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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責을 맡으면서…

李光魯 한국디자인®센터 이사장

국가 경제의 발전과 輸出増大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이 

提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本人이「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理事長의 重責을 맡게 된 

데 대해 무한한 기쁨과 아울러 막중한 

使命感을 느끼면서 먼저 紙上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 디자인 분야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 분야의 중요성이 특히 

강하게 浮刻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는 것이 

周知의 사실입니다. I960년대부터 네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経済開発 5個年 

計劃J으로「한강의 기적」이라는 神話를 

남기며 발전되어 온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선진국형 高度大衆消費社会의 문턱에 

다다름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디자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98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景気不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1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輸出高를 

달성하면서 우리 商品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製品高級化의 주역인 이 

分野가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83년 1월 10일부터 KBS에서 월요 

기획으로 6회에 걸쳐 방영되었던「世界는 

디자인 革命時代」가 곧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 디자인은 곧 

국민 생활의 福利를 증진시키고 국가적인 

富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창조해 내는 分野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共感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간 메스컴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수출을 통해 国力을 

伸張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많은 시련과 

장애가 부딪혀 오고 있읍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컬러 TV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장애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先進諸国은 표면적으로는 

自由貿易을 표방하고 있지마 실제로는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두터운 무역 장벽을 

드리우고 保護貿易을 전개함으로써 自国의 

이익 추구만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輸出商品의 디자인과 

包裝을 개선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의한 

製品의 高級化를 기하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제품의 성능은 물론,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주는 

機能性, 보다 더 세련된 美的 形態, 합리적인 

가격을 성취시키면서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 아울러 제품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고 

보호해 주며 나아가 商品 자체로서의 

기능까지 지니며 購買 충동을 불러일으켜 

주는 包裝產業分野의 발전이 병행되어야만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무역의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 分野가 국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I960년대부터 20여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제 조건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를 거쳐 高度大衆消費社會의 문턱에 

와 있는 지금의 우리 실정에서는 이 分野를 

올바르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읍니다.

本人은「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바로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 분야를 活性化하기 

위한 실질적인 主體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센터는 우리 정부, 산업계, 

교육계, 디자인 단체 그리고 디자이너와 일반 

대중을 有機的으로 연결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重責을 맡아 배우는 자세로 熱과 

誠을 다해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일익을 담당코저 하는 本人에게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성원이 있으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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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본의 산업 디자인 계약:
JIDA전문부 제1 위원회 吉川博敎 위원장에게 묻는다

고도 대중 소비 사회에서는 산업 

디자인이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는 곧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산업을 위한 디자인은 단순히 

애매모호한 조형 창조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산업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디자인 

서비스는 미술가의 창작 활동과는 달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뒷받침해 주며 

소비자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따라서 디자인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디자인료를 

결정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 책임 한계, 시한 등을 

명확히 규정 짓는 계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미 디자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 계약에 

관한 제반 내용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어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간의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 난에서는 일본의 산업 디자인 계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디자인계에서도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는 

디자인 비즈니스 방법 수립을 위한 노력에 

참고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이번에 마무리된「산업 디자인 계약서 

서식（案）」에 대한 경위를 우선 들려 주십시요.

이번에 마련된 산업 디자인 계약서 서식에 

관한 작업의 기점이 된 것은 1980년 1월에 

JIDA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 대회에서 

디자인료에 관한 분과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분과 회의의 의장을 가끔 내가 맡게 

되면서부터 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스타트였읍니다만 그 후 卩DA에서 1980년과 

1981년에 조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앙케에트 조사를 한 결과 계약 

문제와 디자인료 문제에 대한•검토의 요망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잠재적으로도 계약 문제에 대응하는 시안의 

요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식안을 마무리진 위원회（JIDA전문부 제1 

위원회）가 설치되고 部会長에 多田愛実씨, 

위원장에 본인이 선임되어 디자인료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참가하고 있는 ODOU （오오사까 

디자인 오피스 유니온）에서도 본인이 경영부 

회장에 선임 됨으로써 역시 디자인료 문제를 

연구하게 되어 1983년부터 3년 정도 각종 

검토와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 ODOU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읍니까?

ODOU는 오오사까 지방의 디자인에 관한 

모든 종류一I.D•는 물론 그래픽, 인테리어, 

패키지, 크래프트 등一의 업종 경영자가 모여 

있는 협동 조합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료 문제에 관해서는 각 

업종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므로 좀처럼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해답은 내놓을 수가 없읍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업종간에 공통의 

디자인 계약 협정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성을 

통감했던 것입니다. 또 특히 디자인료의 협정 

사항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도의적 책임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고 또한 그 비중도 

크다고 생각되어 이것이 모든 금전적 계약 

사항에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더우기 디자이너 자신이 

디자인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도의상의 

문제를 명확히 자각하지 않는 한 업무의 협정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해야만 할 시점이 된 것 같아 ODOU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규정의 설치를 

제 안했읍니다. 이에 따라 ODOU의 협정 

사항은 '디자이너의 윤리 규정; '디자인 계약의 

협정 사항; '일반적인 계약서' 등의 3부작이 

되었읍니다. 더우기 디자인료 등에 관한 

트러블은 일반적인 계약 행위에 대처하는 

디자이너측의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닌가도 

생 각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강습회 

등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과를 거친 

뒤 일반적인 계약서의 상식적인 해설을 

첨부하여 ODOU 회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허사는 아니리라는 

생각에서 상기의 3부작에 각각 구체적인 

해설을 첨부하여 계약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해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시도한 것으로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와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도록 

작성했읍니다.

— JIDA의 경우는?

JIDA의 계약 문제와 디자인료 문제도 

ODOU의 경우와 같이 생각하여 

작성했읍니다만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전번 

ICSID（국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단체 

협의회）가 제정한 규정（디자이너를 위한 

직업 규범）이 전회원에게 배포되고 거기에 

알맞는 정관 개정 등이 이사회에서 토의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읍니다. 특히 LD•의 경우 디자이너가 

디자인 업무의 발주자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일이 생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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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습니다. 즉, 기업에 종사하는 社内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이에는 

공통의 문제 의식이 있는 한편 기업 이익의 

대변자 또는 업무 발주자로서의 사내 

디자이너와 업무 수탁자로서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와의 利害 문제도 생길 수 있읍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제공된 디자인의 질과 

평가를 에워싸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 문제에 관한 시안이 프리랜서 

디자이너측에 다소 편중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겠읍니다만 특히 JIDA에는 

발주자측의 회원 디자이너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부터의 연구도 필요하게 

되겠지요. 또 이들 양자간의 정보 교환을 

단순히 계약 당사자간 문제로서 볼 것이 

아니라 가령 卩DA 를 /DA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업소유권,저작권 문제는 양자간에서 

애매하게 되어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一금번 시안 중에서도 해설에 약간 

비쳤듯이「계약」에 관해서는 일본인 특유의 

두려움이나 망설임같은 의식 구조가 

있읍니다만 현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엄밀한 디자인 계약서를 실제로 교환하는 

일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외국과의 

계약 경우는 다릅니다. 확실히 메이커측에서 

준비된 일반적인 거래 계약서를 교환하는 

일은 있겠지만 그것은 디자이너뿐 아니라 

접촉하는 거래인들의 누구와라도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디자인 계약이란 것은 

그 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결국 

신뢰 관계라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 각하는데, 그 신뢰 관계가 서로 양해가 

성립될 수 있는 정도라면 무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 문제에 대해서 디자이너의 

요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미지의 사람과 

만나서 일이 시작된다는 데 대한 우려와 

계약이나 도의적인 내용이란 것을 서로 

확인하는 뜻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단, 

계약서에 적힌 게 10항이라면 10항을 모두 

명문화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서 

1항만이라도 좋고 아니면 5,6항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등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야말로 경영 기술인 

동시에 그 디자이너의 노하우(Knowhow) 

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금번의 계약 

서식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 

하는 것은 별개로 쳐서 그 운용은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겠지요.

— 로열티 계약이 곧잘 화제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자유스럽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곧잘 

화제가 되고 있읍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로열티 계약을 보다 많이 진행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의뢰자 편에서도 로열티 계약을 하는 

데 그다지 인색하지 않다는 점은 있읍니다.

■ 디자이너를 위한 직업 규범

규범 목적

이 규범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직업 윤리의 기본을 

명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규범들은 

의무적으로서 ICSID와ICOGRADA에 가입하는 각 직업 

단체 회원 각위에 이용되어야 한다. 추가 조항을 

필요로 할 경우는 이 규범의 본 의도와 의미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적 요청 또는 관습 및 

법률에 따르는 것이 허용된다. 이 규범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이너란 프리랜서와 봉급을 받는 디자이너 

(salaried designer) 모두로서 디자인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공동 경영 또는 그 이외의 

협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1. 커뮤니티에 대한 디자이너의 책임

a. 디자이너는 커뮤니티의 생활과 미의 기준을 

높이는 책무를 진다.

b. 디자이너는 직업상의 명예와 위신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동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직업상의 책무에 반대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입장에 의식적으로 처해서는 안된다.

2. 의뢰주에 대한 디자이너의 책임

a. 디자이너는 의뢰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며, 자기의 직업상 의무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디자이너는 의뢰주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접 

경합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단,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경합 기업을 위하여 同咛期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특정업계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디자이너는 의뢰주의 의도와 생산 방식 또는 업무 

기구에 관한 모든 지식을 비밀 사항으로 취급하고 

여하한 경우도 의뢰주의 승락 없이 그와 같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모든 스탭 전원에게 같은 

식으로 비밀 유지의 구속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일도 디자이너의 책임이다.

d. 디자이너는 의뢰주 또는 고용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진행중 또는 완료한 업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신문 또는 그밖의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의뢰주에 

의해서 부당하게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訳註): 이 경우는 출판물 또는 인쇄 매체뿐 아니라 

텔레비젼,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다른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이너의 책임

a.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양해받을 필요 없이 

그 디자이너의 선임자로서의 계약이 정식으로 

종결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다른 디자이너가 

종사해왔든가 또는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상의 

과제도 의식적으로 떠맡아서는 안된다.

b. 디자이너는 직접 간접으로 다른 디자이너와 

교체될 것을 꾀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요금 인하 및 

그밖의 불공정한 유도에 의해 다른 디자이너와 

경합해서는 안된다.

e. 디자이너는 비판에 대해서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동업 디자이너의 업무나 평판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d. 디자이너는 의뢰주에 의한 의도적인 盗用에 

관계되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한 도용에도 말려들어 가지 않을 자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e. 자기 나라 이외의 나라에서 업무를 행하는 

디자이너는 그 나라의 국내 단체가 정하는 당해 

업무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4. 보수

a. 디자이너는 로열티나 급료만을 그 업무의 대가로 

한다. 의뢰주를 대신해서 계약 업무 또는 공급 

서비스를 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디자이너는 청부 업자 

또는 공급 업 자로부터 할인료, 수수료 또는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한다.

b. 디자이너는 타당한 요금을 지불받지 않는 한 

의뢰주가 권유하는 어떠한 업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는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c. 디자이너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해 관계를 

이루고 있는 회사 또는 사업체가 자기가 진행시키고 

있는 업무 과정에서 행하는 권고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디자이너는 의뢰주 또는 

고용주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고한다.

d. 다른 디자이너의 선정에 대하여 조언을 

요구받은 디자이너는 추천된 디자이너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컴피티션(Competition)
a. 디자이너는 회원으로 되어 있는 직업상의 단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공개 또는 한정적인 

컴피티션에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b. 디자이너는 ICSID와 ICOGRA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국제 규모의 공개 또는 한정적인 

컴피티션에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6. 광고 선전

a. 어떠한 광고 또는 광고의 소재도 진실하고 사실에 

기인되는 내용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의뢰주와 

디자이너에게 모두 공정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직업상의 위신을 손상 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b. 디자이너는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자기가 디자인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의뢰주가 이용하는 것을 인정해도 좋다.

C. 디자이너는 이미 실질적으로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업무라고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의뢰주에 의해서 개편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름이 관련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ICSID와 ICOGRADA에 의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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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열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시 디자인의 평가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나 

수탁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요소에는 같은 작업이라도 시간 비례적이나 

노동 비례적인 요소가 많은 작업, 즉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좀 적은 작업이란 

생각이 현실에 내재되어 있읍니다• 디자인이 

시간이나 노동과 같은 양적인 개념하에 

지배되어 있을 때에는 로열티 계약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로열티 

계약이란 디자인적인 요소（크리에이티브 

요소）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측에서도 

그편이 디자인과의 관계, 즉 디자이너 및 

디자인의 질과의 관계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로열티 계약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본 제작료와 로열티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디자인의 평가는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양자간의 공통된 이해 

아래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만 로열티 계약에서는 특히 그렇겠지요.

— 계약 문제란 단순히 계약서 정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만 앞으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역시 제 생각으로서는 새로이 상세한 

계약서 연구를 하려면 I.D. 디자이너나 

또는 JIDA 회원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 

분석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자인료 문제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수주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적극적인 이해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LD•의 경우에는 

쌍방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비로소 LD. 

디자이너의 요망（디자인료 문제에 부응할 수 

있는 해명이 가능하겠지요.

— 그런데 吉川博教 씨가 있는 곳에서는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많습니까?

곧잘 여러분器］ 상담을 해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없이 하고 있읍니다 

（웃음）. 역시 신뢰 관계가 성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계약은 

없겠지요

•디자인 계약〈양식1〉

계약 실무의 해설과 안내

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행위 또는 계약서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우리들 디자인 업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다른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보다 곤란하다는 H실은 JIDA 회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밝혀졌지만 

평범한 일에 조차 계약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더우기 디자인된 물건이 팔리기 

전의 유동적인 사항에 대해 금전상의 

계약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 계약이 곤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계약서의 형식이 더욱 

요망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야기될지도 모를 

트러블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한다는 데 

대부분의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망설임은 일본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한 인간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 사회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인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둔다는 것은 서로간에 대립된 관계가 

노출되는 것처럼 생각되어 피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것이 계약서를 교환하는 행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계약서를 교환한다는 행위에는 잘못하면 

지금까지 구축해 온 좋은 인간 관계를 

깨뜨려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일단 신뢰 

관계가 깨져 감정을 드러내는 심한 대립 

관계가 되면 이미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차분한 인간 관계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본 일본인들의 특성이다. 지금도 

이 정신적 관습의 기반은 변치 않았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 행위를 의도하여도 

실정에 맞추지 않으면 실행이 곤란하게 된다 

계약서를 교환하는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제 비즈니스는 잃어 버리고 마는 일도 

흔히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로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측면만으로의 의뢰가 늘어날 

것이므로 그런 경우의 트러블 예방에는 

계약서의 교환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건 경 영상의 기술 문제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서 JIDA 양식 

1의 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로 

해설을 통해 살펴본다.

— 타이틀의「계약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겨］약서'란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한 

증거를 서면으로 남겨둘 때 '업무 위탁 

확인서'나 '각서' 또는 '수주 확인서'라 

명기해도 좋지만 그것들은 모두 어느 

한편으로부터의 지시를 다른 쪽이 확인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쌍방 동시에 대등한 

약속을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말하면 

거］약서'란 표현이 일반적이라고 생 각한다. 

，계약'이라고 하면 강한 구속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쌍방간에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계약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싶다는 기분은 이해가 되지만 

계약 행위를 서서히 관습화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궤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나가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계약서，를 교환하는 데 저항을 느낀다면 

견적서에 사인을 받는다든가 '주문서，와 

'주문청구서' 등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수주의 

확인은 일방적으로 수주에 대한 禮狀을 내는 

것만으로도（이것으로 당장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오지 않는다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보다 금전적인 구속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아무런 조치도 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는 자기 업무 

일지에 기재된 기록만으로서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의 조인에는 후일의 

입증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 입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의 분위기가 상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변호사 입회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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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 約書
（JIDA 様式 1）

A. 所在地

社 名

代表者名

B・ 所在地

社 名

代表者名 ©

A , B 는 下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年 月 日

1•種類，件名

2 •擔當者（制作責任者）

3•契約期間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4•契約金額

5 •支拂條件 支拂은 모두 현금으로 하고, 청구 및 지불 날짜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B 의 集計日 月 日

B 의 請求日 月 日限

A 의 支拂日 月 日拂

6•支拂方法 銀行入金

7 •報酬의受領者 B 또는 B 의 상속자 또는 후계 자에 한한다.

8•特記事項 契約地

本 契約書를 2부 作成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것도 고려할 만한 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입회 변호사의 사인을 받아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A ：委託者住所 B：受託者住所

社名 社名

代表者 代表者

여기에서 A,B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약칭이긴 하지만 '당신; '나' 라고 

호칭하지 않는 근대 계약의 기본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 즉, A,B（또는 甲, 乙）라고 

호칭함으로써 쌍방간의 관계를 '당신，과 

'나'의 주관적인 인간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떼어 놓고 각각 대립한 대등한 입장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당신'과 

'나'보다는 냉담한 관계 표현이 되어 일본인의 

정신적 근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B라고 호칭함에 따라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냉정한 문장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현재의 계약서 

기본 이념이 구미의 정신적 기본 

사상으로부터 생긴 이상 우리들 일본인이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업무가 의식면이나 실무면에서 모두 점차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구미 문화의 이점은 

받아들여서 금후의 경쟁적인 비즈니스 사회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업무의 신청과 승락

A사로부터 B사에게 업무 신청이 있고 

B사가 이것을 수락함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지만 디자인 업무인 경우 이 

계약의 시점이 애매한 경 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A사에게 어느 업무를 신청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결과 A사는 B사에게 어느 업무를 의뢰했다고 

하면, B사의 매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은 

단순한 영업 활동을 위한 선행 투자일 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B사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청구한다고 해도 A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그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것은 상대의 

신청을 유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의 

유인 원인'이라고 하며 이것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것을 만약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계약 내용（신청과 승락에 

의하여 정해진다）과 계약에 선행하는 신청의 

유인 원인을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트러블의 한 예를 

들어보자. A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X사가 

잘아는 인쇄 회사 Z사에게 A사에 제출할 

견본용 디자인을 부탁해 놓았는데, Z사로부터 

A사의 요망점을 들은 B디자이너가 실제 

작업을 한 뒤 A사에게 직접 인도했다. 그런데 

A사는 B의 디자인이 자기들의 요망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디자인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B의 디자인도 채택하지 

않았다. B는 Z에 게, Z는 X사에게 그리고 

X사는 A사에게로 계속 전가되어 다시 B에게 

되돌아 왔을 때는 누가 명확한 의뢰자인지 

조차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의뢰 내용과 

조건도 조금씩 본 위치에서 벗어나 전달되어 

있었다. 더우기 디자인료에 대해서는 매출을 

위한 예비 행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 결과 B는 A사, X사, Z사에 

모두 외면 당한 채 끝내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실례가 있었다.
여기서는 특百 A（위탁자）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업무는 관련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용이하게 디자인에 대해 비판 

제언을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특정한 A를 통하여 그 일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시켜야만 한다. A가 회사의 일개 

종업원인 경우라도 “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라는「상법 43조」（訳註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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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해 담당 종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면 된다. 이후에 A가 사장이나 

중역의 의향으로 해고되거나 설계 변경이 

있어도 그 이전의 디자인 업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단, 담당자의 특정된 권한의 

범위는 계약시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변경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디자인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새로운 

디자인료는 트러블방지를 위하여 변경 사항의 

업무 착수 이전에 설정해 두어야만 된다. 

