刷術）이다. 디자이너는 인쇄상의 명료함 

과 미학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여기에 열거한 몇몇 실례는 그러한 과 

업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에 많은 예들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계획 도구로서의 캘린더에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은 캘린더 디자인 

에 들어 맞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 

래픽에도 통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인쇄 

업자 카알 다이어 （Carl Diar）가 1964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인쇄술은 미적인 것까 

지를 포함한다. 왜냐 하면 시각에 호소하 

는 인쇄술은 어느 예술 작품에나 통하는 

동일한 원리들을 구현해 줄 것이기 때문 

이다.”

미적인 것은 캘린더에 '그림 의 가치 

를 덧붙여 소위 읽힐 수 있는 메시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림，과 메시지 사이의 기능적 인 평형 상태 

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미적인 것은 

은연중이거나 직관적이건 간에 조화를 이 

루는 특성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며, 전 

체적으로 명료함을 나타내고 뒷받침해 주 

어야 한다.

어떤 작품이든 명료한 것은 쉽게 읽힐 

수 있으며, 효과적 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거나 쉽사리 지각된다. 명료함은 외적 

인 특성을 넘어서서 어떤 메시지가 의도 

하는 수신인들이나 그들의 분위기와홍미 

수준 둥둥 개개인에 좌우된다. 만일 주어 

진 어떤 메시지가 관례적으로는 명료하 

지만 인쇄술상으로는 단순성이나 읽힐 수 

있는 회화의 유인（油印） 요소가 결핍되 

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읽기가 더 어 

려운 것으로 느낀다.

이와는 반대로 과다한 시각적 자극 역 

시 읽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한 과잉 디 

자인은 일반적으로 혁신（革新）만을 의도 

하여 명료함을 감소시키면서 자기 탐닉을 

노리는 디자이너의 무절제를드러내어 줄 

뿐이다.

본성의 억제

캘린더 디자이너들은 왜 이러한 실수 

를 저지르는가? 그 이유의 하나로는 그 

들이 인쇄상으로 따분한 주제인 전형 적 인 

숫자의 연속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조로움은 디자이너로 하여금 추 

가적인 시각적 자극을 주는 미적인 것에

September 1980
Sunctay Monday kmd” Wednesday Thue8y Fea”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 전형적인 것으로 역시 지루함

2. 구식, 극단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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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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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널드 러디 （Donald Ruddy） 의 '선곳저이

사무 계획 기록부'의 예

의해서 주제가 명료해진다는 한계에 의문 

을 품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합리성과 시간의 구식 구조를 때로는 극 

단으로까지 설명하려고 든다（2）.
둘째로 집안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건 주로 법인 조직의 스튜디오에서 일하 

는 디자이 너이들건 간에 그들은 광범 위 

한 프로젝트의 다양성 （예를 들면 너무 많 

은 자료 용지와 가정 기관들）이 결핍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포괄적인 디자인 기관 

의 고문이 아니라 형태 디자이너 또는 장 

난감 제조 업자와 같은 전문 기술자에게 

고용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작품은 종종 

디자이너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

그 밖에 '기 업 정 신'은 고도로 타고난 

몇 가지의 행동 양식, 즉 '협회에 의한 

디자인'이라는 우유부단한 접근, '지난해 

의 공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금지, 또는 극도로 확장된 시스템상의 합 

리성 둥둥을 통해 창조적인 충동을 억압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지배 적 인 위 

치의 미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한 디자인은 호화판 

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추세와 개 념을파 

괴 시 키는 파생 적 인 관례들을 조장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새 

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데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문제의 장 

식적인 외관（外觀）을 넘어서서 실험•조사 

또는 개발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시 

간은 돈이라는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실 

행하고 집행하는 무익성 （無益性） 에 대해 

끈질긴 회의 （懷疑）를 함으로써 비롯된다.

이러한 모든 구속 요소로부터 생겨난 

환경은 일종의 압력 밸브에 저항하는 디 

자이너 의 요구를 자아냈다. 대부분의 직 

업 디자이너들은 적응하거나 타협하는 방 

법을 배우게 되지만, 좀더 강력한 관련을 

맺고자 하는 그들의 진정한 요구는 캘린 

더 디자인에서 여전히 그 자신을 표현하 

고자 한다. 그 반면에 인쇄술의 명료함 

과 심미적인 즉면을 다룸에 있어서 좌절 

의 한 표현으로 현재의 캘린더에 특질과 

다양성에 관한 광대한 영역과 여러 차원 

이 생겨났다. 각각의 특수한 그 유형은 

기입하는 데 필요한 지면의 크기로부터 

가장 적절한 종류의 종이 표면에 이르기 

까지의 한계를 정해 준다. 모든 것이 그 

문제에 관한 디자이너의 접근 방법과 해 

결채에 관련하여 영향올 미친다.

비전문가로서의 인쇄공

가장 한정된 캘린더의 종류 중 하나로 

기록 책자｛3）와 계획 책자 또는 회계 일지 

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캘린 

더 디자인의 시각적인 세부 사항들에 관 

해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기 업인이 

나 다른 개인들에게서 상당한 호응을 얻 

고 있다. 사실 질（質）을 가다듬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혼합시키려고 하는 디자인고 

유의 활동 영역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일 

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희적 행위'에 대한 한 개인 

의 관여는 부기 （簿記）를 하는 사람이나 부 

기 대장을 만드는 제조인, 그리고 이러한 

기록 대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려고 시 

도하고 있는 비전문 인쇄인들에게는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 

은 세속적으로 명료하기만 하고 시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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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더스미드(Leathersmith)의 성공적인 사례 6. 9 월부터 시작하는 전문 계획 기록부

로는 싫증이 나며, 디자인의 원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기록 장부 디자이 너들의 배열과구성 감 

각은 1950년대 당시의 해결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특별한 문 

제로는 단순히 필요한 정보의 양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부의 크기가 정해져 버 린다 

는 점이다. 이러한 장부들은 혼란스러운 

지루한 잡동사니가 되어 버 린다.

그러나 뉴요크의 디자이너 도널드 러디 

(Donald Ruddy) 가 만든 사무 계획 책자로 

서의 캘린더는 아주 뛰어난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⑷. 그의 접근 방법은그래프용 

지가 지닌 동기를 조직상의 은유로서 장 

난스럽 게 강조하면서도 하루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나누어 기입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인쇄 법 의 구실도 뛰 어 

나 부드러운 색 감 (色感) 과 원문의 중요성 

을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이 분야의 또 하나의 성공적 인 사례로 

런던의 레 더스미 드 (Leathersmith) 가 만든 

약속 기록부로서의 캘린더를 들 수 있다 

(5). 목록을 과다하게 싣지 않으면서도 제 

한된 조직 감각을 투사해 준다는 점에서 

이 디자인은 색다른 것이다. 여 기에는 동 

시에 창의력이 풍부한 인쇄술이 곁들여 있 

고, 색깔 또한 세련되게 조절되어 있다.