디자인료의 변경 또는 신규 설정은 변경이 

업무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칫 B（수탁자）측에서 확인 연락이 

늦어지기도하고 등한시하고 넘어가기도 쉽다. 

이런 종류의 트러블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의 트러블 방지를 위해 

특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B는 下記와 같이 디자인 계약을 

변경한다.

年月日

여기서 二者 대등의 약속이 문안에 의하여 

명기된다. 또 날짜는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란을 남겨둠으로써 상대측이 

임의로 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약 그 

자체의 효력조차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요한다.

①穗鼠件名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해서는 그 업무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항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B의 지식, 능력,경험을 최대한으로 구사하여 

A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는 업무의 큰 

항목만을 기입하고 상세한 것은 따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최근의 I. D. 업무 내용의 확장이나 

세분화를 위해서 각 회사나 개인이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으니까 별도 첨부의 실례 자료 

등을 참고로 해서 제각기 사정에 맞춘 표현을 

연구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두 계약만으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종래의 양호한 

인간적 신뢰 관계 유지에 노력하면서 서서히 

계약 행위를 문서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메모 정도로 생각하고 이 계약서를 교환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 “교환한다” 

라고 하는 행위가 계약의 합리적인 

측면이지만 인간 관계를 냉정한 '계약，으로 

잡아 두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에 저항감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계약 

행위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양식 1」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디자인상의 요망점과 특기해야만 할 요소 등은 

별지에 메모를 해서 남겨 두는 것이 그 일의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다.

②담당자（제작 책임자）

이것은 이 담당자가 계약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고 B사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 업무에 관해서 특정의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담당자가 이 업무에 관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상법 43조） 분쟁이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B사의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또 연락 창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업무의 지시 경로 경과도 명확히 

된다.

③계약 기간

업무 시작을 업무 내용의 어느 부분으로 

하는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는 디자인 업무 

내용에 따라서 업무 내용 그 자체의 종료에 

주체를 두고 일정을 정하는 경우（이것이 

당연하다）, 일정만으로 종료를 규정해 버리는 

경우 등 여러가지 진행 상태가 생기게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종료'를 서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료된 상태에서만이 

보수 지불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종료 확인이 

없는 그대로 업무가 질질 끌게 되어 요금 

지불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디자인 업무에 

특히 많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계약 중간이라도 일단 요금의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업무 종료 기일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으로 한번 납기일을 명기하고 

난 뒤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④계약 금액

기획의 변경, 업무 진행 중지, 업무의 보류 

등에 의한 상황 변화에는 당연히 금전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금액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되도록 빨리 서로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요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디자인 

업무의 경우 금전 문제에는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뜻밖에 이러한 문제에는 허술히 

하기가 쉽다• 그 때문에 인격까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해야 한다.

⑤지불 조건

디자인료는 되도록 현금 결재로 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 업무는 B쪽에서 완료되었다고 

보더라도 약간의 손질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변경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A,B 어느 쪽에 그 원인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나 수정을 직접 해야 

한다. 요컨대 추가 작업 몫의 비용은 a,b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를 망설이지 말고 

명기해야 한다. 일단 업무를 진행시킨 이상은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업무 내용에 따라서 지불을 구별하는 경우는 

그 업무의 구분과 지불 기일을 명기해 두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약속 어음으로 지불을 받는 

경우는 다시 어음의 조건을 움직일수 없도록 

다짐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현금의 경우는 

은행 구좌에 불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위탁자가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수속을 취하게 되면 

관할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본점 

소재지의 재판소가 되기 때문에（일본 민사 

소송법 4조） 위탁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시간적이나 비용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불 장소를 

수탁자측으로 하면 재판은 수탁자 소재지의 

재판소가 된다（일본 소송법 5조）. 지불 장소를 

B라고 명기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의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라는 표현이 되어 

약자의 입장에 있는 B의 경우는 특히 무리한 

요구한 것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은행 

구좌에 불입하여 지불한다”고 명기하여 두면 

그러한 저항을 A 가 느끼지 않게 함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의무 이행'이 B로 되어 재판소는 

B 의 관할 재판소가 된다. 또한 위탁자가 멀리 

있을 때도 수금하러 가지 말아야 한다. 

수금하러 가는 관습을 만들거나 약속을 하면 

위탁자의 소재지인 재판소에 가서 소송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외국과의 

계약 경우는 계약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서 해결할 요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계약에서 역학적 관계로 결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 순순히 이쪽 생각대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⑥보수의 수령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B의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 항의 명기가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A는 B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일도 생긴다.

⑦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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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대 사항'으로서 쌍방이 특별히 

약속하여 두고 싶은 일을 기입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 협의 사항'으로서 “A,B 
쌍방은 이 계약을 존중하고 이 계약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겼을 때 또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했을 때는 성의를 가지고 그 해결에 

힘쓴다”라고 넣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외국의 엄격한 계약 행위에서 보면 이러한 

조항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서 일본인 특유의 법률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즉, 이 항은 계약에 임하여 

이후에 일어날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성의 

있는 해석을 쌍방에 기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일본인 사이의 계약은 처음부터 약속하는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서로의 신뢰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양호한 인간 

관계로부터 계약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입회자 사이에 일어날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성의 있는 해석을 쌍방에 기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일본인 사이의 계약은 

처음부터 약속하는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서로의 신뢰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양호한 인간 관계로부터 계약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입회자 사이에 주고 받은 

이야기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즉, 계약서의 

교환은 형식에 그칠 뿐 실제 업무 수행에는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별도 협의 사항에는 

이러한 배경이 포함되어 있다.

⑧사인에 대하여

계약서를 교환하는 일에 겨우 합의를 거쳐 

서로 기명 날인할 때까지는 대단히 신중히 

일이 진행된다. 그러나 다음에 증서난 바깥에 

도장을 찍는 단계가 되면 계약의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찍는 

경향이 있다. 사인은 이미 완성된 계약문이 

완전한 것이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아주 

적은 문장에 가필한다던가 정정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관공서에의 제출 서류에는 한 

두자의 주소 번지가 빠져 있어도 정정을 

요구당하기 때문에 사인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이 편이성을 악용하여 

계약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일도 가능하므로 

이런 일로 상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통의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니까 날인 후는 각자가 서류를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어느 한편이 악의로 

계약문의 뜻을 두 통 동시에 수정할 수 없어 

사고는 방지된다.

⑨외국과의 계약

외국과의 계약에 즈음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우선 언어 문제, 

그리고 그 나라와의 법률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계약 

행위에 대한 의식이 틀린다는 점이다. 

일본인의 계약 행위에는 그저 서로 한 

동료같은 친근감이 엿보이지만 외국인은 우선 

계약 단계부터가 업무인 것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따내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자기가 짠 

'덫에 눈치채지 못하고 걸려 드는가에 전력을 

다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계약 그 자체를 

양자간 화합의 증거로 취하는 것으로 보다는 

대립하여 싸우는 결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주성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가령 계약시에는 

별실 또는 밀실에서 일 대 일로 대좌하여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거의 강제적인 계약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따라서 

강자는 어디까지나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유리한 계약을 취할 수 있지만 약자에게는 

제한만이 눈에 띄는 계약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한 계약 행위는 애매한 부분은 

극력 배제하고 구속 조항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히 표현하게 되지만 그대신 정해진 구속 

범위 이외의 일에서는 서로의 자유를 서로 

인정한다는, 극히 현실적인 사고방식의 감각에 

의한 것이다. 별도 협의 사항은 일본 특유의 

조항이라고 앞서 서술하였지만 외국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조항인 '중재 사항'이라는 

항이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만약 계약상의 

이의가 생기더라도 서로 언쟁을 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 게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그 

중재자를 누구로 정하는가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도 생긴다. 형태는 

공정하게 보여도 실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상의 사항을 인식하고 전문가에게도 잘 

상담하여 외국과의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 디자인 기본 계약서（양식 2）

해설과 안내

이 계약서는 디자인 업무에 있어서 

도의적인 내용의 강조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다• 개개의 디자인 업무에 앞서 계약자 

쌍방이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될 기본적인 

조항만을 모두 기 입하였다. 다방면으로 

다양한 디자인 업무의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한 개개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자 연구한 개별 

계약서가 필요하다JIDA의 회원 중에는 

프리랜서로서 오랜 기간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도 많으므로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각기 자기들의 업무 실태에 

맞춘 특유의 계약서 형태를 작성하고 있다. 

개별 계약서 작성에는 결국 각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양^은 JIDA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중의 

하나를 참고로 소개하는 것이다.

디 자 인 基 本 契 約 書 "©A 様式2）

A ：委託者 住所 

姓名 

代表者

B ：受託者 住所 

姓名 

代表者

年 月 日

株式会社 A 와 株式会社 B 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업무 계약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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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A 및 B는 A,B간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인되는 것임을 

인식하여 본 계약에 정해진 각 조항을 신의 있게 계획하고 

이것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A,B 양자간의 공정한 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계약의 적용 이 기본 계약은 a,b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하나의 

주문서, 발주서, 위탁 계약서, 거래 계약서（이하 개별 

계약이라함）에 적용한다.

3•경합 B는 A의 동의를얻지 않은 채 .직접 경합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여러 경합 기업을 

위하여 동시기에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특정 업계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다각 경영으로 취급 상품이 각 기업에서 

중복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다.

4. 기밀 유지 A,B 양자는 본 계약중은 물론이거니와 계약 종료 후에도 

쌍방에서 알게 된 상대측의 업무상 지식을 비밀 사항으로 

취급하고 A,B 양자의 승락 없이 외부에 누설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A 또는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주장을 넣어 배상 책임을 명기해 두는 

예도 있다.

5. 공표 B는 A의 승락 없이 진행중이나 또는 완료된 업무에 

관한 여하한 정보도 텔리비젼, 라디오, 신문, 잡지 그외의 

어떠한 언론 매체에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A에 의하여 부당히 보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정보 人대의 최절정인 현대에는 발표 등에 의한 앞지름은 

A,B 쌍방에 신의를 배신하는 일이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구속 A는 B에 대하여 실무에 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본 계약과 관계되는 업무에 구속을 행하지 

않는다.

B 는 모든 업무에 대해 계속하느냐, 중지하느냐, 

보류하느냐를 그때 그때 체크해서 업무에 한계를 

지워놓아야 한다.

7. 모방 B는 고의로 기존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저작권이나 공업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역시 A도 B에게 같은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A가 이런 식의 모방을 B에게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가거에 구미에서 귀국한 경영자가 디자이너를 

돈으로 매수하여 모방을 강요한 일도 있다.

8. 공업 소유권 B가 A에게 제공하는 디자인에 관한 유형 또는 무형의 

고안 및 제한에 대해서 A가 그 고안의 실용 신안•특허 

•저작권•상표 등의 출원 신청 등록, 사용권의 설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B는 A에게 우선적으로 그 권리를 

양도하고 A는 양도 후에 생기는 신청 각하, 이의 제기, 

기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B에게 묻지 않는다. 또 B가 

같은 형태로 제공•제안하는 도면•그림•모형•도안•도표 

등의 원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공업 소유권 

법 및 저작권 법에 준해서 A가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A는 B에게 그러한 것들의 부분 또는 전체에 관한 

변경•전매•타종에의 전용•응용 등을 무단히 행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디자이너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등룩의 

유무에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안한 몇년 뒤가 되어도 

소급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처음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생긴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저작물이라는 생각을 

혹卜립하여야 한다. 특허법에만 의존하게 되면 디자인의 

질은 문제시하지 않고 단지 신규성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한편으로만 치우치게 되어 이것에만 의존하는 일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JIDA 산업 디자인 계약을 위한 

자료 인용）

9. 권리의 귀속 A의 업무 위탁에 의해 파생한 발명 고안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발생할 때마다 a,b간에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협의 결과 권리가 B에게 귀속했을 

경우 B는 그 전유실시권을 A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0•연락 A,B 쌍방 모두 업무 계획•내용•진행 등에 대해 서로의 

사정에 의해 생기는 변경•지연•정지 등의 필요한 연락을 

그때 그때 즉시 행한다

계약서에 많은 문안을 열거히는 것보다 이 평범한 일을 

실행하는 편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11•관리 B는 A로부터 대여받은 도면•자료•견본 등을 엄격한 

관리자의 감독에 의해.관리하고 이것을 외부에 누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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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 종료 후는 즉시 A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12. 반환 A는 채용안 결정시에 채용하지 않았던 제안 등은

B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무형의 것（정보 등）은 '기밀 유지'의 항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A.B 각 1부씩 보관한다.

불채용으로 반환된 경우는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A.B 
쌍방이 처음에 잘 결穹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 서식 참조 例

■ 장기계약 ■ 계약서

기술 상담 계약서

하기 당사자간의 디자인 기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甲은 乙에게 1983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제품 디자인에 관한 상담을 

위촉한다. 단 기간 만료시 쌍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일년간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乙은 甲이 기획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甲의 담당자와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3. 乙은 甲의 상담 내용에 관해서 일체의 기밀을 유지한다.

4. 甲이 乙에게 특정의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업무를 의뢰할 경우는 별도의 

디자인 계약을 행한다.

5. 상기 기간중 甲은 乙에 대해서 기준 위촉료로 매월 일만 엔을 지불한다 

乙이 甲의 희망 시기에 월 1회 출장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기준 

위촉료에는 이 지도료가 포함된다.

6. 乙은 甲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1회가 초과하더라도 출장 지도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甲은 1개월간의 출장 지도 초과 회수당 

1만엔씩을 기준 위촉료에 가산해서 지불한다.

7. 乙은 계약 기간중 다른 동업종의 상담 및 디자인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乙이 甲에게 출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즉 여비 • 일당 • 숙박료 

등은 별도로 정하는 부칙에 의한다.

9. 그밖의 필요 사항은 부칙에 따르며 쌍방 모두 성의를 가지고 일을 

수행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1983년 4월 1일

甲

乙

■ 부칙

기술 상담 계약서에 기준해서 乙이 甲이 기획한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甲의 담당자와의 상담에 응할 때 출장 경비는 甲이 부담, 乙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출장비 및 수당은 甲의 사내 규정에 기준한다.

■ 사내 규정

등급
철 도 요 금 선박요 금 항공 

요금

車馬 

요금
숙박료 일당

新幹線 기 타 国鉄 기타

1 등급 보통요금 보통요금 보통선실 2 등 実費 実費

2 등급 보통요금 보통요금 보통선실 2 등 実費 実費

불가피하게 특등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부 1등급기준

직원 2등급기준

계약서

A사（이하 甲이라고 한다）와 B사（디자인 사무실 : 이하 乙이라고 한다）는 

A사의 디자인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甲은 자사의 제품 개발에 관련된—의 디자인 업무（이하 본 업무라고 

한다）를 乙에게 위탁하고 乙은 이것을 수탁한다. 乙은 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甲과 서로 협력하고 그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2 조（조건）

甲과 乙은 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예비적인 검토가 종료된 단계에서 

위탁의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3조（비밀 유지）
乙은 본 업무를 행함에 있어 甲으로부터 제시된 정보 및 자료 등과 본 

업무의 성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甲의 사전 양해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4조（성과의 귀속）
본 업무의 성과 및 그 성과에 기인되는 공업소유권을 받을 권리와 

공업소유권은 모두 甲에게 귀속한다.

제5 조（해약）

甲은 제2조에 규정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나 乙이 본 

계약의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 조（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7 조（협의）
본 계약의 해석을 통해 이의를 발생시킨 사항이나 본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甲, 乙이 협의하여 성의를 가지고 해결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甲, 乙 각 1부씩 보관한다.

1983년 6월 6일

甲 으사二
乙bT

합의서

하기 양 당사자는 1983년 6월 6일부로 체결한 ------의 디자인 업무에

관한 계약서의 저】2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위탁의 조건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결정한다.

1. 업무의 종료 예정일

1983년 11월 30일

2•위탁료

金------円

3. 위탁료의 지불방법

甲은 乙에게 위탁료 중 金—— 円을 8월 말일에, 나머지 잔액을 본 

업무의 종료 후 乙이 발행하는 청구서 수령일의 다음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1983년 7월 10일
甲 A사 을 B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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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匠權에 중점을 둔계약

意匠 創作 基本 契約 書

A주식회사를 甲으로 하고 B디자인 사무실을 乙로 하여 甲과 乙은 지시한 

물품 의장의 창작 전체 또는 일부를 乙에게 위탁함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업무의 위탁）

1. 甲은 乙에게 하기 업무（이하 위탁 업무라고 한다）를 위탁하고 乙은 이것을 

수탁한다.

⑴제3조에 의해 甲이 제시하는 기술 정보에 따라 전기 기계 기구 및 그와 

관련하는 물품의 고안 창조를 행한다.

⑵前号에 附帯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업무

2. 乙은 위탁 업무의 실시 상황을 항상 甲에게 보고하며 또 실시 내용에 

대해서 甲이 지시했을 때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제 2조（수주발주）

1- 甲은 別紙覺書（이하 별지 각서라고 한다）에 의해 개개의 위탁 업무 

발주를 행한다.

2- 甲은 위탁 업무에 관한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甲에게 인도되기까지는 별지 각서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당해 변경 또는 중지에 의해 対価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甲, 乙 양자가 그때 그国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술 정보의 제시）

甲은 위탁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기술 

정보를 乙에게 제시한다. 본 계약^ 있어서 '기술 정보'란 본건 의장에 

관계되는 물품의 도면, 仕様書 등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甲의 

조언도 포함한다.

제4조（승인 및 인도）

1- 乙은 甲이 별지 각서에 정한 기일까지 본건 의장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 甲의 숭인을 득한다.

2「본건 의장은 前項에 규정된 甲의 숭인을 얻었을 때 甲에게 인도된 

것으로 하고 甲은 인도된 본건 의장에 대해서 乙로부터 하둥의 구속도 

받는 일 없이 사용 수익 및 처분이 가능하다.

제5조（対価 및 지불 조건）

甲은 제4조에 입각, 그 내용을 승인한 본건 의장에 대해 미리 乙이 

제시한 견적서에 의해 甲, 乙이 협의하여 결정한 対価를 그 숭인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각서에서 정한 지불 조건에 의해 乙에게 지불한다.

제6조（목업 : mock-up）
甲이 乙에게 본건 의장에 관한 물품의 목업 작성을 위탁했을 때 乙이 

제작한 목업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1- 乙은 위탁 업무를 행함에 있어 甲으로부터 제시된 정보를 엄격한 

관리자의 감독에 의해 보관.관리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도면 및 仕様書와 그 이외의 자료들은 당해 위탁 업무의 종료 

후 즉시 甲에게 반환한다.

2- 甲과 乙은 본 계약에 입각한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올 누설하지 않는다.

3.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계약 양도 등의 금지）

乙은 위탁 업무를 직접 행하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하청을 주거나 본 계약^ 입각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乙은. 

본 계약에 입각한 일체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제3자의 의장권 등） 

乙은 위탁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의 의장권 및 기타 공업소유권, 

저작권에 관계된 의장, 고안, 저작물 둥을 고의로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본건 의장에 관한 의장권 등）

1. 본건 의장에 관한 의장등록권은 甲에게 귀속한다.

2-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건 의장에 관련한 발명 고안 둥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甲에게 귀속한다.

3- 乙은 본건 의장（本件意匠과 유사한 의장도 포함한다）을 직접 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4・ 前項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1조（제3자와의 청부）

1- 乙은 甲의 동업자로부터 본건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청부를 받지 않는다.