중 요 성

한 회사에서 우애가 있는 고객들에게 보 

내는 캘린더는 한 회사를 유리하게 과시 

하는 데 있어 연차 보고서 (年次報告書) 

못지않은 중요성을 띨 수 있다. 그러나아 

직 이 분야에서의 혁신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자신의 회 

사가 다른 회사를 압도하기만 하면 기업 

정신의 시각화는 전혀 무시해 버린 채 리 

이더만 추종하는 온전치 못한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종류의 캘Q더는 가끔 주된 프 

로젝트를 따르도록 기회되는 것으로서 그 

한계성 중의 하나로는 최대한의 기입 여 

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으며, 특허 사진 

복사를 용이하게 해 주는 번뜩이는 광채 

의 재료를 디자이너가 선택할 때 더욱 그 

렇다. 광택이 나는 재료는 글씨를 기입하 

기에는 알맞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공적이고독창적 

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올 미드 애뉴얼라 

이 저 (Mead Annualizer) 에서 볼 수 있다(6) 

이 디자인은 연차 보고서 제작 일정인 9 

월에서 다음해 9월까지에 소용되는 직업 

인의 계획된 캘린더이다. 정판(整版)과 

광택 이 나는 것 과 나지 않는 이중종이 재 

료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한 장의 각부 

분에 사진과 기 입할 수 있는 여 백을조화 

롭게 배치해 주고 있다.

킴 버 얼 리 - 클라아크 (Kimbe이y-Clark) 의 

계획 캘린더는 체제를 새롭게 시도함으로 

써 하나의 시각적 주제로서 달의 변화하 

는 단계를 활용하고 있다＜7). 이것은 위스 

콘신 주의 니이나(Neenah)의 디자인 담 

당 이사 린다 로이터 (Linda Reuter)가만 

든 것이다.

벽장식용 캘린더

다른 종류의 캘린더는 기업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만든 것으로서 순전히 선전 

용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접근 방법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8,9). 사진과 미술 

이 매우 지배적이며, 독일의 디자이너 올 

라프 루우 (Olaf Leu) 가 말한 바대로 실제 

캘린더 인쇄술의 표현은 전혀 눈을 끌지 

않는 시각적 사후 방편으로 퇴보해 버렸 

다.” 그는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캘린더 

를 디자이 너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견지 

하지 않는 단지 사진 기술자와 인쇄 기술 

자가 참여하는 '인쇄된 벽장식용물건'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 

을 지적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적인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 

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는 않겠으나 어쨌든 하나의 학문에는 어 

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노력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하나의 소형 '벽장식용 물건으로서 뉴 

요크 디자인 회사인 루트와일러 어소우시 

에이트 (Leutwyler Associates) 용으로 

그레이스 (Grace) 와 켈리 카오 (Kelly Ka- 

o) 가 제작한 것을 보자Q0). 이것은좀더 진 

보된 인쇄술의 발전에 역행되는 것으로서 

의 추상 그래픽 분야에 주로 의존하여 전 

혀 사진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왜 

냐 하면 매혹적인 그림으로 장식하고 있 

으며, 월별로 '생각하는 말'올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디자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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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킴버얼리-클라아크(KimberlyCark) 사의 

작품으로 달의 변화하는 단계룰 활용했다.

10. 루트와일러 (Leutwyler) 사의 추상 그래픽은

월별 '생각하는 말을 넣고 있다.

8. 대너 앤드 블랙번 (Danne & Blackbum) 사 

가 디자인한 인쇄 업자의 '벽장식용'

9. 을리베티(Olivetti)사의 벽장식용

진 — 사실주의 (photo-realism) 에 대 체 시 킬 

수 있는 창의력이 풍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인쇄술이 보조 기능을 하고 내밀한 구 

실을 하고 있으며, 이탤릭체를 사용함으 

로써 그래픽에서 나타나는 다이너미즘(dy

namism) 의 감각을 살리고 있다. 명료함과 

미적인 측면의 균형이 공간적 관계와 외 

형 의 다양성 의 신중하고세 련된 구성에 의 

해 성취되어 있다.

포스터로서의 캘린더

폭넓 게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캘린더가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정교한 기술 

의 프 린트와 실크 스크리인 인쇄 의 출현 

에 힘입은 바 크다.

한 가지 효과적 인 해 결책으로서 뉴요크 

시 에 있는 베 이 레 리 언 퍼 니 처 (Beylerian 

Fumiture) 를 위해 고안된 것이 있다(80 
폐이지 위의 그림). 매달의 날짜 숫자를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혼치 않은 일 

이다. 더욱 색다른 것은 계절의 경과를 

나타내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결합 

을 시도한 점과 주일의 날짜(요일)를 점 

증적인 색깔 농도(처음에는 옅은 색一월 

요일은 흰색, 주말에는짙은색)로 사용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효과 

적이며 창의력이 풍부한 계획 도구라는 

효과에 다 포스터 가 지 닌 근본적 인 효과를 

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시간의 '움직임 

을 가장 중요한 시간적 개 념으로 삼고 있 

다. 이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리듬• 동작 

• 시간 감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간의 경과 감각은 개념적으로 캘린더에 

적합한 영상을 사용하고 색 깔의 가치, 인 

쇄술의 요소, 기능성, 구성, 초점, 결정 

적인 대비, 종이의 표면과 미적이면서 명 

료함 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탈리 

아 디자인 히 사 센트로 - 카파 (Centres 

Kappa) 사가 제작한 것이다.

보조 지각

명료함과 미학적 측면의 균형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지니는 잠재력에 대한 인 

식은 캘린더 디자이너로 하여금 자기 탐 

닉과 뛰어난 인쇄술적인상상력의 결핍이 

라는 두 장애 요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도와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인쇄술은 내용을 형태에 통일시킴 

으로써 좀더 깊은 관심, 즉 정교함과 뉘 

앙스 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은 또한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지각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ID) 9-10월

「필자 소개」

존 허어먼 (Jon Herrmann)은 스위스 BasleCHI 

있는 고급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뉴요크 시의 

Willi Kunz and FultonH-Partners 사에서 일했으 

며, 현재는 뉴요크 시의 Morison S. Cousins & 

Associates의 수석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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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의 新開発品

1. 방수 카메라

미놀타 회사는 아마튜어 사진사에게 가장 곤란한 

지역인 해변에서의 촬영을 드디어 가능하게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과 모래가 스며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소형 카메라 110,즉 

Weathermatic-A의 제작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 

되었던 것이다. 또한 케이스를 방수용으로 제작함으 

로써 수중 15피이트 깊이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물에 뜨는 카메라통은 노란색의 ABS로 조립되어 

있다. 이 카메라는 유리 렌즈 • 노줄계 • 전자 플래쉬 

등이 훌륭하다.

일본 오오사카에 있는 미놀타 사의 Tetsuro3ha가 

뉴저어지 주 램세이 미놀타사를 위해 디자인한 제품 

이다.

2. 등이 없는 혼들 의자

스칸디나비아 가구 박람회에 소개되었던 이 보기 

드문 Balan 의자의 디자이너들은 이 의자가 등에 관 

한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자 디자인의 장점으로서 디자이너들은 이 의 

자의 버팀점이 무릎 하부에 있고 척추가 마룻바닥과 

수직을 이루며 등근육의 긴장을 경감시켜 준다고 한 

다.

노르웨이의 Mengshoel 사의 Peter )psvik과 Hans- 

Christian 0 0rsta의 Westnofa 사를 ' |해 디자인.