2- 前項의 규정은 본건 의장 인도 후 일년간 유효하다.

제12조（이행 지연, 이행 불능）

乙의 책임 유무를 막론하고 乙이 별지 각서에 정한 기일까지 위탁 업무를 

종료할 수 없거나 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乙은 甲에게 지체 없이 

그 요지를 통지하고 甲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계약 해제）

甲 또는 乙이 본 계약 또는 별지 각서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甲 또는 

乙은 본 계약 또는 당해 각서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조（기간）

L 본 계약은 前条의 규정에 의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甲 또는 乙이 본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를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1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이에 따른다.

2- 前項의 규정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별지 각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甲과 乙이 당해 각서에 의한 의무 이행을 면할 수 

없으며 당해 각서에 관한 한 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다.

제15조（협의 사항）

본 계약과 별지 각서의 내용 또는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甲, 乙 양자간에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甲, 乙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 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年月 日

甲 A 사

乙 B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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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료 단가를 시간으로 ■ 3사 계약

디자인 업무 계약서

A사 （이하 甲이라 한다）와 B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상호 평등의 이념 

아래 다음과 같이 디자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甲과 乙의 계약 기간은 1982년 11월 1일부터 198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의 갱신은 甲, 乙의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甲은 乙에게 甲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의뢰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의뢰된 디자인 업무를 행한다.

제 3조
乙이 디자인한 것은 한 건마다 甲 규정의 납품서와 함께 甲에게 납품하며, 

납품서에 기입하는 단가의 기준은 한 시간당 一 円으로 한다・ 단, 

甲과 乙이 협의를 거쳐 단가를 변경할 수있다.

제 4조
甲이 채용 검수한 납품서에 입각하여 乙에게 지불하는 요금은 한 건마다 

乙의 청구서에 따라 수일 후에 乙의 지점 은행 구좌에 지불하던가 매월 

말일을 마감으로하여 乙은 청구서를 甲에게제출하고 다음달 말에 甲은 乙의 

지정 은행 구좌에 입금시킨다.

제 5조
乙이 디자인한 제품의 평판이 좋을 경우 甲은 乙과 합의 후 적절한 

보너스를 지불한다.

제6조
공업소유권의 권리와 의무는 甲에게 귀속한다.

제 7조
甲과 乙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시키지 않는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甲, 乙 각 1부씩 보관한다.

1982년 10월 31일

甲 A 사

乙 B 사

주식회사 C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B사（디자인 사무실）는 주식회사 

A사가 제조하는— （가칭）의 外装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제작 및 사용권에 대해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甲은 乙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 乙은 이것을 1980년 7월 15일까지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

제 2조
乙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甲의 업무 내용 및 기타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며 이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乙이 이 조항의 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디자인이 

발표된 후 乙이 이 디자인 제작 업무를 乙의 경력서 등에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甲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 3조
乙이 제작한 본 디자인에 의해 발생한 공업소유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甲에게 양도한다. 乙이 본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乙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4조
상기 작업의 계약 금액과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금 円

계약금 지불은 乙이 본 계약 이행 후 乙에 의한 적법한 청구서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 5조
乙이 본 업무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는 이에 관계하는 제경비를 甲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당월 말까지 乙에게 지불한다.

제 6조
甲은 乙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불가능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甲의 사정에 의해 乙이 제 1조의 기한까지 

디자인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 乙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한 다음 

기간을 연장 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前項에 의해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비용 분담과 기타에 대해서는 甲, 乙이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 7조
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정한 저】3자를 선정하여 

甲, 乙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8조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甲, 乙이 협의하여 

성의 있게 해결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 乙 양자 기명 날인한 

다음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80년 5월 20일

甲 3

乙 B사（디자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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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의 주변

彳우투 디자인 센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내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작업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한 제품을 

약속 시일에 납품, 수령을 확인하고 종결을 

짓는다. 계약 업무의 순서는 이러한 

과정뿐이겠지만 디자인 프로젝트의 변경, 

수정, 조정 등등 그 부수적인 업무가 무수히 

많다.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품 분야별 기업 리스트 

체크에서부터 수많은 자료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일익을 담당하는 디자인 사무실은 

수주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끊임 없는 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목적한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충실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디자인 작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서로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상호 

연락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서로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매니지먼트）에 있다.

작업 진행의 프로그램, 업무 내용의 짜임새 

등을 견적서나 계약서에 첨부하여 상호간에 

記述的인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고 또 작업 

과정에 실수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요원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특성은 각기 틀리기 

때문에 현재 약 1000여 종의 작업 계획서가 

작성된다. 심혈을 기울여 더욱 냉정하게 

작성한다. 드디어 계약을 위하여 상대방과 

회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 디자인 위탁에 관한 예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소개한다.

•프로젝트 메모의 작성

작업 계획서의 일개 항으로서도 작성하지만 

大型 또는 장기간에 걸친 새로운 분야가 있는 

경우 따로 수주측의 메모로 충분히 정리하여 

작성한다. 준비해야 할 디자인상의 기술,거기에 

따르는 인원 배치, 재료, 자료 준비와 수집을 

위해서도 이 메모는 필요하며 동시에 견적서 

작성의 토대가 된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면 견적서 작성 기준에 영향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프로젝트 메모의 분석을 마치고 작업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가 되었다.

•작업 계획서의 작성

이미 디자인 업무는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상에서 작업 내용이 거의 짜여 있지 

않으면 작업 계획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먼저 제1진 스탭들을 출발시킨 뒤 그 

다음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취사 선택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 시점의 아이디어 수렴 과정이며 

작업 범위의 명시가 된다. 그 이후에는 작업의 

진행, 납품, 완료의 순으로 되지만 진행 도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상호 연락을 취한다.

•진행

계약 부서와 디자인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에 

따라 진행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즉, 디자인 

관련 문제 결재를 어느 테이블에서 누가 

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결재 순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순조로운 진행에 장해가 

된다. 역으로 말하면 그 순서에 따라 담당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게 되지만 예측 못했던 

장면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작업 진행 과정을 통하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중역으로부터 최종 단계에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거나 새로운 요망 사항이 자꾸 

생겨나 검토 항목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작업 계획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작업 

순서상의 기술 문제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우면서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주면서도 그 디자이너를 멋지고 훌륭하게 

부릴 수 있는 기업의 강력한 디자인 매니저의 

등장이다.

•납품•완료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실제 작업상에서는 무척 

어려운 때이다. 이 시기의 원칙은 상호 완료 

확인에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그때부터 다음 

프로젝트에의 준비가 시작된다. 그 제 1보는 

완료한 프로젝트의 내용 정리와 분석 그리고 

대조이다. 푸른 산맥은 끝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프로젝트의 의뢰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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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산업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에 관한 고찰

이 재국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임연구원

산업 디자이너들이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자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

특히 오늘날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새로운 생활 양^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 

논문을 통해 산업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좀더 자세하게 규명해 

봄으로써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선 디자이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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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디자인이란 용어가 탄생되면서부터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의 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 산업 

디자인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이 강조된 적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필연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디자인 

즉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산업 디자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면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따라서 “잘 팔릴 수 있는 것을 

생산한다”는 현대 기업의 경영 이념도 결국은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제품 개발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굿 디자인의 우수한 

상품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 되었으며, “굿 디자인은 

굿 비지니스이다(Good design is good 

business)”라는 개념도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匠人적인 방법에 

의하거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품은 항상 독창성과 심미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비자는 그러한 제품을 원했고,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물론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심미성에 

관련된 것은 여러 다른 문제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바람직한 

제품이 개발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 창출되기도 하지만 

종종 '디자이너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대상물에 대한 감砰 등과 같이 모호한 

개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게 되며, 똑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해도 제품은 

디자이너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우기 디자인의 심미성 문제는 더욱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은 취향이 다를 뿐 

아니라 대상물에 대한 미적 감각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심미적인 문제는 인간의 

심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고, '느낌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과정에서 독창성과 심미성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창조력과 이에 대한 

감각이 그 비중을 더욱 높이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때 비로소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분리해서 다룬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나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디자인된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독창성과 심미성은 분리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로 통합되어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이 글이 

쓰여졌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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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산업 디자인의 독창성

1•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된 제품은 디자이너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물건이며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디자인의 가치가 없다. 즉, 디자인은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독창적이란 

뜻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생각해 내거나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모양을 말하며 

독창성이란 '독창하려는 성향이나 성질을 

의미한다. 물론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종래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디자인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디자이너는 독창적인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디자인 과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Problem-finding, 

Problem-solving) 의미 있는 새로운 조형적 

실체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현존하고 있는 원리를 찾아 

내거나 또는 새로운 원리를 모색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디자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이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디자인 방법은 조형적 실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디자인의 

객관적인 가치는 객관성•보편성•합리성 등의 

개념에 근거하게 된다. 또한 과학의 일반성이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디자인의 일반성은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더구나 디자인은 수리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문제 해결 방안은 

시스템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면과 

디자이너의 직관적인 창조력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인 면 이외에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창조 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산업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새로운 것이 창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창조적인 과정은 디자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창조적인 과정에서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조력이나 천부적인 

재능; 또는 '대상물에 대한 통찰력이나 

감각'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디자이너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형태와 기능의 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무 기기 디자인

대두된다.

디자이너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창조력이란 인간의 욕구 

충족과 필요에 따라 당면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인간을 만족시켜 준다는 개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창조적인 디자인 활동은 어떤 

목적이 뚜렷한 상상력에 의해서 발달된 

직관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창조력이란，새로운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Bring new things into being)； 즉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다른 분야의 창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탁월한 기준에 맞는 상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열과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창조력이란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거론할 때 '기존의 것을 모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모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독창적인 디자인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만일 기존의 것을 모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긍정한다면 디자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 디자인은 대상물의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며,순수 예술품 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쓰임새를 중시한 

생활의 수단을 목적으로 발달되고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么，라는 현존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려고 할 때 'A，를 모방하지 않은 

제품은，B,C,D,E,F,G,…，등과 같이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수많은 것들 중에 단지 한두 개 

정도가 실제로 생산되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지 못한 것들은 단지 의미 없는 

물체로 존재하게 되며, 이것을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독창적인 

디자인이란 반드시 실용화된 것이어야 하며,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보다 훌륭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

1) 자연

자연은 디자이너에게 항상 풍부한 디자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훌륭하고 놀랄만한 

시스템이며,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인간이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 즉 삼라만상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 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는 과학도 따지고 보면 단지 자연 

세계의 연구를 조직화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결과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물의 존재를 가능케 한 진화 과정이나 

계속되는 인간 생활의 변천도 모두 자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간은 수천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수정되지 않은 자연 세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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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해 왔다. 가장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물건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에서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성공은 

자연 요소들의 성공적인 관계를 정확히 

제시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디자인의 

실패는 자연 요소들의 관계를 무시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결과에서 

발생된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도 자연 안에서 

발전되었고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바꾼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인공적인 노력의 성패 여부는 자연적으로 

발달된 인간의 감각 기관과 육체적인 구조를 

얼마나 인공적인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미적인 

반응이 문제가 되고, 이 미적인 반응은 자연 

세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디자인 대상물로부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발달된 우리의 감각과 신경이 

자연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적인 성공이란 반드시 자연적인 

형태를 완전히 모방하거나 재생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순한 견해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디자인된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독특한 자연적인 형태나 과정을 모방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자연 원리와 평행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미묘하고 

심오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연이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좀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자연 현상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해 진화되어 

왔고 자연의 법칙인 適者生存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이다. 즉,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연 속의 

생물체에서 생존을 위한 독특한 형태적 

법칙이나 또는 경제성의 법칙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관찰해 보면 자연이 창조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이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조해 낼

기존의 자전거 개념에서 탈피, 새로운 형태로 있게 디자인되었匚卜.

개발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수 있는 요소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균형, 대칭, 조직적인 비율, 율동, 기하학적인 

형태 등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단순한 모방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디자인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도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의 보다 깊은 관찰은 

자연의 단순한 모방을 단념시킴으로써 보다 

효용성 있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어떤 

발전적인 암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형 과정이 

형태 연구에 관계하고 있다면 생물의 

성장하는 형태는 살아 있는 조직체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형태는 생명체의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며, 인간이 어떤 물건을 

디자인 하거나 창조하는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은 디자인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디자이너에게 훌륭한 디자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 왔고 

또 이용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디자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자연 상태 그대로는 

디자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조형물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디자인에 

적용되거나 응용될 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보다 훌륭한 

디자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연 현상과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궁무진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2）과학 기술

과학 기술은 현대의 산업 세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현대 개념의 

산업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디자이너는 그들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때 과학 기술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구체화된 실물로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거의 다가 

과학 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작하는 

방법이나 재료의 사용만은 과학 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현재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디자인의 주된 

목적은 물건들이 보다 훌륭하고 보다 

기술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많은 제품들, 특히 기계나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이용한 소비자 

제품들은 내부 구조에 사용되는 과학 

기술보다는 스타일링과 형태에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면도 없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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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을 접을 수 있게 디자인하여 전체적인 부피를 처리하였匚卜.

줄임으로써 포장과 보관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않지만 과학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디자인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물체는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엔지니어들과 

조형적인 측면을 다루는 디자이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완성된다・旬

역사적으로 고찰해 봐도 산업 디자인은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함께 발전되었으며, 

미래의 산업 디자인은 더욱더 과학 기술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잘못 적용된 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1851년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대산업 박람회 (The 

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All 

Nations 1851, 또는 Crystal Palace 

Exhibition)力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할만한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기술 혁신과 기계 시대를 예견해 주는 

대축제였지만 당시의 실업가들에게는 기계와 

분업에 의한 대량 생산만이 주된 관심사였다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디자인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품들이 너무 

조악하고 거칠었으며, 소비자들은 기계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과학 기술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복리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할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에 

디자이너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물을 결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제품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과학 기술의 부족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반면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선진국에서 개발했을 

때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체의 과학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에 

임할 때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기술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데 대하여 반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초기 기계 시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냈던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초기 기계 

시대에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거나 

발명된 것이 많았으므로 과학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으며 공장의 작업과 교통 

수단의 기계화가 일반화되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기계 문명이 급격하게 대두되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 되는 것에 대하여 

쉽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 기술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중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은 앞으로도 산업 

디자인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영원히 디자인의 근원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과학 기술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보다 훌륭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사회•환경 • ,

산업 디자인은 사회와 환경에 따라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된 제품은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으로 예술 작품과는 달리 

일시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배경에 근거를 두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실용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용도가• 없어지게 되면 조용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대중적인 제품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물리적으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연적이고 표현적이며 상징적으로 

생성되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시대와 지역 

환경과 사회의 가치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산물이며, 끊임 없는 변화와 개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문화의 소산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사회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디자인의 중요성은 

시대 상황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6)즉, 디자인은 사회와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동시에 서로 다른 사회와 환경은 

그 사회와 환경을 위해 적절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사회는 끊임 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사회 변화와 환경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가 인간이 

생활의 도구로 만들고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물건은 단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실용적인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인간의 문명은 물건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물건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 인간의 

발자취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사용했던 

물건은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물건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 형태가 

변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인간 생활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과 물건의 관계는 사회와 

환경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형되어 

왔으며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공존하여 왔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디자인할 

제품에 대한 사회와 환경의 폭 넓은 이해 

없이는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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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와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게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편리와 안락함을

주고 포장과 보관의 문제도 효과적으로 처리한 디자인

우리는 에스팬다이어리 (F.M.Esfandiary)가 

발표한 '상익주의자(上翼主義者 : Up- 
Wingers)7)에서 예언한 미래 사회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알빈 토플러 (Alvin 
To田er)가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 (Future 

Shock)，에서 지적했던 '던져 버리는 

사회 (The Throw-away Society)”) 나 제품의 

'계획된 폐기 처분(Planned Obsolescence/^ 

등은 그대로 적중했을 뿐 아니라 디자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또한 ^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예언한 미래 사회는 선진국에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해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사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의 

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토플러가 

지적한 대로 제3의 물결을 향하여 서서히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신생 공업국들은 아직도 '제2의 

물결'") 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환경 속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 활동은 주어진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디자인의 근원은 각 

사회와 환경에 기반을 두고 창조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산업 

디자인이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는 개념은 디자인이 미래 지향적이거나 

어떤 특정 제품의 개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디자인 활동은 

일상 생활에 실제로 이용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생활 환경을 더욱 안락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디자인 활동은 그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고 생동감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이 만든 

환경 (man-made environment)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인 특징은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보다 

생활하는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너무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쉽게 망각되어 버린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보다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는 항상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디자인의 영역을 무한히 넓혀 

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물건(생활의 도구)의 

창조를 촉진하는 자극제가 된다.

4)소비 대중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여야 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자인된 물건이 사용되지 않고 실용적인 

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단지 의미 없는 

물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항상 

소비자를 의식하고 소비 대중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현대 개념의 산업 디자인은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 보다 많은 제품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기본 이념에서 

발생했고, '예술 민주화의 이념'에 바탕을 둔 

대중을 위한 생활 수단과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대중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산업 디자인은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가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든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피해를 줄 

때는 그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나아가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도 

의심받게 된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목적을 갖고 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디자이너에 

의해 구상된 결과는 생산 업자를 통해서만 

제품화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항상 생산 

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이란 단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존속과 번영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물론 좋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여 소비 대중에게 제공할 

때 기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소비 대중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디자이너는 생산 

업자와 소비자의 중간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이너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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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제품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반드시 기여해야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소비 대중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한다 해도 항상 생산된 제품 범위내에서만 

구매 대상을 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 대중이 필요한 제품이라도 생산된 

것 이외에는 구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는 그들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디자이너는 소비 대중의 의도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산업 

디자이너가 소비 대중의 대변자라는 차원 높은 

상징적인 신념이 없다면 산업 디자인 분야의 

장래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이너들은 소비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반드시 대중과 훌륭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연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들이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대중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찾는 

첩경이 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디자이너와 어떤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서 

구매되고 사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 대중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디자이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이 디자이너로 하여금 소비 대중과 

밀착하게 만들고 소비 패턴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도록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이 소비 대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계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 계층은 

남녀노소로 구분될 수 있고 또한 경제 상태에 

따라 소비 패턴이 천차 만별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우기 제품은 실용적인 목적 외에 

개인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는 

심리적인 대상물이나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없이 

수행된 디자인은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대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항상 소비 대중을 

의식하고 디자인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소비 양상을 정확히 예측할 때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비 대중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약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은 

디자이너가 아무리 독창적으로 디자인 하려고 

해도 그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디자인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거나 

통제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산업 디자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구체화된 

조형적 실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디자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개발하기 전에 예상되는 

제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제약은 이와 같이 디자인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사항들로서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자질이나 사명감이 부족할 때는 개발되기 

어렵다. 즉, 디자인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업무를 추진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산업 디자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자주 실패하거나 또는 불량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디자이너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시스템과 기자재를 

이용한다 해도 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인 

창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디자인 개발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날 산업 디자인 교육의 문제와 

실무 디자이너들의 재교육 문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결국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배출하고 끊임 없는 자질 향상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거나 또는 

독과점 상품이나 전매품 같이 경쟁 대상이 

없을 때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약화되기 쉽다. 기업측에서 보면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려기 보다는 이익이 보장되는 한 현존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극히 일부분을 주기적으로 

변경시켜 판매하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제품이라고간주할 수 없는것으로서 

기존 제품을 일부 수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막대한 

제약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공산주의 사회는 

사유 제산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과 같은 상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유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디자인은 디자인할 대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고 해결하여 새로운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임무라고 

볼 때 디자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대중을 

획일화하려는 상황에서는 디자인될 

대상물마저 통제되기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공산권의 국가들이 자유 세계 

국가들보다 디자인 분야가 낙후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세째, 독창적인 다자인 개발은 과학 기술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품은 과학 기술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과학 기술이 낙후된 

상황에서는 산업 디자인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 디자인의 

발달 과정을 살펴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산업 혁명 이후 모든 산업 활동은 과학 

기술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산업 디자인도 

과학 기술을 배경으로 한 기능 제일주의로 

발전되어 왔다. 호레이쇼 그리노프(Horatio 

Greenough: 1805〜1852)는 “미는 기능의 

약속이다(Beauty as the Promise of 

Function)" ⑶라고 기능을 찬미하였고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 1856〜1924)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s)” ㈤라고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오늘날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제품을 개발할 

때 과학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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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을 두는 경향이 팽배하지만 제품은 

기능과 형태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발전 없이는 훌륭한 제품의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기능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형태는 

기능적인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형태와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 

기술은 디자이너가 구상한 디자인 대상물을 

조형적 실체로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디자이너는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과학 기술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오늘의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산업 디자인은 과학 기술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만일 디자이너가 과학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디자인을 구상했을 

때는 단지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과학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산업 디자인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환경, 문화적인 배경, 행동 유형이나 관습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디자인에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디자인 개발에 근본적인 제약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계속〕

註

① Nigel Cross, Design Method and Scientific 
Method, Design:Science: Method, Ed. Robin Jacques, 
Westbury House, England, 1981, P.18—19

(2)Industrial Design at Syracuse University, Manual 
for Department of Design, 1974.
③ John F. Pile, Design-Purpose, form and meaning. 