3. 엔진 분석기

엔진 분석기 452는 보통 차들이 10분 내에 일련의 

완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컴퓨터 

화된 자동 시험 장치이다. 단위 조작자는 또한 완전 

수동에서 완전 자동 시험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 

다. 어떤 시험들은 생략되거나 연속 또는 반복될 수 

있다. 컴퓨터 진열판에 정밀한 설명서들이 나타남으 

로써 최고 성능을 위한 신속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 

다. 인쇄 장치는 고장난 곳을 발강색으로 표시해 준 

다. 원격 조정 장치는 차 내부에서의 분석기 작동올 

가능하게 한다. 기억 레코드는 대부분의 미국 자동 

차와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들을 담고 있으며, 기 

술적인 변화와 진보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재기억할 

수 있고 또한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장치는 바 

닥이나 천장 등 어떤 곳이나 설치할 수 있다.

뉴저어지주 췌리 힐의 Siemens 사를 위해 필라델 

피아 피이터 브레슬러 (Pet이 Bressler) 회사의 피이터 

브레슬러가 디자인한 제품 .

4- 더욱 정밀한 관찰 기능

타이탄 공구 회사의 광학 절단 공구 분석 기구에 

는 현미경 하나가 도입되었다. 절단 공구의 기하학 

적인 요소들을 밝혀 줌으로从I 이 모델은 헐씬 높은 

선명도와 시야에 있어서 더욱 광학적인 깊이를 제공 

해 주고, 서로 맞닿아 있는 접촉선을 가진 반경(半徑) 

과 각도를 예리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좃점 

장치들은 주름 상자 속에 보호되어 있다.

교체할 수 있는 접안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20 내지 

40배율로 확대가 가능하다.

타이탄 공구 회사가 뉴요크 주 버팔로의 타이탄 

공구 공 급 회사를 위해 디자인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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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 현미경

조명 장치와 배터리를 갖춘 휴대용 현미경은 배율 

100으로 확대가 된다. Sping-100 현미경은 실험실에 

서부터 야외 작업과 전문인은 물론 아마듀어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용도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질이 높은 

광학 유리 렌즈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작동되는 조절 

기에 의해 좃점이 맞추어진다. 조명은 현미경이 V자 

형태로 펼쳐질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피일드의 Solder Absorbing 

Techn이ogy사가 제작한 제품.

6. 소형 환등기

조작이 간편하고 무게 2.5파운드로서 휴대하기에 

간편하며, 10. 75X4.5X3인치의 크기를 지닌 소형 환 

등기가 나왔다. 일체가 완비된 후면 투사 광학 시스 

템은 30도의 경사로 5.5인치의 스크리인을 갖추고 있 

다.

위스콘신 주의 하트포드에 있는 마이크로 다자인 

(Micro Design) 사에 의해 개발된 마이크로 44는 대 

부분의 서류 가방 속에 중분히 들어갈 정도로 소형 

이다. 이 장치는 전지 • 표준 콘센트 또는 자동차 담 

배 라이터 콘센트와 같은 다양한 전원에서 모두 작 

동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라도사용이 가능 

하다. 케이스는 150달러의 값이 나가며, 분사형의 A 

BS로 조립되어 있다.

Micro Design 시■의 Allen Johnson과 Charles Kie- 

show가 디자인

7. 특수 조리 기구

Raclette Grill은 식탁 요리 기구 중에서 새로운 종 

류의 제품이다. 치이즈를 녹이는 직각 팬과 고기를 

그을리는 제품을 고안하려는 생각이 한때 스위스에 

서 제안되었으나, 이 생각은 최근에야 전기 장치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버터 • 치이즈를 녹이고 달걀을 

풀어 만드는 요리에 유사한 것으로서 모든사람이 자 

신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굽도록 해 준다.

이 조리 장치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법랑 철 

팬에서 한꺼번에 12가지의 음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주물 알루미늄, 스틱이 없는굽는 판 

위에서 더욱더 많은 종류의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스위스, Frauenf이d, CH-8500, Metallwarenfabrik, AG 

SIGG를 위해 SIGG사가 디자인한 제품.

8. 조명-수정 조명등

Lite-Pak은 뉴요크의 Rambusch사에서 제작•보급한 

수정 극장 조명등을 소형화한 개발품이다. 이 wall

wash 램프는 4X6.5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에 불과 

하지만 동일 표준 아아크로 45도 각도에서 비스듬한 

빛을 투사하는데, 전기용의 분할 반사경으로 좃점이 

조절되는 150와트의 텅스텐-할로겐 램프를 사용하 

고 있다. 이 장치는 동일한 와트의 백열광 반사경에 

비해 표면적당 2배의 밝기를 낸다.

9. 책상용 컴퓨터 그래피

복잡한 디자인과 분석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캘 

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의 Hewlett-Packard 사는 단 

하나의 브라운관 위에 4,913가지에 이르는 색깔을 나 

타낼 수 있는 책상용 통합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 

냈다. HP시리즈 9800시스템 45c는 CRT표시판, 가벼 

운 펜 장치, 작동 시스템, 읽고 / 쓰는 기억 장치,증 

진된 BASIC 언허 장치, 키이보오드, 대량 저장 시스 

템, 열선 인쇄 장치 등등과 더불어 완전한 작업장올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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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로젠탈 (Herb Rosenthal)

百貨店 디자인의 設計論法을 

再現한 博物館展示

전시장은 박물관 중심 로비 측면에 있다.

Museums exhibits reflect the 
department store design

planning logic of

싱가포르 과학 센터에서는 심지어 수족 

관에 있는 토끼의 생활까지 포함한 전시 

물들을 햇빛이 통일시켜 준다. 미국의 디 

자이너이며 기업가인 허브 로젠탈은 자신 

의 회사의 설계 방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싱 가포르의 건축가 레 이 먼드 우 (Ray

mond Wu)가 싱가포르 과학 센터를 건립 

하기 위한 디자인을 시작한 것은 1974년 

무렵이었다. 이 때 나의 희사 Herb Ro

senthal & Associates가 로스앤젤리스로 

부터 25,000평방 피이트 규모의 두 전시 

화랑과 12, 000평방 피 이트의 공공 휴게 실 

의 구성 • 그래픽 • 실내 장식을 맡아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 나 과학 관장과 관 

리 직 간부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우리는 

곧 전시를 위한 새로운 계획에까지 참여 

하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생활 과학 전시장 계 

획이 개념적 프로그램에 절대적인 필수부 

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사물 

의 배치와 공간의 편성이 전시장(展示場) 

을 통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흐름의 결 

정 요소임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방법과 

도 관련을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일단 목적성을 띠게 되면 관리적이고 전 

통적인 학문 범주에 의거해서 전시장을 

편성하고 전시품들을 위치하게 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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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크기보다 2백만 배가 큰 인간 세포 모형으로서 생활 과학 전시장의 중심부를 점하고 있다.

물관에 오는 방문객 들은 진화（進化）가 생 

물학의 학문적 내용의 한 부분이 며, 그것 

은 가령 동물학과 식물학에 관련된다는 

사실에 서보다도 전시 장 자그!］의 계획 과 구 

성에서는 그 이상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화점의 구성은 논 

리적 계획의 걸작이며 판매 촉진 프로그 

램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백화점 

의 설계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과 호웅 

은 설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용 

（프로그램）과 설계는 통합적인 것이며, 개 

념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박물관의 설계와 프로그램에서 

도 이와 똑같은 융합을 이루어 보려는 시 

도가 지닌 의의를 인정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을 단편적인 범 

주 • 분야 • 그룹으로 만들어 무슨무슨 실 

（室）이 니 무슨무슨 전시 장이 니 하는 식 의 

전통적인 장벽을 물리적인 측면과 동시에 

개념적인 측면에서 모두 깨뜨리기를 바랐 

다. （심지어는 영토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 

신의 전시장 한 모퉁이에 방뇨를 하는 전 

통적인 박물관 관리자들을 머리 속에 환 

상할 정도였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빈틈없이 규정된 까 

다로운 일련의 주제라기보다는 생활의 유 

통 과정을 보여 주고, 모든 생활 과학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설계안과 

더불어 생 겨 났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서 

로 다른 별개의 과학으로 독립된 장소에 

서 전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 

로 연관을 맺고 서로 도움이 되는중복되 

고 관련된 것으로 전시되도록 하였던 것 

이다. 우리는 이 러한 방법으로 설계와 프 

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자신 

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생활 과학의 연관성을 인식하 

면서 삶을 특징짓는 규모의 매우 복합적 

인 다양성올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바랐다.

통일성과 다양성

우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개념올 동시 

에 나타내도록 계획을 세웠다. 즉,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하며,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가 하면 각각의 구성 단위는 독자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과 차이를 지 닌다. 구조적 

• 화학적 조직 상으로 같은 종류들을 나눔 

으로써 생물의 통일성을 강조해 주는 가 

장 내밀한 분야를 포괄하는 집중적인 일 

련의 동심 원（同心圓） 들로 전시 장의 초안 

이 만들어졌다.

가장 내밀한 곳에서 점차 외부로 나오 

면서 수백만 종류의 서로 다른 생물과그 

들이 진화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에 적응 

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통일성에서 다양 

성으로 나아갔다. 마지막으로 가장 외곽 

지역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밀접한 영 

향을 끼치는 생활 양태와 구조를 취급하 

였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 

해서 전체 전시장을 에워 싸고 있는 제 2 

• 제 3 지역 사이에 높은 보도를 만들 계 

획을 세웠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도식적 

인 계획의 개관（概觀）을 주입시킬 수 있 

도록 했다. 높여 서 만든보도로부터 사람 

들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 

동할 수 있고, 재획의 근본이 되는 통일 

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각 부분에서 

주된 자료의 견본을 추출해 가면서 전체 

에 대한 부분들이 지니는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철저한 탐사

우리는 만일 이 계획이 내용에 있어 완 

전 무결하다면 소설에서 구성이 그러하듯 

이 개 인 전시회의 디자인이 디자이너인우 

리들에게나 박물관의 방문객들에게 있어 

서나 좀더 합리적이고 명료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고 또한 그렇게 기대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 

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철저한 계 

속적 탐사였다.

전체적인 전시장에 골격이 되는 계획이 

면밀허 짜여졌으므로 이번에는우리의 개 

념을 뒷받침해 줄 적절한 전시 아이디어 

를 생각해 내어야 했다. 개인전시회는 그 

자신의 내용을 표현함과동시에 이 계 획 

의 계속적인 흐름상 다른 아이디어로 우 

리를 이끌어 주는 중개 역할을 해야만 했 

다.

이 설계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유한전 

시 내용을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통찰력 및 개 념에 관한 서적을 샅 

샅이 뒤졌다. 우리의 탐사에는 거의 2년 

이 걸렸으며, 주석 （註釋） • 인용 • 자료 출 

처와 아이디어를 모아 묶은 것이 무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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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 미가 넘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 

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 

를 수집하였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프로 

그램은 이들 자료들을 삭제 ♦편집하는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동 전시실

몇 가지 조사가 디자인 단계에서도 계 

속되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탐사와 디자 

인 사이의 피이드백 （feedback） 관계를 이 

용하고자 했고, 이들은 서 로 상호 반응하 

는 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방은 

생활의 기본적인 건물 구획으로서 전시장 

의 '통일 지태에 산포（散布）되어 모든다 

른 사고와 생활 과학 개념에 연관을 맺어 

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 

해 나는 그 방에 관계를 맺게 되는 이동 

전시실이 될 공간의 중심 부근에 무인지 

대（無人地帶），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동 전시실은고동적인 양태에 

대한 수정에서 비롯된 다양성과 모든 생 

물의 근본적 인 일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전시실은 연속성 있는 이해에 가장 적절한 

다른 개념과 인접한 장소에 밀집되거나 

전시될 수 있다. 이 전시실들은 더욱 복 

잡하고 다양한 전시 지역에 기본적인 지 

침이나 전제 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시실들이 모두상호관 

련되어 있고 생활 과학의 모든 분야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실에 꼭 

맞는 정확한 단일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 

암아 우리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대로 쉽 

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전시 수레로서 

이들을 기획하였던 것이다.

기둥과 태양 광선

과학 센터의 로비는 박물관의 중심 출 

입구를 두 개의 주요 전시장과 모든 다른 

기능 지역으로 연결시켜 주는 왕복이 많 

은 지대에 주로 걸쳐 있다. 이 로비는 육 

각형으로서 과학 센터 지붕 높이 인 80피 

이트로 솟아 있는데, 왕래 장소 이외로는 

아무런 쓸모없이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 

중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의 의도는 바로 이것을 박물관 내 

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총망라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전시로 메우려는 것이었 

다. 태양 에너지야말로 물리 학과 생활 과 

학 분야들에 동시에 관련되는 것이므로우 

리의 주제로서 바로 이것을 이용할 것에 

착안하기에 이르렀다. （물리 과학전시장 

을 모두 우리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었다.

로비에 전시된 태양 에너지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시품들. 이들은 선반이 제거된 품목들로 만들어진다.

몇몇 전시장은 Daimler-Benz나 Seico 같 

은 외국 출품 회사에 의해 기증된 것이었 

다.）

우리는 일광 반사 장치를 로비 위 지붕 

에 설치해서 4피이트 넓이의 한 기둥으 

로 로비 바닥 아래로 태양 광선을 집중시 

키도록 하는 것을 로비의 중심 부분 처리 

로 제안했다. 거울을 장치하여 이들이 햇 

빛의 방향을 바꾸어 여 러 가지 실험에 쓰 

이도록 하고, 모든 것이 생명을불어 넣어 

주는 힘과 잠재 에너지의 계속적인 표현 

으로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디 

자인 이전에 최소한 5년의 수명을 지 니 

고서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박물관 

조건하에서 어떠한 실험들이 태양 에너지 

에 의해 실행 가능한가를 결정해야만 했 

다. 우리가 행한 조사 시간 중 많은부분 

이 우리의 실험들을 실행하는 데 쓰일 재 

고품（在庫品）과 선반 철재를 찾는 데 소 

요되었다. （모든 장치를 주문 디자이닝한 

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강요했 

을 것이었다. 게다가 언제나진열 장치로 

는 표준 철재를 편애했다.）

토끼의 수중 생활

가장 어 려우면서도 가장 흥미 있는 일일 

자도 모를 시도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활 

성화된 밀폐 수족관 속에 토끼를 가라앉 

혀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토끼가 생활 

할 상자는 투명한 플라스틱이어야만 했으 

며, 물에서 생 긴 산소가 밀봉된 상자 속 

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자의 한 면은반 

투과성 얇은 막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이 

실험은 실험실에서는 실시되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공공 박물관에서는 결코 시행된

수족관 속에서 물고기가 토끼와 함께 살고 있다.