The University of Mass. Press, AmhestJ 979. P. 21 —22
④제품 개발에 있어서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엔지니어링 디자인(Engineering Design)은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어떤 역학적인 구조, 기계 또는 시스템에 

한하여 최대의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이미 설정된 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가학 원리, 기술 정보 그리고 

창의력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산업 디자인은 인간과 

제품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면서 

인간을 위해 기술적, 사회적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은 외관을 이루는 형태와 내부 구조를 

이루는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 디자인가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고 표현하여 제품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품은 기능에 의해서 

형태가 창조될 수도 있지만 형태에 의해 기능이 

창조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결국 산업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하게 되며, 두 분야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융화됐을 때 보다 훌륭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⑤ 1851년 영국의 산업 발전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대산업 박람회는 오늘날 

산업박람회(Expos巾on. Expo)의 효시가 된다. 

죠셉 팩스톤(Joseph Paxton)이 설계하였던 수정궁은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궁 박람회라고도 한다. 실질적인 박람회의 발안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시bert) 公이었다. 

박람회의 건물로 세워졌던 수정궁은 철과 유리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 새로운 양식을 예견하는 

것으로 상징되었고, 또 이 수정궁 속에 출품되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제품의 형태와 그 질은 기계 시대를 

의미하는 바로 그것으로서의 의의를 가졌다. 많은 

관람자들은 이것이야 말로 살아 있는 산업 백가 

사전이라고 말했고, 빅토리아 여왕 자신도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홍미를 느끼고 인간 정신의 위대한 

찬미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다. 새 시대의 기계 

문명의 발전을 과시한 박람회는 영국뿐만 아니라 그 후 

다른 나라에서도 개최되었다. 1876년의 필라델피아 

백년제(Centenial Exposition in Philadelphia:The 
Philadelphia Exhibition of 1876)와 1878년의 

파리 대박람회(Paris Exposition), 1893년의 세계 

만국 박람회(World's Columbia Exposition) 등은 

기능으로부터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였던 산 증거였다. 

수정궁 박람회는 The Society of Arts(지금은 The 
Royal Society of Arts)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정 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P.129-131).
⑥이 재국,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이너一기능과 

역할, 월간 디자인 5월호 1982, P.90.
⑦상익주의(上翼主義 : Up-Wing)는 탈(脱) 우와 

좌一탈 보수, 자유, 인습, 급진적인 새로운 철학적인 

돌파, 즉 탈실존주의를뜻한다. 상( 上)은 진화와 

역사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범천체(汎天体)와 풍요 그리고 육체적인 불사(不死)와 

우주 지역 사회와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상은 

이데올로기적인 돌파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성공적인 의식, 즉 낙천주의로서 죄악감에서 

해방되고, 수치에서 벗어나고, 자아 부인( 自我否認)에서 

해방된 것이다. 상익주의자들은 아무 것도 체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풀지 못할 인간 문제가 없으며 

달성하지 못할 목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에 관한 연구는 낙천주의-풍요-우주주의一 

불사(不死)인 것이다. (김 희덕 편저, 가치관의 대전환,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P.231)
⑧ 던져 버리는 사회(Things;The Throw-away 

Society)란 고도로 발전된 산업 사회에서 특징지워지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즉, 이것은 제품의 영속성이 

결여되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요즈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턴트 문화(instant culture)'로 

대변될 수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일회용'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예는 인스턴트 

식품(instant food)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제품이 

영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특히 장인에 의한 수공예품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이와 같은 개념은 변화되었으며, 제품도 

일시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알빈 토플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문제도 영속적인 개념에서 반드시 

일시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T1 두루 발전된 기술은 기존 제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둘째,『도루 발전된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품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세째,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품의 일시적인 풍조를 만연시켜 

'던져버리는 문화'를 조성시켰고, 제품의 생산가 소비에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되었다. 또한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면 될수록,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제품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욱더 

짧아질 것이다. (Alvin Toff I er. Future Shock, P57 〜 58)
⑨ 제품의 계획적인 폐기 처분은 던져버리는 사회와 

일맥 상통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현재 산업 사회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폐기 처분은 

제품이 망가지거나 기존의 것보다 훨씬 좋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거나 또는 소비 대중이 새로운 것을 원할 

때 발생하게 돈)다. 그러나 제품의 계획적인 폐기 처분은 

의도적으로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타이어와 차체가 망가지게 된다. 현재의 

과학 기술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와 

부식되지 않는 차체를 먄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동차 회사는 더 이상 회사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제품은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며, 이러한 

주기는 소비 대중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고, 또는 소비 

대중의 요구와 관계 없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을 정하게 된다. 우리는 후자의 

경우를 제품의 계획적인 폐기 처분이라고 부른다.

⑩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은 알빈 토플러가 

지은 저서의 이름이며 미래의 사회 유형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주 시대(Space Age), 정보화 

시대(Information Age), 탈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초산업 사회(Super Industrial Society), 
기술 전자 공학 A|c||(Technetronic Society), 가학 기술 

혁명 A|c||( Scientific Technological Rovolution, S.T.R.) 
등으로 불려지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제3의 물결은 기존의 가족 관계, 경제 기반, 정치 

체제 그리고 가치 체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낡은 권력에 도전하고, 현대 사회의 

엘리트의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도 도전하며, 미래에 

전개될 중요한 권력 투쟁의 배경을 이룬다. 이 물결로 

해서 창출되는 새 문명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산업 중심 

주의가 이룩해 놓은 문명과는 다르며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지하는 동시에 반산업주의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제3의 물결은 전혀 새로운 생활 양식, 가족 제도, 

학교와 기업, 헁동 규범 등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 새 

문명은 독자적 세계관을 통하여 시간, 공간, 논리 그리고 

인간 관계에 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토풀러는 제3의 물결은 I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이미 

서서히 밀어 닥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⑪ 제2의 물결(The Second Wave)은 토플러가 지은 

제3의 물결'에서 현대의 산업 사회를 뜻하는 용어이다. 

제2의 물결은 산업 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출현했으며,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6개의 원칙으로 성립된다. 

즉 산업 사회는 규격화(Standardization), 
분업화(Specialization), 동시화(Synchronization), 
집중화(Concentration), 극대화(Maximization), 
중앙 집권화(Contralization)의 원칙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 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몇몇 신흥 공업국들은 아직도 

제2의 물결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사회 환경은 당연히 제2의 

물결 속에서 특징을 이루며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근거가 제2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짐은 물론 모든 생산, 분배, 소비 활동도 제2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대량 분배(Mass-Distribution), 대량 

소비(Mass-Consumption)와 같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 디자이너는 당연히 제2의 물결에 

편승한 사회 현상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시대 상황에 

부합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⑫호레이쇼 그리노프는 미국의 신고전주의 

조각가이며 현대 기능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모든 기계 제품은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성립되고, 

정확성의 특질을 갖는다고 믿고 기능을 예찬하였다. 

즉 그는 ••미는 기능의 약속이며(Beauty as the 
Promise of Function), 기능의 표현이 행동이며(Action 
as the Presence of Function), 기능의 기록이 

특성이다(Character as the Record of Function)"라고 

기능 제일주의 이론을 피력하여 루이스 설리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루이스 설리반은 미국의 건축가이며 파리의 

Ecole des Beau-Arts에시 수학했다. 휘트맨 

듀이(Whitemen Dewey),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nght)도 그의 밑에서 연구했다. 

그리노프의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이 사상은 당시 모든 디자인 분야와 

가정에 지주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모든 

디자인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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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정보

일본 G•마크 선정 제도와1983년도 수상작 I

일본은 1957년부터 굿 디자인(Good 
Design)제품을 선정하여 G•마크(G・ 
Mark)를 수여함으로써 산업 디쟈인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G•마크 선정 제도는 일본의 산업 

디자인 진흥 기관, 산업계, 그리고 

교육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1983년도부터는 외국 제품도 출품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제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본지에서는 G마크 선정 제도의 

실체와 1983년도 수상작을 2회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굿 

디자인 선정 제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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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 출품 및 선정 현황

범주

출품

제1차 심사

기권

제2차 심사(실격)

최종 선정

입섬
공업소유권 

점검
품질 검사

회사수 제품수 화사수 제풍수 회사수 제품수 화사수 제품수 회사수 제품수

기계-1 24 619 22 258 2 2 4 7 21 245
기계-H 31 508 17 145 3 3 3 5 17 134
기계 TH 68 396 34 116 0 0 6 4 32 106
기계 N 34 175 22 79 1 1 1 2 21 75

가구 및 가정용품 63 가 59 28 125 0 0 4 4 27 117

일반 제품 T 58 303 24 79 1 3 2 0 22 74
알반 제품-II 63 279 18 49 0 0 7 2 16/ 40
섬유 제품 25 234 19 95 0 0 0 32 17 63

통계

실수효 

291 
총수효

366

2973

실수효

144
총수효

184

946 7 9 27 56

실수효 

139 
총수효

173

854

G-마크 제품 수효의 변화 도표(1957〜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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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는 곧 '굿 디자인 마크'로서 일본 

통상산업성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이 매년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디자인이 잘된 것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명예로운 마크이다. 출품된 선정 

대상 제품은 제품의 독창성, 미적 소구력, 

조작의 편이성, 내구성, 안전성과 편이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 산업 디자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는 이 賞은 

영국의「디자인 카운슬賞」, 서독의 연방 

디자인상인 구테 포름(Bundespreis Gute Form), 

이탈리아의 콤파소 드오르(Compasso d' Oro) 

와 필적할 만한 것이다.

1957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G-마크 제도는 일반 소비 대중과 생산 업자 

및 유통 업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제품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83년에는 이 마크를 얻기 위해 총 

2,9乃점의 각종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에서 857점이 G-마크 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G-마크 제품 중에서 특히 

수준이 높은 것들은 특별상을 받았다.

1983년도 출품된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과는 달리 제품의 심리적인 효과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는 점이다• 즉, 

“간결한 것이 최선이다｛Simple is best)”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제품의 기능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제품 디자인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1983년에는 일본 제품이나 외국 

제품의 구별을 없애고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즉, 출품을 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종전처럼 일본의 수입상을 통해야만 

했던 번거로움 없이 직접 일본 산업 디자인 

진흥회 (JIDPO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로 출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이유 

때문에 외국 제품이 출품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외국 대사관과 기업체로부터의 

문의가 쇄도했었다는 사실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통상산업성과 

일본 산업디자인 진홍회에서는 19明년부터는 

보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G-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공모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1983년도 우수상 수상 

제품에 대한 소개이다.

최우수상 캐논사가 개발한 카메라 'T-50'

1•제품 계획의 배경

1976년 일안 렌즈 반사 자동 노출 

카메 라(Single Lens Reflex Auto Exposure 

Camera) 인 'AE-1'이 개발되어 시판되기 

시작하자 카메라 시장에는 커다란 변혁이 

불어닥쳤다. 이 카메라는 아마추어는 물론 

전문 사진 작가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음으로써 높은 매상고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이 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아주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추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경향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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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토 포커스(Aut。 

Focus) 장치가 부착된 컴팩트한 크기의 완전 

자동 카메라가 출현됨으로써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카메라는 복잡하고 섬세한 카메라 

조작법에 미숙한 노인층과 여성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게 되었다.

완전 자동 카메라의 수요가 늘어나고 

보급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일안 렌즈 반사 

장치를 활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찍거나, 취향에 맞는 사진 또는 야생화를 

클로즈업 (Close-up)시켜 촬영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자 층도 두꺼워져 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가 개발되었지만 성공을 

거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없었으므로 초보자들이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는 크고 다루기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을 

겨냥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되고 디자인된 것이 바로 叮-50'이다.

2• 제품 개발의 목표

컴팩트한 완전 자동 카메라와 같이 

다루기가 쉽고,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와 

같은 성능을 갖는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하려는 기본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선정되었다.

⑴아주 다루기 쉬운 완전 자동 카메라이어야만 

한匚卜.

스트로보 후랫쉬가 포함된 프로그램 AE, 

광각의 기능을 갖춘 극도로 컴팩트한 

줌렌즈(Zxm Lenz)의 표준화된 기능이 

첨가되었다.

⑵기술 혁신에 의한 완전 자동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컴팩트하고 가벼우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완전 자동 카메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특히 에너지 

절약형으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UM-3 셀(cell)을 전원으로 

사용하였다. 자동화되면서도 작고, 가볍고 

저렴한 제품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합리적인 생산 방법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⑶전통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한 전혀 

새로운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 카메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완전 자동 카메라로서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3. 디자인 포인트

「50카메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디자인 포인트가 설정되었다.

⑴완전 자동 일안 렌즈 복사 카메라라는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⑵손으로 잡기 쉽고, 눈으로 관찰하기 쉬워야만 

한다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조작에 촛점을 맞추어 

인간의 감지 요소를 충분히 배려한 진보적인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첫번째 포인트를 달성시키기 위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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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해 놓은 것과 

같은 기존 제품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는 점에 촛점이 모아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고 검은 손잡이가 채용되었고, 보다 

폭넓은 기능을 갖춘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얇은 뚜껑 대신 부착시킨 L-자형 

부품들이 평평하고 간결한 이미지로 배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윗덮개와 앞부분이 

어두운 청회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전체 구조가 개발되었다. 오각 프리즘(Penta 

Prism) 앞에 비스듬하게 경사진 부분에 배치된 

그래픽적으로 처리된 브랜드와 모델명 등이 

암청회색과 조화를 이루며 가볍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카메라와 함께 시장에 소개된 스트로보 

244T 디자인에서는 적외선에 의한 프리 

라이팅(Pre-Lighting)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붉은색 판넬이 활용되었다.

두번째 포인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고무를 손잡이와 촬영시 눈이 닿는 

부분에 부착시켜 사용시 촉감을 부드럽게 

하고, 몸체와 한 덩어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고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한 

눈으로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4•기술적 포인트

「5。을 개발할 때 카메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된 포인트는 

전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거친 결과, 

종전의 전지보다 약 반 정도의 크기를 갖는 

두 개의 UM-3 전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높은 용량의 마이크로 모터와 하중이 

가벼운 EMAS，시더를 개발한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초보자들이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A-E, 적외선의 프리 

라이팅을 위한 프로그램 스트로보 AE 등을 

도입시킴으로써 이전까지 조작하기 힘들던 

부분들이 모두 자동화되었다.

또한 극초미니형인 芬70줌 렌즈의 개발과 

함께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몸체(Body)를 만들 수 있도록 고도로 정교한 

모울딩 기술과 와인더를 내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쉽게 상상하기 힘든 

기능과 구조를 갖춘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5. 분배와 시장, 미래의 양산을 위한 포인트 

프로그램 AE, 와인더, 줌 렌즈로 대표되는 

카메라인「50의 탁월한 특성을 보다 더 

인상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叮 유형' 

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또한 광고 

문단의 내용도 “간단한 줌과 즐길만한 카메라 

(Simplicity Zoom and Enjoyable)”라고 요약이 

됨으로써 종전의 카메라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완전하게 해 결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라는 

특성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는 매월 3만대 정도를 팔았지만, 

현재는 매월 4만대를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여건은 계속 호전되고 

있다. 그것은 이 카메라의 개발이 일안 렌즈 

반사 카메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수요의 증가와 판매고의 

증대를 감안해 볼 때「50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캐논사 제공)

기계니 부문 우수상 수상 제품 소니사의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WM-F5'

SPORTS

'WM-F5'는 옥외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소비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완전 방수 처리가 된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이다. 또한 이 

제품은 FM 튜너를 내장하고 있는 획기적인 

신제품이다.

1 . 제품 계획의 배경

1979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소개된 이후 

워크맨(Walkman)，은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옥외용 오디오 제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헤드폰 오디오，의 시장을 

개척하여 확고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이와 

힘께 헤드폰 오디오의 시장도 다변화되어 

갔고 이런 배경 속에서 스포츠나 레저와 

같이 과격한 활동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2. 제품 개발의 목표

완전 방수라는 기본 개념을 성취시키기 

위해 휴대하기에 불편하게 되거나 음질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워크맨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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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이다. 'WM-F5,를 

기획하고 개발함에 있어서는 완전 방수는 

물론 크기도 카세트 케이스 두 개 정도一 

말하자면 WM-2와 같은一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수준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좋은 

음질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FM 튜너를 

부착시킴으로써 활동적인 음악팬들의 

기호에도 부합될 수 있게 계획되었다.

3. 디자인 포인트

이 제품의 디자인에서는 海上스포츠는 

물론 스키나 스케이팅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색채에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금속성 

색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대신 

이제까지 오디오 제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노랑과 하늘색과 같은 플라스틱 자체의 

색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색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같이 발랄한 외부의 색깔과 

기능적인 부위에 부착된 고무 패킹(Rubber 

Packing)의 검정색과의 대조는 스포츠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의 

유지를 가능케 해주었다.

4• 기술적인 포인트

완전 방수라는 특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몸체와 연결되는 고무 패킹은 애프터 

서비스(AfterSale Serving) 포인트의 관점에서 

아주 세심하게 연구되었다. 또한 카세트를 

안전하게 끼워두기 위해 에어 버클(加 

Buckle)이 개발되었으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귀에 

꽂는 리시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한 구조가 연구되었다. 바닷물이나 

모래가 들어갔을 때는 담수로 씻는 

것만으로도 좋은 음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5• 분배와 시장, 미래의 양산을 위한 포인트 

이 제품의 개념은 주로 활동적이며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잡지나 스포츠 잡지가 주요 광고 

매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여름철의 본격적인 

성수기에 대비하여 '해변에서(On the Beach)，와 

，오키나와，라는 귀여운 별명이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인쇄되어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기가 무섭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났고 아주 호평을 

받게 됨에 따라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른 잡지에서도 이 새로운 제품 

소개에 앞장을 서기에 이르렀다• (소니사 

제공)

기계TI 부문 우수상 수상 제품 샤프사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R-527R(wy

1• 제품 계획의 배경

I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최초로 전자 오븐을 

개발하여 시판해 온 샤프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일 기능 

렌지, 그릴 오븐 렌지, 센서 오븐 등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쌓아온 제품 개발 경험과 렌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조리 생활(Individual

Cooking Life)을 영위하기 위해 적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아주 간결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단일 기능을 갖춘 전자 렌지 

R-527이다.