적이 없었다. ） 우리가 탐사해 본 결과 인 

공 호홉기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재료 

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의 조 

사 역할은 우리를 어떤 개 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아이 디어를 실제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에 착수한 지 6 년 후인 지 

금 박물관은 개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 

로 많은 구실을 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운 프로그램 전부가 그대로 이 

행된 것은 아니다. 2 백만 달러의 예산은 

사실 활용해 보아야 한계가 있기 마련이 

었다. 그러 나 앞으로 자금이 확보되는 대 

로 우리가 세운 마스터 플랜이 모두 수립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 

는 그 토끼가 자신의 수중 집에서 순조롭 

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

「필자 소개」

허브 로젠탈 （Herb Rosenthal） 은 로스앤젤리스에 

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다. 로젠탈은 

뉴요크 태생으로 Pratt Institute에서 그래픽과 산업 

디자인을, 컬럼비아 대학에서 건축학을 강의한 바 

있다. 그는 쇼핑 길에서부터 국제 박람회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종사해 왔다. 

전시장은 박물관 중심 로비 측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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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뉴스

서 상공 장관, 당센터 내방

서 석준 상공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를 방문하고, 연구 

개발 활동과 진흥 업무 둥 한국 디자인 포 

장 센터의 업무 전반에 관해 살펴보았다.

유리 포장 세미나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국내 유 

리업계의 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당 

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 

포장 전문가 페르손 (Dr. H. R. Persson) 

씨를 초청하고, 지난 2 월 17일 한국 디 

자인 포장 센터 회의실에서「유리 제조 

및 용기 사용상의 문제점」이란 주제로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유리병 및 판유 

리 생산업체 임직원, 유리 용기 사용업체 

임 직 원, 포장 관리 사 둥 63명 이 참가했다.

북아메리카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회의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 (IDSA)와 캐 

나다 산업 디자이 너 협회 (ACID) 주최「북 

아메리카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회의 (A 

Conference on the Advancement of De

sign in North America)」가 3 월 6일부 

터 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시의 로열 요 

크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미래의 디자인」이 

며,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김 희덕 (金 

熙德) 이사장이 우리 나라 대표로 본 희 

의에 참가한다.

유리 포장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페르손 씨.

서 석준 상공부 장관과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업무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김 희덕 이사장.

우수 포장 콘테스트전과 특별 기획전 

서울 패키지 디자인 협회의 상반기 사업

포장 디자인에 관한 연구 지도 및 국제 

교류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는 취 

지 아래 발족한 서울 패키지 디자인 협회 

(회장 장 윤호)는 금년도 상반기 사업으 

로 회원전과 우수 포장 콘테스트전 및 특 

별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다. 회원 상호간 

의 정보 교환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전시 

회를 통해 회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기업 

체의 포장과 디자인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회원전을 6 월 11 

일부터 17일까지 미도파화랑에서 개최한 

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상품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업과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우수 포장 콘테스트전을 

개최한다. 식품• 주류• 음료• 과자• 의류 

• 비누 및 세제 • 화장품 • 문구 • 약품• 전 

기 기 기 용품 • 포장지 및 쇼핑 백 둥 H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포장을 선정할 예 

정 인데, 최고상으로 서울 팩 스타상과 부 

문별 최우수상 • 우수상 • 특별상을 시상한 

다. 또한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 

이디어의 개발과 폐품 이용으로 자원을 절 

약할 수 있는 생활 지혜를 전시하는 특별 

기획전을 6월 H일부터 16일까지 미도파 

화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색」을 주제로 한 포스터전 개최 

KSVD, 제4대 회장에 권 명광 교수 선줄

한국 시 각 디자인 협회 (KSVD)는 지난 

해 12월 13일 정기 총회를 열고제4대 회 

장에 권 명광(홍익 대학교 미술 대학) 교 

수를 선출했다.

동 협회는 금년도 정기 회원전으로 5 

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 도파 화랑에서「한 

국의 색」을 주제로 한 포스터전을 열며, 

하기 디자인 대학을 개설하고 세미나를개 

최할 예정이다.

KDC, 11월에 회원전 및 공모전

한국 디자이너 협의회 (KDC) (회장 : 이 

신자)는 1981년도 행사 계획의 일환으로 

5월에 금속 공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이다. 그리고 11월 2 일부터 7 일까지 제 

9회 회원전과 제10회 디자인 공모전 및 

제10회 대학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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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포장 用語解説 冈

Terminology for Design & Packaging

• 보디 ； 동체 （胴體, body） : 용기의 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앞뒷면을 포 

함한 가장 넓은 부분을 말하며, 파이버 드럼에서는 몸통은 앞뒷면과 밑면 

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드럼은 밑면은 앞뒷면을 연장하여 만들어졌다. 

금속관이나 드럼에서는 위아래 면을 붙이기 전의 원통 부분을 말한다.그리 

고 콜랍시블 류우브（collapsible tube） 에서는 어깨에서 바닥 또는 주름 끝 

까지의 원통 부분을 말한다.

• 보디 훅（hook, body） ： 이중 권체 （二重捲締） 끝을 만들기 위해 커버 

훅（엔드 훅）과 봉함부 （封緘部） 외측 사이로 돌려져 삽입되는 관（罐） 몸통 

의 가장자리 부분.

얘 —__
■ 처■篙■---------- 커버（엔드） 훅

• 보르도（Bordeaux） ： 색이름. 프랑스의 포도주 집산지인 부르둔・（Bor- 
deaux） 항구 이름에서 따온 색명이며, 실제 포도주는 예쁜 홍색이지만 이 

것은 포도주 색보다 짙은 암적색 （暗赤色） 이다.

• 보색 （補色, complementary c이。r） : 두 가지 색을 혼합하여 무채 

색 （無彩色） 이 될 때 그 두 가지 색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다고 한다. 색환 

（色環） 상에서 상대하는 두 색이 보색이 되도록 배치한 것을 보색 색환이라 

고 한다

• 보오드 : 판지 （板紙, board） ： 무겁고 두꺼운 종이 또는 기타 섬유성 

물질 （0.30mm에서 0.76mm 이상） . 종류로는 카아드 보오드（card board）, 
칩 보오드（chip board）, 파이버 보오드（fiber board）, 판지 （paper 
board）, 컨테이너 보오드（container board）, 박스 보오드（box board）, 
태그 보오드（tag board） 등이 있다.

• 보오드 푸트（board foot） : 목재의 용적 （容積） 단위로 두께; 1 인치, 

폭; 1피이트 장（長） ; 1 피이트의 용적 또는 이와 동등한 용적 단위.

• 보오메 （baum6） : 표준액 （標準液） 과 비교함으로써 각종 액체 의 상대 

밀도（相對密度）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 비중 계측 척도（液體比重計 

側尺度） 의 일종. 보오메 척도에는 2종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물보다 가벼운 

액체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물보다 무거운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 보율 테이블（ball table） : 일군（一群）의 보올식 이동 장치로서 그 위 

를 평평한 표면을 가진 물품이 어느 방향에도 이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자동의 포장 작업으로 인력 작업 보조구（補助具）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보정 인쇄 （補正印刷, printing, compensator） ： 대 （bag） 에 유성 

（油性） 잉크 인쇄법으로서 제대 （製袋） 전에 두루마리〔巻取〕로 된 재료에 

인쇄를 행한다 보정 표지 （補正標識）는 대 （袋） 위에 정확한 정 합（整合） 

복사를 하기 위해 제대기 위에 광전 셀 （photo 이 ectric cell） 을 가동시켜 

종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인쇄한다

• 보조（補助） 바닥 대（袋, bag, pinch bottom） : 사전에 만들어진 

바닥올 갖지 않는 대. 보조 바닥이라는 명칭은 자립형 대 （自立型袋） 의 수 

평한 봉합선 （이옴매） 이 하나의 보조 바닥의 효과를 준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 보통 목 앰풀（ampo니e, 이ain stem） : 목（꼭지） 에 수축 부분이 없 

는 앰풀.

• 보통 크래프트지 （kraft, natural） : 표백되지 않은 크래프트지•판지 

또는 펄프. 이 종이는 색채가 연한 갈색의 특징이 있다

• 보틀 그린 （bottle green） ： 색이름으로 푸른 빛을 띤 맑은 녹색,샴페 

인의 병 빛깔에서 따온 이름이다.

•보호 기능성 （保護機能性） 싸기 （functional wrap） ： 선택된 습도의 

유지, 유지 （油脂） 침투의 방지, 기타 유해한 광선을 단절시키는 것과 같은 

포장된 제품의 원래의 상태를 보전하는 데 있어 하나 이상의 특수한 목적 

올 공여하는 겉싸기 방법이다.

• 보호 준급 （保護準級, levels of protection） : 수송이나 저장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보급품이나 의장품에 대해서 손상 또는 변형 

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부 당국에 의해서 제시된 보관 또는 포장의 

등급이며, 미국 보호 준급 （ 美國 保護準級） 에는 A급 • B급 • C급이 있고. 미 

국 군수 포장에 적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A • B • C 등급으로써 표시된 

다

（1） 패키징 （packaging） 등급 : A급（미 군수 포장）은 수송 • 취급.보관 

및 전세계적 분배 기간 중에 일어나는 침식 • 변형 • 물리적인 손상에 대하 

여 적정한 보호를 주는 보관이나 포장의 등급이며, B급（제한된 미 군수포 

장）은 A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덜 위험한 조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 

는 보존이나 포장의 등급. 이것온 ”보다도 더 높은 등급을 요한다. B급 

의 사용은 예상 외로 요구되는 수송이나 보관 조건에 대하여 확고히 수립 

된 정보와 재정상의 경비 절약을 가져오는 측정치 （測定値） 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C급（최소 규모 미 군수 포장）은 공급 장소에서 최 

초로 받아들이는 활동 단위가 수송 도중 부식 • 변형 및 물질적인 손상으로 

부터 적절한 보호를 하는 포장이나 보존의 등급인데, 이 수준은 최초로 받 

은 곳에서 즉시 사용하도록 하며 조절된 습도 저장이 필요하다.

（2） 패킹 （packing）의 둥급 : A급（미 군수 포장）은 수송 • 취급 • 보관 및 

전세계적 분배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주는 포장 등급이고, 

B급제한된 미 군수 포장）은 다각적인 수송 기간 동안 손상에 대한 적절 
한 보호를 하는 수송 포장에 대한 등급. 포장 화물은 기후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주는 보관 기물이나 기타 기물에 싸거나 넣어 수송 

또는 취급하도록 설계되었다 C급（최소 규모 미 군수 포장）은 즉시 사용 

토록 공급 장소로부터 최초로 받아들이는 활동 범위까지 국내 수송 기간동 

안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주는 포장 등급인데, 이 등급은 최소 규모 

로 적용할 수 있는 운수법이나 규정에 해당된다.

• 보호 패킹（packing, protective） ： 포장（雾）되지 않은 모든 물질 

을 보호하기 위하여 크래프트 셀룰로우스（craft cellulose） • 종이 부 

스러기 • 골판지 • 나무솜 및 건초（乾草） 등과 같은 느슨한 완충성 재료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완충 효과를 내게 한다 이러한 원형재의 사용은 부수 

적으로 액체를 흡수하고 내용물을 격리시켜 준다

• 보호 패키징（포장 packaging, protective） : 상품화 포장이 아닌 

기능적 포장을 말한다 즉 보호 포장이라 함은 봉함에서부터 최종 사용 

자가 개봉 때까지 손실 • 파손 • 오염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것 

이다 여러 가지 보호도가 상품의 수송 기관과 환경에 의한 파손 및 위험 

성에 따라 포장 때 구체화된다 실제적으로 상업상 이 보호도와 효력이 발 

생하는 시간 길이를 일반적으로 '판매 수명 또는 보관 수명 이라고 부 

른다

• 보호 포장재（保護包裝材, protective packing material） : 액체를 

흡수하고 완충 장치를 하기 위한 포장물 내에 포함된 모든 재료로 건초 • 

나무솜 • 종이 조각 • 주름진 셀룰로우스 등을 말한다

• 복（複） 스테이플러（sta이er, double-head） : 한 번에 두 개의 스테 

이플을 박는 기계.

• 복합 관（複合罐, can, composite） : 판지제 （板紙製） 의 동체에 금속 

• 플라스틱이나 기타 재료로 상 • 하면을 만든 관（網 또는 파이버보오드 

（fibreboard） • 금속 박 • 플라스틱으로 관체（罐體） （body） 를 만들고 상 • 

하면은 금속 • 플라스틱이나 기타 재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 복합대（複合袋, bag, combination） : 표면은 필름, 이면（裏面）은 종 

이로 한 것처럼 2종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는 대 （袋）.

• 복합 포장（複合包裝, multi-pack） ： 동일하지 않은 품목의 물건을 포 

함하고 있는 포장의 통합이다

• 본더라이징 법（bonderizing process）：유기성 도장（塗裝）의 점착력 

을 향상시키고 녹에 대한 저항력을 중가시키기 위한 공정으로 강판（鋼板） 

에 행한 화학 처리법이다 그 밖에 화학 전해법도 사용된다

• 본더라이트 철판（bonderite 이ate） : 부식을 방지하는 에나멜 도포나 

인쇄성 향상을 위해서 본더라이징법에 의해 처리된 석관용（錫罐用） 흑철 

판 （黒鐵板）.

• 본드（結着, bond） : 점착성（粘着性）을 사용하여 중간면을 부착한 상태 

또는 접착제 （接着劑）를 사용하여 2종의 재료를 결합시키는 것을 가리킨 

다

• 본 엔더（bon ender） : 올 바운드 상자（all bound box）의 옆판 고정 

에 사용하는 공구 즉 와이어 바운드 상자 공구를 말한다

• 볼록 두부（頭部, connex head） : 강도나 견고성과 용량을 중가시키 

기 위해 용기의 상단부나 하단부를 외관상 접시처럼 움푹하게 음각（陰刻） 

또는 돌출시킨 것이다

• 볼록 바닥 바이얼 병（vial, round-bottom） ： 볼록한 바닥을 가진 바 

이얼 병（瓶）.