2• 제품 개발의 목표

이 오븐은 렌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설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전력 소비가 적고, 

컴팩트하고 가벼우며 유지가 간편한 독특한 

기능을 갖춘 오븐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26 산업디자인 73,1984/4



3. 디자인 포인트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에 

부합되며 실용적이어야만 한다는 특성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곧, 

보다 인간적이며 주변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강한 개성을 풍기는 제품을 

기호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즉, 이 새로운 제품은 

전자 렌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 주부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조리 용구로서 방안의 실내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데 촛점이 

모아졌다. 색채 계획에서도 방안의 

분위기와의 조화를 위해 흰색과 와인색이 

주조를 이룬 두 가지 조합이 채택되었다.

또한 작동을 위한 심볼과 메뉴를 표현한 

표시들이 배치된 판넬도 읽기 쉽게 확대가 

되었으며, 손잡이와 버튼 등은 평평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븐의 내부도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기타 

주의 사항 등과 같은 것들도 모두 안전과 

청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체의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4•기술적인 포인트

제품 계획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과 고도의 

효율성, 기능의 완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오븐의 내부는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실리콘과 불소가 함유된 도료로 마감 처리가 

되었다.

턴 테이블은 중심축에 지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평함을 최대한도로 유지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웨이브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굽는 오븐의 

장치가 응용되었고, 새로운 동력 공급 

시스템의 개발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계속） 

（샤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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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기원

로래인 와일드

미국근대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첫세대들은 

예술 건축 기술 과학 3리고 상업에 

대한 정열과 희망에 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인쇄업과 상업 예술에 대한 한정된 영역 

을 설정하였다.

현대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오늘날 그들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치가 인쇄된 의사 

전달물들의 디자인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언어들을 창안한,1909년에서 1930년에 걸친 

유럽 아방가르드 (avant-g으rde) 예술가들과 

디자이너의 업적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창안자들一엘 리치스키(되 Ussitzky), 쟝 

티치촐드(Tschichold), 라즐로 모홀리나기 (Laszlo 

Moholy-Nagy), A.M. 카산드르(Cassandre), 피트 

쯔바르트(Piet Zwart) 등一은 인쇄를 위한 

전통적인 디자인에의 신뢰에 도전하는 기본 

원리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인쇄 

디자인은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저통 그 자체를 위한 전통은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견해로는 인쇄물의 

형태는 그것의 인쇄 과정을 반영해야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기계적인 식자 

과정의 자연스런 확장으로 애시매트릭 

(assymetric) 글자체를 선호하였다. 그들은 

추상적인 심볼들과 굵은 산세리 프(sans- 

serif) 글자체를 기계 시대를 가속화 시키는 데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인쇄물의 구성은 필름과 같이 생동감과 

스피드, 리듬, 대조 그리고 운동감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상들은 유럽, 특히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들에 확장되었는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대중적인 모더니즘인 아트 

데코(Art Deco)와 함께 광고계와 출판계에도 

스며 들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광고 업자와 출판 업자들에게 

서서히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카피(copy : 광고 

문안)가 시각 디자인보다 더욱 효과적인 판매 

수단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각적 실험을 통해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모험을 꺼려 했다. 그와 같은 시기에 미국의 

'상업 미술가'들은 근대 유럽의 그래픽 

디자인을 책과 잡지들을 통해 배웠는데, 

그것들 중에 써클(Circle:the International 

Survey of Constructivist Art)은벤 니콜슨(Ben 

Nicholson)에 의해 편집되어 1931년 런던에서 

출판되었는데, 티치촐드의 글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잡지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써클은 'Gebrauchsgraphik，(베르린에서 

출판),'Commercial Art and Industry'(런던), 

'Arts et Metiers Graphiques'(프랑스) 그리고 

'Advertising Arts'(뉴욕) 등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근대 유럽의 

그래픽 작품을 비평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잡지이다.

1930년대에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이 

나빠짐에 따라 많은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개념을 가르쳤다. 

대중들은 수용적이었으며 광고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발전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었다. 더우기 1913년 아모리 쇼 

(Armory Show) 이래의 근대 미술에 대해 

알고 있는 대중에겐 근대 디자인의 형태들이 

아주 이국적이지는 않았다.

유럽 사람들에게 미국은 역사와 전통의 

견제에서 벗어난 자유의 광장이었다•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성공적이거나 팔릴 수만 있으면 

허용되었다• 그들이 미국에서 만든 많은 

작품들이 그들이 1920년대에 유럽에서 만들던 

실험적인 작품보다 더욱 실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미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유럽인들의 작품들과 

달랐다. 미국인들은 훨씬 덜 이론적이었으며, 

미국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적인 양상들에 덜 

매료당했다.

근대의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은 

1934년에서 1958년까지 '하퍼의 바자(Harper's

Bazaar)，의 아트디렉터였던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Alexey Brodovich)에 의해 미국 

잡지 디자인에서 실행되었다. 1930년에 미국에 

브로도비치가 도착하기 이전에 그는 

파리에서 무대 디자이너와 백화점을 위한 

선전 광고 디렉터로 일했다. 그는 훼르난드 

레제 (Fernand Leger), 맨 레이 (Man Ray), 르 

꼬르뷔제 (Le Corbusier) 그리고 카산드르 

(Cassandre) 등과 친분이 있었다.

'하퍼와 바자，에서의 그의 작품은 

근대주의자들이 보다 대조가 큰 작품을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가 횐 

여백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과 극적인 

연출을 구사한 것은 사진에 드라마의 과장된 

느낌을 부여했다. 브로도비치의 레이아웃은 

거의 구성적이었으며 그의 친구인 레제의 

순수 회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사진들의 일련의 배열들은 파리에 있는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당시에 추구했던 

영화의 실험적인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여백과 운동감의 감각은 그의 

타이포그래피의 정교한 세부 묘사들로 

균형을 이룬다.

대부분의 출판물들에서 브로도비치는 4가지 

다른 글씨체를 사용했는데, 보도니(Bodoni), 

타이프라이터 (Typewriter), 스텐실체 (Stencil 

face) 그리고 필기체(Handwritten) 등으로 

각각 다른 것들이었다. 글씨체의 성격은 

카피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지곤 했다. 예를 

들어 광고에 관한 기사는 손으로 쓴 

글씨체로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브로도비치는 하잘 것 없는 카피에 

아이러니한 특징을 첨가시키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글씨체를 대담하게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기대에 도전하기도 한다. 

다다이스트(Dadaist)나 구체파 시인들처럼 

그는 내용을 분석하는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는 타이포그래피의 

라인을 배열함에 있어 사진에서 드레스의 

선을 흉내내어 배열했다. 타이포그래피는 

드레스를 사진처럼 명료하게 묘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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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브로도비치는 작품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적으로 하여 다른 미국 잡지들,

주었다. 하퍼의 바자(Harper's Bazaar)의 표지와 

포트폴리오(Portf이io)의 광고이다.

즉 라이프(Life)나 룩(Look) 같은 잡지들에 영향을

사실상 독자들에게 드레스의 이미지를 

고조시켰다. 내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예견할 수 없게 디자인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잡지를 디자인하여 

브로도비치는 아트 디렉터가 창조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편집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퍼의 바자^서 그의 

작품은 다른 잡지들, 특히 '라이프(Life)，나 

，룩(Look)，의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쳤다. 

'스윗트의 카탈로그 서비스(Sweet's Catalog 

Service)，를 위한 1%0년대 초기의 라디스라브 

수트나(Ladislav Sutnar)의 작품은 급진적인 

것은 브로도비치의 '하퍼의 바자'와 

마찬가지이나 시각적으로는 덜 매력적임을 

엿볼 수 있다. 수트나는 

체코슬로바키 아인으로서 구성 파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픽, 전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일했으며 디자인 교육자로서도 

활동했다. 그는 1939년에 세계 만국 박람회에 

체코관을 디자인하기 위해 미국에 왔으나 

전쟁 때문에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년에 건설 산업을 위한 

제품들의 카탈로그인 '스윗트 화일(Sweet's 

File)，의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스윗트 화일은 

플라스틱, 에어컨디셔닝, 전자 부문들의 

새로운 제품들이 소개됨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게 되었으며, 화일에서 화일로 전해진 

무질서한 타이포그래피들은 새로운 정보를 

모두 조직화하기에 부적합했다.

'기계 시대 의 타이포그래피 애시매트릭체를 

위한 쟝 티치촐드의 지침은 수트나의 접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통적인 세리프 

글자체를 포기했고 대신에 다른 퓨투라 

(Futura)체를 사용하여 정보의 다른 단계를 

돋보이게 했다(퓨투라는 Paul Renner에 의해 

1925년에 디자인 되었고, 마치 Helvetica체가 

30년 뒤에 사용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산세리프체 중의 하나다)• 수트나는 

시간표, 데이터 챠트, 인덱스들의 

재디자인이나 단순화에 그의 정열을 쏟았다. 

그는 카피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스위트의 

편집자를 도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리했다. 그는 머릿글, 소머릿글, 게시, 

그리고 정보 체계를 지시하는 다른 

고안물들의 지속적인 기준들을 정립했다. 

산업 제품들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들은 

솔직하게 순수한 시각적 정보로 사용되었다. 

수트나에 의해 재디자인된 스위트 화일은 

인쇄물 중에 가장 변변치 못한 것에도 

통일성과 우아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국경을 건너 여러 

나라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이러한 직업인들에 의해 근대 

타이포그래피의 수용을 더욱 진보시켰다. 

수트나는 많은 책들을 출판했는데(카탈로그 

디자인 프로그래스 : 1950년, 구매 시점에서의 

디자인 : 1952년, 패키지 디자인 : 1953년 등), 

그 책들에서 그는 디자인에 관한 그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는 근대의 그래픽 디자인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사 전달물의 

확산된 영역을 위한 완벽한 시각적 

문법(visual grammar)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근대 디자인을 직선적인 기능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옹호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서 필수 불가결한 

단계인 근대 디자인을 위한 각 케이스별 

논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독일 태생의 윌 버튼(Will Burtin)이 

1%5년에서 1%8년까지 아트 디렉터로 있으며 

디자인한 포춘 잡지 (Fortune Magazine)에서는 

기계 시대의 근대주의자들의 신념과 2차 대전 

후의 미국 낙관주의를 엿볼 수 있었다. 

버튼은 일러스트레이션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기능주의자들의 글자체에 대한 

자세와 절충시켰다. 그는 잡지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영향력과 교양을 갖춘 

사업가들인 그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에 그들이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브로도비치의 '하퍼의 바자'와는 달리 

버튼의 타이포그래피는 극도로 단순했다. 

그는 전통적인 세리프체를 전반적으로 

사용했으며(겨우 몇 군데에만 퓨투라와 같은 

산세리프체를 썼다), 글자체를 통해 

잡지의 내용을 결정지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브로도비치는 그의 잡지에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를 더욱 

자유롭게 활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타이포그래피를 선별하여 연속적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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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버튼은 혁신적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고전적인 

세리프체를 포춘, 스코우프, 바살리우스를 위한 그의 

디자인에서 잘 조화시켰다. 컨테이너 회사를 위한 광고:

조오지 케페스（왼쪽）와 허버트 베이어（가운데와 

오른쪽）는 그들의 바우하우스 동료인 라즐로 

모홀리나기의 방법으로 포토그램과 꼴라쥬 기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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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차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판매용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했다. 포춘 

잡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버튼은 문자를 보다 적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일러스트레 이션들은 

버튼의 지휘 아래 허버트 베이어(Herbert 

Bayer), 사울 스타인버그(Saul Steinberg) 

그리고 라디슬라브 수트나 등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작되었고 그들 

중 많은 작품들은 새로운 테크닉, 즉 

꼴라쥬 (collage), 사진 몽타쥬 (photomontage), 

에어브러쉬 (airbrushing) 등 미국에서 

아직 혼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었다. 형태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에 보다 가까운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들은 새로운 개념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서로 다른 여러 곳으로부터 

얻은 요소들을 합성시킨 것이었다. 

이미지들의 섞이지 않은 부분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재회전되었고 

사람들은 상업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활력을 가하게 되었다.

아마도 예술이 이곳에서 쉽게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강력하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근대 

디자인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접근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근대 디자인이 기계 시대의 적합한 

표현이라는 믿음은 라즐로 모흘리나기에 

의해 처음에는 바우하우스에서, 그리고 그 후 

1930년대 중반의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 

대학의 부설이 된 뉴바우하우스에서 

발생하였다. 모홀리의 두 동료로 지오르지 

케페스(Gyorgy Kepes)와 허버트 베이어가 

있는데,그들은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과학과 

기술에 연결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근대 그래픽 디자인의 

성격을 대표하는 실지 훈련의 원리들이 과학 

진보의 성장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근대 그래픽 디자인이 진보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물론 그래픽 디자인을 비즈니스, 과학 그리고 

기술들과 관련을 맺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힘들의 권위를 통해 디자인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했다. 예술과 미학적 한계를 넘어선 

그래픽 디자인의 신장에 의해 그들은 지적인 

고객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미국 비즈니스계의 

시각 언어로 근대 그래픽 디자인이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직업 그 자체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인쇄와 전시 디자인을 위한 작업예서 

베이어와 케페스(베이어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미국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했고, 케페스도 

역시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하다 시각적 연구를 

위해 MIT로 갔다)는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른 것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보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천문학, 공학, 의학으로부터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포토그램과 꼴라쥬를 

사용하였다•그러나합리주의적 기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우아한 시각 디자인 작품 

제작을 방해하였다.

주로 '하퍼의 바자에서 보인 사진 

작품들과 1936년 미국에 온 이후의 

출판물들에 의해 이름이 알려진 허버트 

매터 (Herbert Matter) 또한 근대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했다. 매터는 

티치 촐드와 모홀리나기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아이디어를 풍부한 상상력과 그가 

1920년대에 공부했던 프랑스 순수 화가들의 

일러스트적 자유에 의해 종합시켰다. 

'아키텍추럴 포름(Architectural Forum)'의 

부록인 플러스(Phis)를 위한 그의 디자인, 

그리고 컨테이너 회사와 놀 가구사｛Knoll 

Furniture)를 위한 그의 광고는 매우 활기찬 

구성으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심볼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들을 병렬시켰다. 그의 그림들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데, 이미지 배합의 기지와 

기습적인 시도는 독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매터는 마음 속에 다다이스트 정신을 지닌 

직관적인 디자이너이며 비록 그의 구성들이 

시각적 현상(움직임의 환상과 화면의 

스피드)의 순수한 사랑에 의해 조절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또한 

독자가 시각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산에 근거를 두었다.

레스터 비올(Lester Beall), 알빈 러스티그 

(Alvin Lustig), 폴 랜드(Paul Rand) 

그리고 브래드버리 톰프슨(Bradbury 
Thompson)들의 작품을 유럽인들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미국인들은 타이포그래피의 

근대적 동향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근대 그래픽 

디자인이 단순히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뜻하고, 

형태와 내용은 상호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또한 그들 나름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럽에서 공부하거나 

유럽의 디자이너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배워서 익혔다. 그들의 

근대주의에 관한 지식은 책들이나 

출판물들로부터 얻었으며, 모든 시각 예술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얻게 

되었다. 근대주의에 관한 그들의 사회 참여는 

다소 고립되긴 했어도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개인적인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예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강력하게 

발표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근대 

디자인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한 

그것을 대중에게 팔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그것은체계화된 움직임의 뒷받침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나무 글씨체 같은 

장식적인 글자체들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가 근대주의에 아무리 깊이 빠진다 

해도 가게 입구, 써커스 포스터들, 

그리고 광고 용지에 쓰인 고전적인 

글씨체들의 힘이 미국인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디자이너들이 근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들을 존중하긴 했어도 그들은 근대 유럽 

작품들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아트 데코의 잔재라고 비평받는 

부담스러운 규율, 그리고 과장된 글씨 등) 

들을 무시했다. 유럽 작품의 표현적 

장식의 결여로 인해 근대 미국의 

타이포그래피는 유럽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경직되게 보인다.

이러한 것은 특히 1930년대에 레스터 

비올의 디자인에서 보여진다. 비올은 1938년 

PM(a printing trade magazine)잡지의 특종 

기사를 위한 레이아웃에서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지 않고 애시메트릭 그리드(asymmetric 

grid) 구성을 사용했다. 제목은 바우하우스의 

전통과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였는데, 그 

기사는 바우하우스 그래픽 디자인이 미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비올은 엘 

리시츠키, 모홀리 나기 그리고 티치촐드 

작품들의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그 기사 

자체의 레이아웃은 보우도니 북 (Bodoni 

Book)처럼 상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기사의 주제를 나타내 주는 

외형적인 단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타이포그래피의 근대주의를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장식과 아트 데코의 과장된 점들과 선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항상 진정한 그래픽 

디자인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다. 많은 

미국 디자이너들은 적당한 그림이나 심볼이 

없는 곳의 장식적인 요소 제공에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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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그 자체에 의존했다. 글자 형태 

고유의 외형적인 만족감은 1%0년대에 알빈 

러스티그의 가장 훌륭한 책 표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가와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러스티그는 수많은 책표지들을 디자인했는데, 

대부분이 제임스 래프린0ames Laughlin)의 

，뉴 디렉션 북(New Direction Book)，과 '눈데이 

프레스(Noonday Press)，를 위한 것들이다. 그 

디자인은 주조된 글자체들의 구성이나 또는 

한 표지에서의 여러 글자체의 대조와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 러스티그는 인쇄공이었다는 

그의 배경이 그로 하여금 글자체의 다양성에 

매료되도록 하였는데,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근대 디자인을 통해 고안된 글자체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주의자들이 산세리프체와 같이 틀에 

박힌 듯한 글자체를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러스티그는 다른 미국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빅토리아 시대의 목재 형태와 같이 

요란스러울 정도로 장식적인 글자체를 

과거로부터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아마 상점문 

앞의 토속적인 글씨들이나 써커스 포스터들 

그리고 광고 용지에 쓰인 글씨들은 아무리 

근대주의에 깊게 빠져들더라도 한꺼번에 

완전히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착안한 것 같다.

폴 랜드는 근대주의 규율에 강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근대 양식 속에서 일한 

또다른 디자이너였다. 이러한 것은 그의 책 

디자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한 예로 

그가 레이아웃한 토마스 만(Thnmas Mann) 이 

지은 법전(The Tables of Low)을 들 수 

있는데, 그 책은 년 알프레드 노프(Alfred 

Knopf)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는 

세리프체를 사용함에 따라 行間이 

가지 런하게 되 었으나 레 이 아웃상에 서는 

명백하게 근대적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책의 

내용과는 보다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글자체 형태의 비례와 책의 여백과의 관계 

그것은 독자에게 모세의 지침을 이해시켜 

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그 레이아웃은 

그 책의 내용을 강조시켰으며 또한 근대 

그래픽 디자인 원리들을 자유롭게 설명한 

훌륭한 사례였다.

1940년대를 통해 폴 랜드의 작품을 

살펴보면 심볼을 활용하지 않은 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흥미 있는 것은 폴 

랜드가 1%0년대 초기에'디렉션(Direction)， 

이라는 미술 잡지를 위해 디자인한 표지 

시리즈이다. 상징적 언어로 꼴라쥬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독자들이 조각들을 

맞추었을 때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독자들의 이러한 능동적인

상,하좌 :허버트 매터는 활동적인 구성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상징적인 수수께끼의 부분들 처럼 사용했다. 

놀을 위한 두개의 광고에서 그러한 기법을 볼 수 있다.

하우 : 근대 유럽 디자인의 표현적 장식의 결여로 미국 

타이포그래피는 다소 경직되거나 꾸밈 없이 보일 수 있다. 

레스터 비올의 PM잡지 표지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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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주의자들이 산세리프체와 같은 틀에 박힌 듯한 

글씨체를 선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알빈 러스티그는

휘말림은 더욱 기억될만한 충격을 줌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디렉션의 표지(Spring,1%3)에서 독자들은 

잉크와 연기로 각기 개성적인 흔적을 남기는 

펜촉과 굴뚝의 동질성에 놀랐다. 그 둘을 

나란히 병렬시킴으로써 '방위 산업체의 

근로자들이 쓴 글'이란 주제를 나타내는 

완벽한 심볼을 제공한다. 디렉션 잡지(1珈년 

4월호)의 헐리우드 넘버(Hollywood Number) 

에서 무희의 다리에서 共鳴되어 오는 

감탄 부호는 쇼맨쉽을 상징화시켰다. 다시 

말해 감탄 부호와 무희의 다리 사이의 

대조와 유사가 동작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제공한다. '디렉션'을 위한 표지들은 

빨리 읽혀진다.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이해하려고 복잡한 실마리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지들은 모두가 단순하지만은 

않다.오히려 상징적 표현의 성공적 사례가 

되는 다양한 연상을 가진 단순한 형태들이 

균형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볼들은 오늘날 근대 그래픽 디자인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이차 세계 

대전 기간과 그 후의 거대한 사회적 

불융합의 결과가 너무 끔찍하게 여겨졌을 때 

유럽과미국의 디자이너들은 사람들간의 

의사 전달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동기는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그들 자신의 이해와 

전후에 발생하는 변화 속에서 시각 예술의 

역할을 위한 정직한 관심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실수 없이 의사 전달을 시켜 주는 

형태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의 이상향적인 

연구는 결국 심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대중들은 추상적인 것에 더욱 익숙해져 가고 

손으로 쓴 고전적인 개성과 빅토리아 시대의 나무 

글자체 그리고 활자로 '주조'한 글자체들을 즐겨 썼다.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근대 예술의 노출의 

결과인 듯 하다. 즉, 디자이너들은 시각적 

규칙의 요소들이나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의 가장 기본적 공동 단위를 위해 

단순화된 형태들의 상징적 가치를 

정착시켰다. 랜드는 그에 대해 그의 저서 

'디자인에의 사고(Thoughts on Design. 1%7)' 

에서 “그것은 디자이너가 긍극적으로 

그의 지각력과 경험으로 터득하는 구체적 

형상이라는 상징적인 측면과 일반인들이 

영위하는 심볼의 세계를 뜻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랜드의 작품보다 유럽 근대 타이포그래피의 

근원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브래드버리 톰프슨(Bradbury Thompson)의 

작품에서 근대주의의 또다른 해석을 볼 수 

있다. 톰프슨은 미래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시를 통해 시험할 때 쓰는 보다 진부한 

표현들로부터 추출한 낱말이나 문장의 형태를 

그림을 창조하기 위해서나 아이디어의 설명을 

위해서 가끔 사용했다. 그는 또한 

모노알파벳(monoalphabet, 1%5)과 알파벳 

26(Alphabet 26,1950)의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의 개혁을 시험했는데, 가독성과 

독해력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기를 배울 때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 능력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알파벳 

개선에 대한 톰프슨의 노력은 허버트 

베이어가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활자 체계를 표준화하고 단순화시키고자 한 

바우하우스에서의 실험과 연관을 맺고 있다. 

1939년 이후에 톰프슨은 '인쇄 업자를 위한 

웨 스트바코 인스피 레 이션 (Westvaco 

Inspirations for Printers)'이라 불리는 일련의 

가정 잡지를 디자인했다. 이 잡지를 위한 

톰프슨의 작업은 거의가 꼴라쥬 테크닉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그의 수련은 자료 

수집과 활용에 대한 능력을 탁월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변형시키기 보다는 원래의 

크기를 교묘히 변화시키거나 또는 대조를 

이루게 병행시키든가 리드미컬한 구성을 

함으로써 구태 의연한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톰프슨이나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의해 이러한 

테크닉은 창조성이 항상 전통적인 예술적 

기술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개념적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런 시기에 유럽과 미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꼴라쥬와 사진 

몽타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근대주의자들이 

손으로 그린 드로윙이나 회화로부터 

기계적으로 이미지를 끌어내기 좋아한 것과 

또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과정 또한 손으로 

무엇을 생산한다기 보다는 선별하고 편집하고 

창조하는 사고력을 가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것이 또한 기계 

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특정된 소수가 아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의 창조는 그 당시 작품들 

대다수의 목표였다. 디자이너에 의해 사용된 

방법들一손으로 그린 이미지, 발전한 

대상물의 꼴라쥬, 사진 몽타주, 주의 깊게 

구성된 사진 제판상의 이미지一은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하면 부적절하게 되는데 

의사 전달을 위한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결과이다. 그 당시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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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 이 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 시 키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고 이런 작품들의 

비문자적인 질인 것이다.

형태 언어는 어린이들의 그림, 초현실 주의, 

원초 예술 추상 표현 주의 등의 많은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들로 

이미지 전달을 위한 접근을 하는데, 

테크놀로지를 향한 쪽과 예술을 향한 쪽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작품들에서 

반복해서 어떤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손은 

마음의 심볼로 사용되었고 그것의 과업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디자이너를 위한 연장들, 즉 T자, 

삼각자, 금속 활자,네거티브 필름같은 것들은 

디자인 작업 과정을 손쉽게 하였다. 느슨하게 

그려진 선들과 형태들은 손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예술적인 기능으로서의 자신감이 

아니고 思考의 증거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자의식이 직업 그 자체의 

성장과 병행하였다.

어떤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손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마음의 

심볼로 사용되곤 한다. 디자이너를 위한 

연장들, 즉 丁자, 삼각자, 금속 활자, 

네거티브 필름같은 것들은 디자인 작업 

과정을 손쉽게 해주었다• 느슨하게 

그려진 선들과 형태들은 손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예술적인 기능으로서의 

자신감이 아니고 思考의 증거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능력에 

맹신하고 있다. 예술은 예술가 그리고 

디자이너들 또는 지적인 대중들을 위해 

내부의 세계를 해결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고 

이런 작품은 냉소주의나 오래된 아이디어로 

부터 자유로워진 미래에 대한 낭만을 

불어넣어 준다.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요망을 

위해 향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런 형식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걸쳐 미국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인 것이다.

미국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출현을 알리는 

징후는 없었지만 앨빈 러스티그와 폴 랜드 

같은 디자이너들은 가끔 근대 디자인이 

대중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관한 것을 썼다.

'디자인의 사고(Thoughts on Design)，에서 

폴 랜드는 근대 디자인이 미적인 것과

위해 상징적 언어로 꼴라쥬 요소들을 사용했다.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기의 디렉션 잡지 표지를 

위한 디자인에서 폴 랜드는 수수께끼같은 구성을 만들기

외형적인 것이 절실할 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인 필요성도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에 

세이커 교도 또는 초기 중국의 예술을 

비교시켰다. 기능적인 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의 광고와 산업 예술의 창조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예술과 생활의 합일화를 

실현시키는 것과 같다. 랜드와 러스티그는 

모두 근대주의자의 예술 이론과 문화와 

교육에 대한 사상을 연결시킨 미국의 철학자 

존 듀우이(John Dewey)에 대해 언급했다. 

듀우이는 사람들이 미와 도덕적 원리를 

발전시 킬 책 임 이 있다고 느꼈고 전통을 위 한 

잘못된 숭배가 진보를 막고 있다고 생 각했다. 

그는 예술가들을 사람들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고 일반적인 문화를 창조하게 해주는 

내외적 실체의 통역자로 규명했다.

러스티그와 랜드는 그들이 새로운 양식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창조성을 

긴급한 문화적인 요구와 통합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랜드는 "근대 디 자인은… 

예술가들의 정신적 능력뿐 아니라 지적, 

감성적 그리고 감정적 능력의 최대로 가능한 

발전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책임에 관한 주제는 러스티그와 랜드의 

에세이 양쪽 모두에서 발견된다. 랜드는 그가 

쓴 몇몇 글을 통해 궁극적인 근대주의의 

수용을 위해서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의 협동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 두 작가들은 모두 시 각 문화의 

창조는 경제 공황과 이차 대전 충격 이후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원동력인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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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시각적인 자료들과 타이포그래피를 능란하게 

활용하여 놀랄만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재창조의 첫걸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전통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재창조되는 

형태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러한 문화적 재창조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러스티그는 그런 자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발명보다는 종합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나 또는 전례 

없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인 선별하는 능력이 더더욱 바람직한 

것이 되었다. 나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새로운 기본 원리들의 어떠한 것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전통과 타협하는 방법을 서서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 

작용에 익숙해질 것이고 따라서 전통에 대해

'인쇄업자를 위한 웨스트바코 인스피레이션'에 실린 

광고이다.

거부 반응을 나타내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될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개방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작품과 환경에 기여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이다• 경계는 

뚜렷했다一새로운 직업이 탄생된 

것이다.

것이다. 우리는 경직된 근대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저지르는 실수(특별한 형태 

자체와 함께 형태의 질을 혼돈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1920년대에 걸쳐 만들어진 유럽 그래픽 

디자인의 위대한 작품들은 바로 그러한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들을 반영한다. 

그러한 작품들은 그런 상황들을 능가하는 

시각적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근대 디자인의 

형태들과 이론들이 미국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근대 그래픽 

디자인의 정치적 이념적 함축성은 미국의 

비즈니스계와 산업계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근대 디자인의 비정치적인 

，미래주의，는 미국 비즈니스맨들의 낭만주의를 

충족시켰고 크게는 사회의 요구들을 

충족시켰다• 근대 디자인이 미국에 소개돰에 

따라 관련있는 분야들, 즉 테크놀로지, 과학, 

예술, 건축 그리고 상업 등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현대 생활의 변화에 따라 그들에게 

직접적인 환경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결심은 원래 단순한 인쇄 

기술의 역할이었던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디자이너들은 더 이상 

그들과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를 그려내는 

사람들이아니다•이처럼 직업이 성숙'힘으로써 

전통적 상업 예술의 좁은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의 관계를 설립했다. 이러한 

디자인 과업의 확대,즉 형태적 묘사로부터 

구체적 환경 개선 그리고 문화적 성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1930년대와 40년대 

그리고 50년대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개방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작품과 환경에 기여하는 

작품을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이다. 경계는 

뚜렷했디一새로운 직업이 탄생된 것이다.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전문 분야의 

계속되는 모든 생명력은 그들의 목표를 

그들의 작품에 뚜렷히 나타낸 첫세대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서 부여 받았다. ■

로래인 와일드

로래인 와일드(Lorraine Wild)는 휴스톤 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쿠퍼 휴잇 

박물관(Cooper-Hewitt Museum)가 다른 기관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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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정보 I

컴퓨터 애니매이션
Computer Animation

델 코우티스

컴퓨터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모형을 

제작하고 볼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처리 과정이 보다 

간단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되어야만 

한다. 크랜스톤 크수리 (Cranston- 
Csuri)라는 회사는 CAD와 애니매이션 

프로그램(animation program)을 

결합시켜 실제로사용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입체적 컴퓨터 영상이 디자이너들이 

바라던 대로 진흙을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영상을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결국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 실현이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수 년 동안 

그 가능성을 증진시켜 왔다. 물론 디자이너들은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조잡한 영상을 만들어 낸 최근의 실험들(아마도 

시기 상조인)에 의해 굳어져 왔다.

그러나 '이상적인'디자인 매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CAD를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오하이오(Ohio)주 콜럼버스(C시umbus)에 

있는 크랜스톤 크수리 (Cranstor-Csuri)사가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처리 과정은 아직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복잡 미묘한 기술적 

문제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해결되고 있다. 

컴퓨터로 분석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 조차 

힘든 일이다. 디자이너는 오토바이의 바퀴 

덮개를 그리는 데 10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컴퓨터 쪽은 입력을 위해 숫자화시키는 데만도 

여러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일단 어떤 

대상물이 결정되어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수록되면 그 형태는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는 이 선행 

목적을 위한 연구 개발의 시간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믿고 있다.

잡지의 겉표지와 일러스트레 이션에서 

나타나듯이 크랜스톤 크수리사는 세련된 

형태와 표면을 지닌 영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CAD와 컴퓨터 애니매이션 프로그램의 

결합이 그 핵심인데 후자는 사진과 같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며, 

CAD는 당연히 입체적인 도안을 만들고 

무게와 부피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준다.

이 제조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찰스 

크수리 (Charles A.Csuri)는 회사의 재원을 

늘여서 건축가와 산업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입체적 

그림은 숫자화되고(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보존하기 위해 디지탈 코드로 바꾸어서) 

컴퓨터는 디자인을 살아 있는 것과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 낸다. 이런 정보 처리 

원리들은 입체적이므로 대상물을 어느 유리한 

위치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정보 처리 원리는 

건물, 조경 그리고 제품의 견고한 모형 제작과 

같은 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나 보다 더 빨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모형보다 더 생동감이 난다. 컴퓨터는 투명한 

것을 포함한 모든 소재를 모의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는 축척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이것은 특히 건물인 경우에 중요하다. 

보는 사람들은 실체와 모형간의 시각상의 

커다란 불균형 때문에 축소된 모형을 보는 

것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컴퓨터로 만든 제시된 디자인의 

필름을 봄으로써 고객은 건물 주위와 안팎을 

돌아 볼 수 있다.

크수리는 이 시스템이 산업 디자이너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것은 디자이너가 

제품을 회전 테이블 판 위에 얹어 놓고 그와 

고객이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더우기 디자이너는 그것의 기본적 

형태뿐 아니라 색깔, 질감 그리고 재질적인 

외관(금속성인지 플라스틱인지, 또는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과 광택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요즈음은 그러한 시스템이 이런 효과를 한 

화면 한 화면씩 애니매이션하는 기술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수 시간 혹은 수 일씩도 

걸린다. 다양한 변화는 미리 계획되어서 

필름이나 테이프에 안배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차 더욱 빠르고 기능이 우수한 컴퓨터가 그 

시스템에 도입되면 보는 사람은 実時間에 

그것들을 전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자이너는 손잡이를 돌려 창작물의 색이 모든 

색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반면에 그는 컴퓨터가 정확히 조절시킬 수 

있도록 그것에 먼셀(Munsell)이나 PMS숫자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는 개개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면의 질들을 원래 거친 상태로부터 

상당히 닦여진 상태, 또는 그 중간의 상태로 

바꿀 수 있다.

불행하게도 크랜스톤 크수리사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원가상 유리하지 못하다. 필름이나 테이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화면 (frame)당 

UXX)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인데 그것은 TV 

상업 광고나 방송국名을 밝혀 주는 화면인 

경우 계속 사용함으로써 여러 달에 걸쳐 

상환되어진다. 비록 산업 디자이너는 단지 몇 

개의 화면만 필요하겠지만 그런 비용 수준은 

기존의 경비와 맞지를 않는다. 전형적인 산업 

디자이너는 단지 몇 개의 영상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 세트의 슬라이드는 

디자이너가 전체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크수리의 견해로는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과 데이터 산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 생각했다. 간단히 말해 

컴퓨터는.훌륭한 스케치패드(Sketchpad)가 

아니다. 그것들은 가상의 목표보다 중간 영상 

스펙트럼의 실제 목표에 더 우수하다. 

디자이너에게는 하나의 조잡한 투시도에서도 

깊이와 완전함 그리고 정확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상상력 덕택이다. 그러나 

컴퓨터에게는 그것은 단지 2차원적 평면 위의

색은 모형 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는 각 

실린더마다 . 동일하고 단지 색만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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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은 짧고 꾸불꾸불한 선들일 뿐이다 

컴퓨터는 디자이너가 그것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나서야 비로소 공간적으로 문제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디자이너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분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컴퓨터에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직선과 직*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건물과 같은 물체에서는 문제가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컴퓨터로 디자인된 건물의 명확한 겉모양은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는 형태의 질서와 안전성을 

늘이려는 컴퓨터의 성향 때문에 컴퓨터로 

디자인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로 디자인된 자동차는 같은 이유로 인해 

비교적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이것이 CAD가 건축에 있어서는 일찍 성공을 

거두었으나 산업 디자인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다.

데이터 산출의 장애는 종국에는 극복되어질 

것이나 디자인 과정 자체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마음 속의 영상과 일반적인 

영상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컴퓨터가 단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인 스케치 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한 

점으로 몰려 오는 두 개의 선들이 없어진 점을 

향해 모이는 평행선을 나타내는지 또는 차츰 

줄어든 측면을 나타내는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컴퓨터는 당신이 가르쳐 

주는 것만을 안다”라는 오래 전부터 낯 익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차고 단단하고 분석적인 형태를 통해 

컴퓨터에게 모두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컴퓨터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추측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인공적인 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은 일반적 정보 처리 능력을 초월하여 

실제로 단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유선의 두뇌부를 

통해 잡은 특정한 思考와 상호 관계가 있는 

뇌파에 응하도록 기계를 조작한다. 그러나 

인공 지능과 바이오피이드백 （biofeedback ：

뇌파계에 의지하여 알파波를 조절, 안정된 

정신 상태를 얻는 방법）은 앞으로 몇년 간은 

CAD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애니매이션 시스템의 묘사 능력은 

충분히 개발되어지지 않았다. 비록 CAD 

시스템 중 가능한 어떤 다른 것보다 뛰어나긴

상 :이 유리잔 영상은 스4, 투명함, 반사, 빛의 출처 그리고 

거울처럼 그대로 비쳐주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하 “wire frame* 그림은 기본 형태와 交線 평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험적 연결 장치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 변수를 컴퓨터에 집어 넣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투명도를 추가함으로써 형태를 

분명하게 한다. 애니매이션을 통해 이 물체는 3차원 

CAD가 지향하는 공간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어느 각도에서나 360° 회전시킬 수 있다.

이 컴퓨터는 크랜스톤 크수리에서의 실험이다. 이것은 

CAD와 컴퓨터 애니매이션을 결합하는 것과 관련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즉 복합적 교선과 곡선을 지닌 

입체 물체를 다루는 능력을 제시한다. 오늘날에 이미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는 처리 과정이 

지루하고 비경제적이지만 정밀한 소프트웨어와 더욱 

기능이 뛰어난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기술은 보다 

간단해지고 빨라지고 경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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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종류의 반사된 빛, 

즉 흩어진 영상만을 모형으로 만든다. 그러나 

거울같은 반사는 실제로 모든 표면, 특히 

유리와 같이 윤이 나는 표면에 고유한 광택을 

표현하는 데 필요하다. 당분간은 광택과 투명의 

효과는 가짜의 영상을 표면에 나타내고 배경을 

투명한 물체를 통해 보여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표면을 

확실히 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 물체에서 

또 다른 물체로의 반사의 결핍과 투명한 

물체에서의 굴절 작용에 의한 왜곡으로 

나타난다.