• 볼록판 인쇄（printing, letterpress） ： 화선（晝線） 이 볼록하게 나와 

있으며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나 판지에 인쇄한다 활자 • 도장 둥은

91



이 판식（版式）의 대표적인 것이다

• 볼륨（V이ume） ： 양감（量感）. 대상의 크기나 물체의 두께 등을 말한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질감（質感）과 함께 양감의 표현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 

로서 실제감과 입체감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적의 권（巻） 이나 책 

이라는 뜻도 있다.

• 볼트식 덮개（cover, bolted） : 용기 상면에 있는 풀고 조일 수 있는 

볼트식 금속 덮개

•볼트식 링（ring, b이ted） : 전면 뚜껑을 가진 용기의 테두리（rim） 에 

부착된 금속 밀폐 고리로서 V 또는 U 단면 채널로 된 원형 고리이다. 밀 

폐 때는 채널 끝이 함께 끌려 닿게 볼트로 조이어 밀폐 효과를 낸다 

•볼트식 잠금 고리 （locking ring, bolted） : 상면 전부가뚜껑이 되어 

있는 용기의 뚜껑을 잠그는 장치이다 이 고리는 단면이 V 또는 U형으로 

서 원형 테두리로 되어 있으며 그 끝은 볼트에 의해 끌어당겨 조여진다 

•봉관佳寸冠, 이。sure） : 내용물의 보전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고정 부착시킨 봉함 또는 덮개 장치이다 그리고 관동（罐胴） 에 덮개를 덮 

는 식으로 두 부분을 붙이는 조인트（joint） 나 봉함부를 가리키기도 한다.

• 봉관 공정（封冠工程,closing）：접음 종이 상자（box, folding paper） 
의 동체 에 덮개를 덮거나 관（罐） 에 덮개를 쐬우는 공정을 말한다

• 봉관 기계（封冠機械, 이osing machine） : 러그 커버 （lug cover）나 

밴드 봉함（band seal） 등에 사용하는 기계이다

• 봉재（縫裁） 바닥 대（bag, sewn bottom） : 다층 지대（多層紙袋） 에 

사용하는 방법의 일종으로서 동부（胴部） 의 하단부를 풀로 봉합시키는 대 

신 재봉한 대 （袋） 이다

• 봉재 봉함〔縫裁封緘,closure, sewed （or sewn）〕： 지대 （紙袋） •직 

물대 （織物袋） 등의 대구（袋口）를 손이나 기계로 꿰매는 봉함을 말한다 

•봉함면（seal surface） ： 캡의 내부 라이너와 밀착시켜 밀봉의 효과를 

내도록 끝손질된 유리 용기의 부분 또는 열 봉함 • 필름 및 라미네이트의 

표면이나 점을 가리킨다

• 봉함 밀봉（hermetic seal） ： 표준 온도와 대기압 공기를 배제하거나 

누수（漏水）를 방지할 수 있는 봉함이다

• 봉함반（封緘盤, sealing disk） : 뚜껑을 쐬우기 전에 윗부분에 덮는 

원반（圓盤） 또는 주름진 종이나 플라스틱의 원반

• 봉함 테이프（tape, sealing） : 검（gum） 접착제나 감압（感壓） 접착제 

가 도포된 천 • 종이 • 필름 등으로 된 테이프로서 포장이나 용기를 봉하는 

데 사용한다

• 부동대（浮動袋, floating bag） ： 포장된 품목의 밑에 나무판을 받침으 

로써 안전하게 하고 먼지 방지나 수증기 차단성 대（袋）로 완전히 덮어 쐬 

우는 보호 포장의 한 방법이다

• 부동 화물（浮動貨物, load, floating） ： 화물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과도한 동요를 방지할 수 있게 단위당 철대 （鐵帶）로 묶어 철도 화차 내에 

적재된 화물이다

• 부속 부품（accessories） ： 주요 설비나 본체 体體） 이외의 물품으로 

본체와 같이 설치 • 사용해 가동의 성과를 보다 좋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 부속품（fitting） ： 주둥이 • 귀 • 송곳（drill）。핸들 • 플랜지 （flange） ・ 
플러그 둥과 같이 용기에 사용되는 특수한 부착물

• 부식（腐蝕, corrosion） ： 보통 유전기（流電氣）의 결과 산이나 알칼리 

작용, 금속 산화 등의 화학 작용에 의한 물질의 변질을 말한다

• 부울 가구（Bo니Ie furniture） : 프랑스의 저명한 가구 제작자 샤를 

르 앙드레 부울（Charles Andre Boulle ； 1642〜1732） 이 고안한 장식 

법으로 만든 가구. 선을 새겨 무늬를 낸 금속 등을 표면에 바르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많이 만들어졌다.

• 부유 포장（浮遊包装, flotation） ： 포장된 모양이 외부 용기의 모양 

에 맞도록 충분한 두께의 완충 재료로 물체를 완전히 싸서 충격이나 진동 

으로부터 포장된 화물이 보호되도록 고안한 내부 포장의 한 방법이다.

• 부재료（副材料, member） ： 살 상자의 보강재（補強材） 또는 단부재 

（end） 둥과 같은 구조물의 구성 성분이나 단위

• 부전도 강도 （不傳導強度, dielectric strength） : 플라스틱이 견 

딜 수 있는 최대 전압으로서 밀 （mill） （1/1,000 inch） 당 볼트로 표시한다. 

•부정 방지형 （不正防止型） 밴드（tamperproof band） : 병이나 금 

속 용기와 같은 단단한 용기의 1차 캡 봉함 위에 덮어 씌운 강철•알루미 

늄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2차 덮개로서 손으로 2차 덮개를 떼어내고 

1 차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중 봉관 （二重 

封冠）을 하는 목적은 1차 덮개를 열어 내용물에 부정 수단을 쓰면 그 흔 
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 수단을 쓸 수 없도록 함에 있다 그리고 로울 

온 봉관의 부정 방지형 바늘 구멍이 있는 신장부（伸張部） 를 가리키기도 

한다

• 부정 방지형 봉함（tamperproof seal） : 용기의 캡 （cap） 에 부분 

적인 파손이나 부정 수단을 쓴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 

록 된 밀봉.

• 부정 방지형 용기 （tamperproof container） : 부정 수단으로 용 

기를 개봉하고 다시 밀폐하였을 때 부정 수단을 쓴 흔적이 나타나도록 설

계된 용기.

• 부조 인쇄지 （浮調印刷紙, paper, print-embossed） : 목형（木型） 

에다 잉크 적용에 의한 하나의 수단으로 완성된 인쇄 또는 엠보싱지.

• 부착물（substrate） : 결합 또는 도포 등과 목적에 따라 표면에 접착 

제를 함유한 물질을 바른 재료. 광범위한 용어로는 접착물을 말하기도 한 

다

• 부피 （體積, v이ume） : 3차원적 공간의 측정치로서 입방 단위로 표시 

한다. 직육면체의 체적은 장（長） X폭（幅） X고（高）로 표시된다.