건축학적인 모델 대신 창조한 유리와 콘크리트로一만들어 

진 현대식 사무실 건물

오늘날 CAD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여느 디자인 매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덜 어렵다. 

일생을 투시 도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보내고서도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디자이너도 있다. 실제의 어려움은 轉寫의 

부족으로부터 생기는데,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

컴퓨터는 투시 도법에 의해 그리는 방법이나 

빛, 그림자, 反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으며, 또 雲形자를 따라 하나의 

연필선을 다른 것과 조화시키는 것조차 배울 

필요가 없는 미래의 디자이너들에게는 

디자인의 도구로서 더욱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비록 그들이 타이프라이터의 키보드에 

숙달되어져야 할지라도 그들은 현재의 

디자이너보다 더욱 디자인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기술에는 신경을 덜 써도 될 

것이다. 키보드 조작 기술조차 장차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CAD 시스템은 

이미 디자이너로 하여금 언어로 컴퓨터에게 

200개 이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애니매이션 기술을 디자인에 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거울같은 反映과 

굴절을 얻는 데 필요한 거대한 컴퓨터 

파우어(power)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없다면 

현재의 기술은 요즈음 사용되는 컴퓨터의 

수단을 넘어선 많은 생소한 자료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 보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가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더욱 기능이 

좋아질수록 가격은 저렴해질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진보는 아마 '코프로세스 

(coprocessors ：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일종의 모듈레러티 (modularity)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마이크로컴퓨터와 동일시하는 

마이크로프로세스 칩 (microprocessor chip)이 

바로 그것의 핵심이다. 코프로세스라 불리는 

다른 프로세스는 입력과 출력, 기억 관리, 수학적 

기능 그리고 다른 전문화된 업무로 센트럴 

프로세스(central processor: 주기 억 장치)를 

보조한다. 가까운 장래의 CAD 작업장은 모든 

렌더링 기능을 다루는 그래픽(때로는 'graphics 

engines，라 불리우는)을 위한 코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이다. 다른 것들은 아마 음성의 

인식과 합성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언어로써 

상호 작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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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NBC방송의 공작은 특정한 물체 주위의 데이터를 

싸고 있는 演算 방식을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 영상은 

線畫와 음영이 진 그래픽을 혼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 ABC의 'World News Tonight'을 認知시켜 주는 

컴퓨터로 만들어 낸 활자
局ightlm£ 활자調 관한•마지막 화면은 음극 화면의 

모형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 풍경을 담고 있다.

현재는 예술 교육과 컴퓨터와 정보 과학 분야의 

교수이다. 크수리의 지난 14년간의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한 선구자적인 연구는 국립 과학 

협회 (National Science Foundation)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해 많은 후원을 받아 왔다. 그는 

또한 공군, 해군 그리고 장애자 교육국(Bureau 

for th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아 왔다.

사업과 재무에 경험을 지닌 제임스 

크리스토퍼(James Kristoff)가 2년된 이 회사의 

사장이다. 이사회 의장인 로버트 크랜스톤 

(Robert Cranston)은 설립 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였다. 이 회사에는 2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의 몇명은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한 학위를 취득했거나 

다른 대학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들은 디지탈 장비 제작 

회사가 만든 두 대의 VAX 11/780 슈퍼 

미니 컴 퓨터 (super minicomputer)에 기초를 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출력은 혹백 글씨로 

두 대의 디스플레이(display)와 폭 640픽셀, 

높이 480, 깊이 32인 색체 영상을 비치는 

두대의 래스터 유니트(raster unit: 가는 가로줄 

무늬 세트) 위에 나타난다. 암펙스(Ampex) 

전자 영상 기억 장치는 実時間의 

애니매이션을 81초까지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화면을 가질 수 있다. 셀코(Ceko) 필름 

기록자는 4.096X 4.096 픽셀의 35mm 영상을 

만들어낸다(보통 방송되는 TV 영상의 

60〜 100배의 선명도).

다른 유사한 회사들처럼 크랜스톤 크수리사는 

TV광고나 TV 局名을 인식시켜 주는 방송을 

위한 짧은 비디오나 필름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야심적인 프로젝트는 1984년에 

전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골드크레스트 

필름(Goldcrest Films)사가 제작하고 있는 

26부작 TV 시리즈인，보디 머신(The Body 

Machine)，에 사용될 완전한 골격과 모든 내부 

기관을 지닌 인체의 세밀한 영상을 개발하는 

것이다. 크수리는 교육과 진료 목적의 의학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계획에 들떠 있다. 그는 

다른 대상물 가운데서 CAT와 NMR 走査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환자의 断面 상들로부터 

인체 기관의 입체적 영상을 재구성할 것이다.■

콜럼버스(Columbus)의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캠퍼스 

옆에 위치한 크랜스톤 크수리사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상업적인 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몇몇 회사들 중의 

하나이다.

이 회사의 배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상임 부사장인 찰스 크수리 (Charles A. 

Csuri)인데,그는 1947년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에서 

예술 및 산업 디자인 학사 학위를 받았고1%8년 

예술 부문에서 MEA•를 받았다. 그이후 그는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델 코우티스

델 코우티스(D이 Coates)는 匚|트로이트의 'Centre 
for Creative Studies'의 산업 디자인 학과 

학과장을 역임했었고 CAD/CAM 컨설턴트이다.

40 산업디자인 73,1984/4



I 디자인 정보 [

디자인 씽크 탱크
리차드슨/스미스 디자인 연구소

아키코 부쉬

오하이오주 콜럼버스Columbus) 

외곽에 있는 400에이커의 저택에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조용하고 목가적인 은신처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차고와 

같은 그 건물이 실제로는 초근대적인 

디자인 연구소를 수용하고 있는 

15,000평방 피트의 시설물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곳에서 창안한 디자인은 전세계로 확산, 

전달되어진다. 즉, 이 전원적 환경에 위치한 

이 디자인 연구소는 제록스(Xerox), 액손 

(Exxon)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와 같은 고객들의 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 

시골풍의 차고같은 건물이 마케팅에 기초를 

둔 연구와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일을 하는 디자인 연구소 리차드슨/ 

스미 스 (Richardson/Smith) 의 현주소이 다.

실제로 R/S가 이런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던 전략은 디자인을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세계적인 마케팅 문제들과 결합시켜 

준다. 이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제품 디자인과 

개발, 인간 요소, 전략적인 디자인 계획, 

그래픽 디자인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형 제작 등의 풀 서비스(full service)체제를 

갖추고 있다. 회사의 지명도와 이미지의 양호 

여부는 제품의 디자인만큼 고객의 광범위한 

시장 요구에 반응한다. R/S에서의 디자인은 

認知心理와 국제 시장을 모두 고려하는 

참여적이고 공동적인 노력이다. R/S는 

80년대의 대표적인 풀 서비스 디자인 

회사로서 가중되는 책임감을 잘 인식하고 

있다.

R/S의 사장인 데이비드 스미스(David B. 

Smith)가 주장하는 것처럼 “디자인 

컨설턴트들은 종종 어떤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

디자인의 기능은 목표를 규정 짓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시장 전략의 전개에 있어서 

경영진을 보조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기정 

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이 

작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기 보다는 

계획을 전개시키고 정책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4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연구소는 24년전 딘 리차드슨(Deane W. 

Richardson)과 스미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합명 회사는 리차드슨의 국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 디자인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스미스의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이고 효과적이며 시장성 있는 요소에 

대한 주안점을 결합한 것이다. 리차드슨은 

프래트(Pratt) 미술 대학 졸업 후 어메리컨 

모터즈사 (American Motors Corp.) 에서 

일했으며, 그리고 선드버그/페러 (Sundberg/ 

Ferrar) 산업 디자인 컨설턴트들과도 함께 

일했었다. 역시 프래트 출신인 스미스는 

디트로이트, 뉴욕 그리고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디자인 회사들과 관련을 가지고 

일했었다.

R/S는 미국 전역을 3개의 거대한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하기 위해 중서부에 그 

위치를 정하였다. 즉,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와 워싱턴DC 등의 지역과 

피 닉 스(Phoneix)로부터 샌프란시 스코에 

이르는 남서부, 그리고 시카고로부터 

피츠버그까지의 지역으로 3 등분하였다. 

리차드슨은 위치상에 있어 그보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서해안의 시스템 중심적인 

기술과 동부 해안의 디자인 성향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며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와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정보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위치는 또한 디자인계의 이동을 

반영하고 있다.1930년부터 1970년까지 디자인 

업계는 탑 다운(top down : 총체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접근으로 

특징지워졌었다. 제조 공장들은 대도시 

지역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켄터키주나 사우드 캐롤라인주와 같은 

시골에서 제조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 

되었을 때는 디자인 회사들이 더 이상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지금 R/S를 특징지우는 보텀 업(bomm up: 

세부적인 것에서 부터 총체적으로) 접근이 

실질적이며 가능하게 되었다. 리차드슨이 

주시한 대로 이러한 점은 제조업 경향이 

이런 시골 지역에서 전적으로 나라 밖으로, 

즉 멕시코, 일본, 타이완 그리고 

스코틀랜드까지 옮겨감에 따라 더욱 

명백해졌다.

動態的 생산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기여한 것은 이런 상업상의 추이이다. 

중앙에서의 탈피 추세는 세계화와 함께 

일어난다. 국가적, 정치적 우선권은 제쳐 놓고 

생산과 디자인은 중앙 집권적이고 국부적인 

상태에서 脱中央化하冋 세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공통의 

자동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서]계 전반에 

걸친 자동차 부품은 존재한다.

2000년까지는 세계 상품의 1/3이 제3 세계의 

국가에서 제조될 것이라고 리차드슨은 

역설한다• 국가 경제로부터 세계 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 경제로의 변천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 디자이너에게는 도전이며, 

미래의 디자인에 대한 자극제라고 그는 

지적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욕구에도一디자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접근-대응하는 것이다.

디자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또는 복합적, 

단일적인 접근 방법은 또한 R/s 직원이 

어떻게 그 회사의 6개의 업무 영역一업무 

기술, 의학적 기구의 사용, 자본 장비, 컴퓨터 

산업, 소비재, 그리고 정부와 교육 

사업一내에서 일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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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한 케이스와 유사한 마무리를 한 뜨겁게 

무늬를 눌러 찍은 양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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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은 계획과 심리 그리고 기술에서 

서로 다른 전문 분야간을 제휴시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리차드슨이 얘기하는 

능란하고 창조적인 접근을 하는 

“혁신가이며 실행가이고 모험가이다• 그리고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처럼 그들은 더 

나아가서 문제를 규정 지을 때마다 문제를 

확대시킨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보다 

학구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좁혀 가는 

연구원의 전문 지식과 융합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문제점의 나머지 

50퍼 센트인 판매 (merchandisng), 

포장(packaging)과 분배(distribution) 면에서 

마케팅 계획자들과 부딪치게 된다”라고 

리차드슨은 덧붙이고 있다. '개념 전략가 

(concept strategist)，로서 R/S는 '시장 

분석가,미래 학자,혁신가 그리고 막역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계획'과 '조정'이란 

단어는 10년 동안 가장 많이 쓰여진 말이지만 

'수행'과 '성취'는 가장 중요한 필요 사항이다.

확실히 그것들은 사무기기 제조 업체인 

NCR을 위해 1970년대 후반 R/S에 의해 

개발된 코오퍼리트 어피어런스 프로그램 

(Corporate Appearance Program)의 주요 

사항들이었다. 그 당시 그 프로젝트의 산업 

디자인 담당 공동 책임자였던 아놀드 

와서먼(Arnold S. Wasserman)은 "사업 전략을 

뛰어 넘는 디자인 전략은 없다. NCR의 

원대한 사업 계획은 10년 이상 걸쳐 

개발되었다• 따라서 NCR의 디자인 매니저인 

피에르 크리스(Pierre Crease)와 와서먼과 함께 

R/S는 1980년대 말까지를 겨냥한 NCR 
생산품의 개성을 창조해냈다”고 설명했다. 

R/S 연구는 양적인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질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와서먼은 말한다. 

즉, R/S 연구는 그 프로그램의 설비와 상황,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었다 R/S는 

생산품의 디자인 명세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사업 목표도 결정했고 그리고서 그들은 

오디오와 비디를 통해 그것을 만들고 

발표하고 전달했다. 대부분의 공동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은 서로 반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와서먼은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기간의 기술 전략은 장기간의 

사업 전략과 병행되었다.

이 NCR 작업 체제를 통한 제품의 특성은 

수석 부사장인 존 레인프랭크(John J. 

Rheinfrank)에 의하면 사용자 공유 영역인 

전략적 계획과 인간 공학에 주로 촛점을 둔 

것이었다. 코오퍼리트 어피어런스 프로그램은 

인간 요소가 제품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본질의 근원인 독단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추진력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외관은 미적 선입관을 제외한 인간 요소의 

견지로부터 전달된다. 업무 체제는 사용자 

공유 영역이 어두운 색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기준의 구성 요소로 디자인되어졌다• 모든 

다른 부분은 밝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기계에 있어서도 그 외관은 그 

자체를 표현한다.

레인프랭크는 그 연구가 이 외관 전략이 

적용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두운 공유 영역과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밝은 종이와 참고 자료들 

사이에 눈을 계속 적응시키는 것은 어렵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공유 영역이 프로그램의 

시초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지만(신경 

종말이 오랫 동안 사용되어지지 않고 비교적 

낯설은 공유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 

우리는 이 고도의 대조는 훗날에는 덜 

필요하게 되고 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연히 현재의 유니트(unit)들은 공유 

영역에 더욱 밝은 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코오퍼리트 어피어런스 프로그램은 그 

의도가 변화하는 기술에 상응하는 '살아 있는 

계획'이었다”고 결론 짓고 있다.

15년전 R/S는 의학과 고도의 기술 장비에 

중점을 두기 위해 소비재 분야에서 손을 

떼었다. 1980년 그들이 소비재로 다시 돌아 온 

것은 부분적으로는 소위 리차드슨이 

얘기하는 '소비재를 디자인하는 것을 훨씬 

가치 있게 한 사용자의 기대와 요구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이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생활 양식 때문이던가 또는 그 제품의 

가치 때문이던가 간에 소비자는 점차 그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식별력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대중들은 디자인에 대해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거의 모든 

제품이 실제로는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고 

리차드슨은 말한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디자이너가 보다 많은 제품에 손을 대고 

있다. 유전 인자를 쪼개는 장치로부터 

重기중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보다 자주 

이 곳의 디자이너들은 팀을 이뤄 일을 한다. 

이것이 R/S에서의 디자인 작업 실태인데, 이 

곳에서는 사용자를 별처럼 우러러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록스사의 산업 디자인 매니저인 

와서먼은 R/S 직원의 '고도의 상호 영향을 

미치는 팀 워크'를 여전히 인정한다. “R/S는 

디자인 업무의 기술적 내용뿐 아니라 

컨설턴트로서 힘을 발휘하고 다국적 기업의 

내부 동태와 문화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한편 내부 

압력에 의해 진로가 가로 막히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R/s의 주요 

전략은 그들이 환상적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환상적인 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결론 짓는다.

'수행'은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만큼 

중요하다. 컨설턴트는 보통 두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용한다고 와서먼은 말한다. 

모든 것을 第정도 돌리려고 하는 deus ex 

machina(절박한 장면을 해결하는 神)의 

계시적인 외부의 손이나 젠 흘리스틱(Zen 

holistic:부분과 전체의 조직적, 기능적 관계에 

역점을 두는) 전략은 개발 전략이 완성될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행을 

담당한 직원이 프로젝트를 다루게 될 때 

컨설턴트는 손을 떼는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 변화는 이음새가 없이 

스무드하게 진행된다.”

와서먼은 제록사의 사내 디자인들은 아마 

미국에서 인적 요소에 기초를 둔 산업 

디자인 중에서는 최고'라고 믿는 한편 또한 

R/S 컨설턴트의 가치도 인정하는데, 매일의 

경비와 스케줄의 압박을 받지 않는 R/S의 

디자이너들은 더욱 탐구적이다. 그는 그 둘 

사이의 비공식적인 유기적 작용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R/S는 '자율성과 

기업가적 정신'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R/S에는 눈에 띌 만한 종적인 계층 체계는 

없으나 신뢰, 정교함, 협동 그리고 친밀함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뚜렷한 프리마 

돈나｛prima donna)는 없으며, 프로젝트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평범한 디자이너에 

의해 취급되어진다.

레인프랭크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완전성을 지향하며 만든다. 우리는 50년간의 

관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NCR 프로그램은 NCR에 의해 

완전히 내부에서 충족되고 있으며 비록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비난하겠지만 그들은 

지금 스스로 코오퍼리트 어피어런스 

프로그램의 지침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R/S로 하여금 이익의 

갈등 상태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고객 

사이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견실한 사업 

전략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일반화시키도록 해준다”고 레인프랭크는 결론 

짓고 있다.

R/S의 '전체에 대한 접근의 전형적인 예는 

센트럴 오하이오주에 있는 저축과 대부를 

취급하는 작은 은행을 위해 개발된 CIP 

프로그램이었다.“그들의 43명의 고용인에 

비하면 우리 R/S는 그들보다 규모가 큰 

것이었다”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필립 그로스(Philip J. Gro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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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③丨④

1. Crown Controls의 탑모양 side-loader lift truck을 

위해 디자인된 조정실은 만들어진 코드를 사용하며 

contr이 panel 에 그것 자체의 코드를 만들어 낸다.

2, 3,4. Time지가 1982년도 그 해의 '인물로 컴퓨터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편집자들은 R/S에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을 부탁했다. 그것은 컴퓨터 디자인이 지향하고 

있는 미세한 점의 일부를 보여준다. 즉, 상하로 

움직이고 선회하는 모니터, 조정할 수 있는 얄팍한 

키보드, 그리고 종종 한 가지 이상의 작용을 하는 키의 

생생한 그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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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f이 s 토목 및 건설 회사인 Giff이s는 그들의 회사 이미지가 

건축 및 프래닝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회사에 대한 R/S의 visual 
repositioning(시각적 재배치)은 회사의 로고타이프와 

레터헤터, 소책자. 사인, 그리고 모든 선전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미지가 20년이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새로운 

경영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부언한다. 

새로운 심볼, 로고타이프, 레터헤드(letterhead: 

편지지 윗 부분의 인쇄 文句)，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책자, 사인, 은행 통장과 

같은 기능적 자료 등을 포함한 그 

프로그램의 개발 도중에 R/S는 은행원이나 

은행이 위치한 인접 지역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은행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개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점에 

대해 어떤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소개하고자 슬라이드와 

테이프를 통해 은행원들과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해 여러 보도 기관의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며, 어떻게 경영진과 R/S가 새로운 

이미지를 결정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그로스는 이 사례를 R/S에서의 디자이너의 

직관적인 처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이용했다. 이 경우 고용인과 지역 사회의 

호응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처음엔 하나의 생각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랬었다.

버지니아주의 버드 인쇄 회사(Byrd Press)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많은 R/S의 

프로그램 중 더욱 복잡하면서 대표적인 

것이었다. 특정한 문제로 제시된 것은 고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한 

더 큰 코오퍼리트 프로그램이 되었다.