• 부호（符號, coding） : 내용물이나 용기의 질 생산된 날짜제조 연월 

일） , 제조 공장 노선에 관한 자료 제공을 위해 용기나 포장 물질 등에 상 

징적 동인（同沼） 표지 또는 알파벳이나 숫자로 나타낸 표지 그리고 관습 

에 따르거나 정부나 수송 회사의 고시 규격에 따라서 수동이나 기계적 엠 

보싱 스탬핑 • 꼬리표 • 상표의 적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 부호 식별기 （符號識別機, code reader） : 포장품於啜品） 위에 표 

시된 부호를 찾아내어 감정하여 적절한 신호를 해 주는 광전자식이나 자 

석식 기구

• 부호 테이프（coding tape） : 이것을 붙여 제품이 동일하다는 색채 

인쇄나 기타 표지를 하는 셀로판 또는 기타 재료의 폭이 좁은 대（帯）로서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 부호 표지 （符號標識, code marking） : 동인（同認） •부호를 제품이 

나 포장물에 새기거나 표시하는 것.

• 부호 표지기 （符號標識機, code marking machine） : 물건이나 

포장에 동인 （同認） • 부호를 표시해 주는 자동식 기계.

• 북레트（booklet） : 팜플렛• 소책자.

• 북 쟈켓 （book jacket） : 북 커버와 같으며 영국에서는 북 쟈켓이라 

부른다. 책표지 위에 덧씌운 커버를 말한다.

• 북 커버 （book cover, chemize du livre —佛, Schutzum - 
schlag-獨） : 제본이 완성된 책을 보호하고 책의 내용을 시각에 강렬하 

게 호소함으로써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책 자체의 표지보다 

화려하고 친근하기 쉽게 의장（意匠） 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북 쟈켓이라 

고도 한다.

• 북 플레이트（book이ate） ： 장서표（藏書票） . 책 소유자의 이름 • 문 

장（紋章） • 표어 등을 도안으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 책표지의 안쪽에 붙 

인다.

• 분리 차단봉 （分離遮斷棒, gate, divisional or intermediate） 1 
개개의 단위로 화물을 분리하거나 상품의 형별（型別）과 크기별로 화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철도 화차 화물 내부에 장치된 구조물.

• 분리파（分離派, Secession-英, Sezession-獨） : 19세기 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성행한 아카데미즘 예술 또는 역사적 회고주의로 

부터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신예술 운동. 회화와 건축 공예의 각 방면에 

새로운 양식을 이룬 것은 인상파의 영향게 의한 면도 있으나 공예 에서는 

오히려 러스킨 （John Ruskin） 과 모리스（William Morris） 의 영향이 크 

다 호프만（Josef Hoffman） 의 공방（工房） 은 공예에 있어 합리성에 의 

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여 시세션의 한 공적을 세웠다. 이르누보（Art 

Nouveau） 가 곡선 （III線）을 주로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직선미（直線美） 를 

강조하여 간결한 감각을 주었으나, 디자인에 있어서의 기능면을 강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근대 디자인 발전에서 잊을 수 없는 운 

동의 하나이다.

• 분리판 （分離板, separator） : 용기나 화물 파렛트에서 내용품 사이 

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타발（打抜） 된 판지 • 시이트 • 합판지 패드 •골 

판지 패드. • 나무 • 금속 트레이 등을 말한다.

• 분말 성형재 （粉末成型材, m이ding, powder） : 일반적으로 압착壓 

搾） • 사출 • 압출（押出） 둥의 방법에 사용되는 성형용 분말 또는 입상（粒 

狀） 플라스틱 재료.

• 분말용 앰풀 （ampo니e, powder） : 원형 밑바닥이나 평평한 밑바닥 

의 유리관 수축부가 있거나 없다 특히 폭이 넓은 목 （꼭지） 이 있는 보통 

형의 앰풀이나 이음목（꼭지）의 앰풀.

• 분무식 라벨기（lab이er, spray type） ： 병 위에 라벨을 위치시키 

기 전에 자동적으로 라벨 위에 접착제를 뿌리는 라벨기 그 후 스폰지 고 

무판이 그 위치에서 라벨을 매끈하게 누른다.

• 분배 포장（distribution packaging） :공장으로부터 구매처까지 

취급되는 생산품의 완전한 포장을 호칭한다 소비자 포장이나 전시 포장 

이 상품 분배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분배 포장은 효과적인 수송이나 저 

장을 위한 외부 또는 중간 용기 （中間容器） 로 대부분 알려졌다 분배 포장 

에는 식료품 용기나 중량품 포장 등이 포함된다

• 분사 성형법 （噴射成型法, m이ding, jet） : 열 경화성 재료에 적용 

시키는 성형 방법으로 사출 과정이 끝나기 전에 재료가 변화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고도의 조정 기술이 필요하다

• 분수계 구조（分水界構造, watershed construction） :잇대어 있 

는 널판자 지붕의 구조와 비슷하게 아래충 위에 잇대어 위층을 덮는 식으 

로 된 구조（over lapping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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吴테주조
LOTTE DISTILLERY CO..LTD.

“왜-럼캪틴큐를口冈는가?”
“캪틴큐는 위스키의 주세가 200% 인데 비해 40%의 주세가 적용되므로 무려 5배나 적은 

주세율부담으로 가격이 크게 저렴합니다 그러나 '캪틴큐”와 위스키의 제조과정과 품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분들이 국내유일의 '럼 ” 캪틴큐 를 즐겨 마시고 있읍니다

캪틴큐는 위스키와원료의 차이가 있을뿐 제조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캪틴큐의 품질이 위스키와 같은 수준인 이유는 제조과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위스키는 대맥을 원료로 하고 RUM 은 카리브해의 풍요로운 태양빛을 받고 자란 잘 익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차이가 있을뿐 발효와 증류과정 그리고 숙성방법등 제조과정에 있어서는 위스키와 거의 동일합니다.

양주를 잘아시는 분들은 캪틴큐의 뛰어난 품질을 인정합니다

양주의 맛과 제조과정등에 대해서 잘아시는 애주가들은 RUM酒인 캪틴큐의 뛰어난 품짛을 인정 합니다.
RUM酒는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단일旦랜드로는 주류판매고 1 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뛰어나 품질의 
인기있는 대중양주입니다.



늦게 나온 제 품이 우수하게 마련,
전문가를 위해 정성들여만든 모나미의 신용을 시 험해 보십시오

*미켈포스터칼라와 미켈수채는 曰本사꾸라（株）와의 기술협력으로 제조됩니다.

참, 좋아졌읍니다.
제가 처음 광고업계에 뛰어들었던 17년전만 해도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던 회구나 디자인용구들은 

그야말로 형편 없었읍니다.

요즘같이 질좋은 포스터칼라나 워터칼라가 어디 

있었오■며, 사진식자라던가 더욱이 “인스탄트 레 

터 링” （전사문자）같은건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러고 보면 요즘 디자이너들은 얼마나 편리한 활 

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디자이 너 기능 역시, 상당히 높혀줄 수 있 

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

아울러 꼭, 장사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문가용으로 개발된 “미캘”포스터칼라와 “미켈” 

수채를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음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번, 써 보십시요. 그러 면 제말이 거 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나미 박승직-

• 미켈전문가용수채（WATER COLOR）

• 미켈전문가용포스터칼라（POSTER COLOR）

.레터링 （INSTANT LETTERING） 수입완제품

• 리버펜 JEWEL RIVER 수입완제품

• 제도기（DRAWING INSTRUMENTS〉수입완제

• 제도기계（PLAIDER） 수입완제품

• 레터링셑 LETTERING SET） 수입완제품

• 각종 설계 • 제도용자 （수입완제품）

絵貝類 및 製図用貝専門 메이커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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