버드는 그것이 종래의 식자와 인쇄 

기능으로부터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와 

전자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프리프레스(prepress) 과정까지 그 기능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런 

기능들이 프리프레스가 포함하는 索引, 발췌, 

인포메이션 크로스 리퍼런싱(information 

cross-referencing: 앞뒤 참조)로부터 혜택을 

받는 여러 고객들, 주로 과학 잡지 같은 

것들에 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버드사는 다른 고객들이 그들은 

2차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소단위(sub-unit)에 대한 명칭을 

원했다”고 마케팅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래 리 더스탈(Lany J. DostaD은 

설명한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는 마케팅에 있어서 전략적인 이행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R/S는 버드사에게 

프리프레스만을 개발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범위는 넓어졌다.

여러 번 회의를 한 뒤 R/S는 특정 시장에 

각각의 가능성을 규정 짓는 한편 광범위한 

접근은，ByW라는 명칭에 첫번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쇄 기능은 버드 

프린팅 그룹(Byrd-Printing Group)이 되었고 

그전에 버드 프리프레스(Byrd Prepress)로 

알려진 식자와 자료 관리 기능은 버드 데이터 

이미지 그룹(Byrd-Data Imaging Group)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전에 책의 특수한 단원에 

사용되었던 '산타이프(Santype)，표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더스탈은 “그룹 이름은 

상품 시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했다.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조직적인 명칭보다는 

묘사적인 귀절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각각의 레터헤드는 책의 식자 기능을 

위해 디자인 되었다・R/s는 조직의 이름에 

의한 구분은 고객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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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에 의해 개발된 버드사의 로고타이프는 회사의 

종래의 식자와 인쇄 기능, 그리고 확대된 정보 시스템

관리와 전자 기억 장치 분야에 사용되었다.

Byrd
American Tounster를 위해 디자인된 업무용 가방은 

사용자 요구의 광범위함을 보여준다一자연의 

힘으로부터의 보호 가벼운 소재 취급의 용이함,

Hauserman을 위해 R/S에 의해 디자인된 비서실 

시스템에 대해 리차드슨은 “시설을 위한 공간의 수직적 

이용은 수직적 저장과 서서 일하느냐 앉아서 일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최근의 경향과 병행한다”고 말한다.

R/S 본부의 목가적인 위치와 시골풍의 건축 양식은 

그 안에서 발전되어 온 연구소의 전략을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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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서비스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R/S는 또한 버드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하고 버드사의 이미지를 

보다 크게 부각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프루프 캐리어(proof carrier)와 오퍼레이셔널 

폼(operational form)과 같은 일반적인 전달 

수단을 제안했다. 그리고“버드사는 그들이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과 

고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선전용 책자와 같은 인쇄 출판 사업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R/S사는 말하고 있다(전략은 R/S 자체의 

시사 통신인 Conceptual Flypaper와는 상이한 

것으로서 그것은 '날아가서 당신의 가슴에 

밀착될 디자인 뉴스와 아이디어'를 보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버드사를 광범위하게 다루면 빈번한 R/S 를 

전략을 보게 된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디자이너의 임무가 된다. 이 

점에서 디자이너는 종종 아이덴티티 

프로그램뿐 아니라 고객의 활동의 더욱 

완전한 재구성에까지 관여하게 되며 디자인 

능력은 또한 경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인간 요소는 R/S의 디자인 전략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들의 의학 장비와 기계의 

프로젝트는 특히 광범위하게 인간 요소를 

분석하게 한다. “우리는 근심을 덜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품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에드워드 로윙 (M. Edward Lawing＞은 

피커 인터내셔널(Picker International)사의 

원자핵 공명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유니트의 디자인에 관해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5톤의 磁気 탐지기는 全身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니트의 크기는 

환자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적일 수 있는 외부 조종 장치의 제거와 

유니트의 사이즈를 축소시킨 침상, 그리고 

부드럽게 싱을 넣은 비닐, 침상 양옆에 

선반을 달아 유니트를 실제보다 더 넓게 

보이도록 하는 것 등이 모두 외관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인간 공학이 의학 장비의 디자인에 더욱 

분명히 적용된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비판적이다. 리차드슨이 지적한 대로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으로 제품의 시각적, 

촉각적 그리고 물질적인 면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인위 지식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우리는 제품을 정보 매체 (information 

medium)라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미널(데이터 

입출력 장치)도 소프트웨어도 아니다. 손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과 트레이닝의 용이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산업 디자이너들과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걸 

모르고서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행동 심리, 

기계 공학 그리고 전세계적인 분배 요소들이 

디자인 과정을 통해 완전한 파트너로 

통합되는 것은 중대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인 기계들을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가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하고 종합하고 시험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제품들은 

세계적인 유통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문제들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레인프랭크는 미래의 디자인 연구는 감각과 

지각 기능만큼 인식 기능에도 많은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익명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 큰 법인체를 위한 현재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기계나 설비 장치가 이런 

사용자의 타고난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認識図를 

사용자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은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일련의 지시를 읽을 때 사용자는 

자기에 게 익숙해진 연상을 한다 그에 따라 어떤 

이미지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한다.” 레인프랭크는 어린이가 집과 

가족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이미지를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지식을 실제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데로 옮기는 초기 발전 

단계를 지적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자주 

가족 성원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로 

부모는 어린이에게 '경고'를 하게 한다. 

연구를 더 진행함에 따라 어린이가 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그는 익숙하지 않은 

피아노 건반의 배치보다는 집의 방 배치에 

일치하는 피아노의 위치 조절에 더욱 쉽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그는 지적한다. 

어린이가 처음 연쇄, 순서, 공간적 논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의 집 방의 

배 치 로부터 다.

예를 들면 그 조사는 프로그램상의 연쇄가 

인식 製図의 논리에 기초를 둘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할 것이다. 확실히 이것을 인식한 

위안을 주기 위한 디자인은 사용자의 낯설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인스트럭션 매뉴얼 

(instruction manual)에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줄 것이다. 레인프랭크는 이 전략을 

기억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회상과 지각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유도된 것(user-derived)，이라고 

부른다. 그는 숙달된 사용자나 숙달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에게 인지 가능한 혁신적인 

기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험에 의한 

명백한 증거를 이론과 대체시킴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제품으로， 

인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R/S가 금세기 말까지 이 연구를 적용할 것 

이라고 예언하는 분야는 개선된 사무실 

시스템, 의료 시스템, 보험이나 은행 업무와 

같은 서비스, 교육 기관, 수송,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등이다.

1985년 워싱턴에서 열릴(30개국이 참가할) 

IDSA/ICSID 회의의 의장직을 맡을 

리차드슨은 디자인 분야가 어떻게 이러한 

마케트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발전하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더욱 많은 개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는 다른 분야에 새로 

참여하여 얻어지는 공동 작용을 또 다른 

전문직 효율성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고객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하고 

디자인의 광범위한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완전한 디자인의 추구를 위해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시적인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연구 개발에의 

투자와 신념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어렵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보 처리가 소비자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안점은 하드웨어로부터 사용 환경과 

그것을 사용자가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로 

옮겨질 것이다. 리차드슨의 주장대로 아런 

소비자 시장이 어떻게 잘 조화될 것인가는 

디자이너가 얼마나 잘 변화하는 세계 시장, 

새로운 소비자의 구매 형태,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의 가치 기준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디자이너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광범위한 분야의 상호 관계가 있는 행동과 

마케팅 문제들을 통합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상호 작용에 대한 노력인데, 그러한 

점이 1980년대 말의 경쟁적인 디자인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확실히 그것은 R/S와 

사업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을 가장 잘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

아키코 부쉬

아키코 부쉬(Akiko B니sch)는 디자인과 건축에 

관한 프리랜서 작가이며 편집자로서 인간 요소와 

기계 공학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해 왔다. 그는 

•"Residential Interiors」지와「Metropolis」지의 

편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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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정보 [

CT9800:美学과인간요소적인 디자인에의한 

첨단기술제품

윌리엄 R•오델

컴퓨터화된 단층 사진 촬영 

(Tomography) 시스템인 CT9800은 

1892년도 우수 산업 디자인상 

선정 심사 위원회로부터 설비 

(Equipment) 부문의 우수 디자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이 시스템은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의료 

시스템 산업 디자인 스탭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라센 디자인(Larsen 
Design)사의 라센(D.Larsen) 씨가 

후원을 하였다• 이 시스템이 

심사위원회에 의해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온화한 외관(종래의 CT 시스템 

디자인과 비교할 때)과 아름답고 깔끔한 

디자인 처리 때문이다•이번 계획의 

리더를 맡았던 윌리엄 오델씨는 그 

디자인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윌리엄 오델(William R. O'Dell)은 1959년에 I丄丁의 

디자인 학부로부터 제품 디자인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의료 산업 디자인(Medical Industrial 
Design)을 전공하기 전에 1년간 미국의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했다. 그후 시카고의 정밀 과학 회사 

(Precision Scientific Co.)에서 5년을 보내면서 

가내 산업 디자인 부문을 처음으로 창립하였다. 

오델은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티ectnc)사의 

의료 시스템 오퍼레이션스(Medical Systems 
Operations)에서 중견 산업 디자이너로 있는데, 

17년째 GE의 산업 디자인 부문에서 일해 오고 있다.

G.E•의료 시스템 오퍼레이션(G.E. Medical 않았지만 국제 시장에서 G.E•의 존재를 

Systems Operation)의 컴퓨터화 된 확고히 했다. 그뒤 G.E•의 의료 시스템

단층 사진 촬영(Tomography) 시스템인 CT9800에 오퍼레이션은 더 진보되고 그 시스템을

대한 디자인 작업은 5년 전에 시작이 되어 

1981년 11월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숱한 

어려움과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이 작업의 

복잡성은 아마도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을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CT 8800에 대한 작업 개선에 

토대를 둔 새로운 제품에 의하여 국제적인 

기술상의 리더쉽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다는 

것이 그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우리는 

전송 사진을 走査하는 질(scan quality)과 

주사된 환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했다. 최종 

제품은 국제적인 사용자들의 인구와 다른 

요소들 사이와의 전기 규격(electrical 

standards)에 맞추어야만 했다. 우리는 

저볼륨 생산 기술에 토대를 둔 형태와 그 

시스템만이 가진 기술적 진보의 수준 높은 

시각적, 기능적인 표명을 통해서 순차적인 

인간 요소의 연구를 겸비할 예정이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 도처의 

임상 강의실과 병원에 있는 X선 학자들이다. 

환자를 走査하기 위해서 X선과 전문의는 

환자를 테이블 위에 배치시키고 즉시 위치를 

정하게 한 뒤 받침대 열린 구멍(gantry 

opening)으로 환자를 走査한다. X선 의사는 

다음에 검사용 콘솔(console) 에 나타난 

영상들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 콘솔은 그룹 

진찰을 위해서 빈번히 사용된다. 走査 

행위에서 마지막 단계는 완결된 데이터를 

자석 테이포나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 

또는 필름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다.

CT 9800에 앞서 나온 CT 8800은 9800의 

디자인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로 진단상의 영상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생산한 G.E. 의료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비록 8800 

시스템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인간 요소의 

다양성에 완전히 적응하도록 디자인되지는

시장에 적합하게 해 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이블(금속판) :중요한 디자인의 진보

우리가 국제적인 인간 요소의 표준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특별한 예로 커다란 

금속판(table)의 재디자인을 들 수 있다. 

원래의 디자인은 받침대(gantry) 뒤에 

두번째로 받침이 되어 주는 구조가 필요한 

크래들(cradle;船架)을 지니고 있었다. 공학이 

크래들에 외팔보 시스템 (cantilever system)을 

도입할 경우에 그 시스템이 가진 충분한 

잠재력은 구현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시 디자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로서 남게 된 외팔보된 

테이블은 특히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는 너무 

컸다.

디자인 경영진이 다시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 디자인상의 문제로 

열거된 그러한 기준을 넘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 우리는 테이블의 내구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크기 

(약 25%)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우리가 또 

해결한 것은 船架(cradle)와 바닥(base)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평판인 중간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테이블을 위로 

들어올리는 받침대 뒤의 무거운 지주 구조가 

필요 없이, 또 최소한의 테이블 크기로도 

의사가 환자의 몸을 충분히 펴게 해주었다.

매개 변수를 정해 주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CAD

사용자의 필요와 환자가 적당한 위치를 

정하卞 데 대한 연구에서 산업 디자인 측면의 

분석은 CAD (Computer Aided Design)

48



시스템에서 수행되는데, 그 분석이 走査 

기하학과 환자가 위치를 정하는 매개 변수를 

정립했다(CAD는 후에 복잡한 받침대 

형태들을 개발시키는 값비싼 모델 대신에도 

쓰여졌다). 환자의 출입이 더 쉬어지고 走査 

능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터널이 최대한으로 

열리고 받침대 경사가 최대한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사용자에게 있어서 특히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임상 학자는 이제 48cm 정도의 넓은 

視界를 선별할 수 있는데, 신체 사이즈의 

97.5%에까지 이르는 환자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이즈는 視界内에 

적합하다. 약 30% 증가한 시계는 진단 

능력을 개선했다.

• 우리가 이룩한 20。의 경사는 공학 

구조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도 적절한 

주사 각도를 이루어준다.

• 兜笫은 더 수월하게 자세를 취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사면이 앞면을 

향해 있고 구경이 70cm 이다.

• 디자인 내부의 레이저 배열은 더 

먼곳까지 광선을 주사하고 외부와 주사면 

배열 위치를 명확히 한정한다.

• 받침대에서 눈으로 정보를 읽는 것은 

테이블면 양쪽과 조작자의 콘솔로부터 쉽게 

관찰한다.

• 콘솔 필요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 

디자인 시스템 연구는 취득물과 진단상의 

콘솔 사이에 충분한 상관 관계를 

성립시켰으며, 그것은 한 일반적인 측정 

디자인을 보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두 

분리된 콘솔 디자인을 생산해 내는 비용을 

절약했다.

•테이블의 높이와 받침대의 경사를 

조절하고 테이블 양면의 船架를 

증가시킴으로써 사용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 

결과 환자를 받쳐 줄 수 있는 실제 크기의 

테이블과 받침대에 대한 인간 요소를 고려한 

목업이 디자인 되어 제작되었다. 이 새로운 

특수한 시험은 의료진에 의해 실험되고 산업 

디자인에의 적용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되었다.

• 테이블의 크기가 약 25% 작아진 것이 

유용성을 더 높여주었는데, 사용자가 8800 
시스템의 테이블을 조작하기 위해서 종종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던 일본 같은 나라에선 

특히 더했다.

• 1,000mm의 走査 범위는 환자에게 더 

안락하며 신속한 비상구를 제공한다.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디자인

결과로서 나온 디자인은 사용자의 필요에

CT 98(H)은 임상 학자에게 고성능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G.E. 시장에서 

앞서가는 위치를 확립하였다. 리차드 J. 스티븐스(Richard J. Stevens), CT 마케팅의 매니저

• ±20* 받침대 경사 一

• 네이블면 '통제실 티스플레이

•視界48cm---------
• 대형 구경 입구 ——

.구경 70cm--------------
• 전체로 정열된 라이트 -

• 25% 축소된 데이뵬 사이즈

• 움직일 수 있는 중간 운반대

• 1000mm 走査 영역

• 환자 고정대

• 자유로이 유동하는 크래들

• 70- 106cm 높이의 범위

• 테이블 양면에 있는 통제 장치

1982년 산업 디자인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CT 9800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도식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부응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킨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긴장을 풀어주고 침 착하게 하는 효과 

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친숙한 

인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구는 최소한의 

공간을 점유하도록 디자인되었다. 터널을 

열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들은 또한 환자가 

밀실 공포증을 느끼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인다. 몸 전체를 走査하도록 하는 외에 

1,000mm의 주사 영역은 빠른 비상 출구를 

마련해 준다. 가장자리와 코너 반경을 현명하게 

이용한 것은 그 기구가 갖고 있는 볼륨을 

또한 감소시키며, 테이블과 받침대의 

형태들을 부드럽게 하여 어울리게 한다. 

게다가 어두운 굴대받이와 받침대의 토대를 

이루는 형태들은 일반 디자인 구성 요소처럼 

상부로 드게 하여 구성 단위를 실제보다 더 

가볍고 작게 해주고 있다・CT 9800의 

부드러운 외관의 특성은 주사의 質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동작을 

감소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있다.

인간 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높이의 

면을 가진 좁은 테이블은 환자를 병원의 

이동 침대(gurney)로부터 테이블로 옮기는 

것을 마치 환자를 직접 테이블로 옮기는 

것만큼 쉽게 해주고 있다. ”인치에서 

43인치(77cm에서 106cm)에 이르는 테이블 

사이즈의 환자라도 보행기, 휠체어, 이동 

침대로부터 테이블로 옮기는 데 적절하다.

그 시스템의 부드럽고 높이가 같은 표면은 

쉽게 소제가 되면서 CT 9800에 외관상 

견고한 느낌을 준다. 받침대 뚜껑은 이용하는 

통로를 위하여 경첩이 달려 있으며 뚜껑은 

한 사람이 열고 닫기에 편한 크기이다. 

정결하고 단정한 형태는 고도의 품질, 복잡한 

진단 시스템에 적 합한, 기술적으로 민 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색채가 환자의 

피부색을 관찰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고도 

테이블과 받침대를 밝게 해주고 있다.

디자인의 실질적인 효과

CT 9800의 디자인은 그 회사가 정립한 

고도의 기술과 현대적인 제품 이미지를 

재시행함으로써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의료 

시스템 오퍼레이션((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Operations)을 위한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G.E. 의료 시스템의 전체 제품 개발과 

디자인 전략은 마지막 사용자인 방사선 

학자에게 그 제품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품질의 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CT 9800의 디자인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라고 그 회사의 

CT마케팅의 매니저인 리차드 스티븐스 

(Richard J. Stevens) 씨는 밝히고 있다.

CT 9800은 기능적인 면과 환자를 다루는 

양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절충도 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있어서 장비류 생산품의 규격을 

맞추었다• 측정 작업의 개선은 고객에게 

품질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고객 지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임상 학자에게 넓은 범위의 유형과 질병에 

대한 고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GE 시장의 리더쉽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9800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기술과 제품 특질의 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시장에서의 G.E.의 

유력한 위치를 강화했다. 즉, 그것은 진단상의 

영상을 만드는 영역에서 G.E•가 질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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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정보 I

비즈니스 그래픽스
一 보기에도 좋고 느낌도 좋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一

스티브 브레이우드

비즈니스에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즉,매니저들은 

복잡한 수치로 구성된 길고 긴 컴퓨터 

프린트아우트(Computer Printout)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는 

종이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과 같은 성급한 반응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 글은 메노 

아트센(Menno Aartsen)이 컴퓨터 

프린트아우트에 나타나는 정보를 보다 

더 아름답고 느낌도 좋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Software)

오늘날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가능한한 과학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모든 가능한 측정 행동을 컴퓨터로 

모니터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경영자들은 

산더미 같은 통계를 가려내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숫자를 분석하고 

그것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비슷한 

재능도 아닐 뿐 더러 모든 경영자에게 쉬운 

일도 결코 아닌 것이다.

물리 학자들이 사용하던 기계에서 응용된 

설비 덕분으로 경영자들은 그다지 머리를 

썩이지 않고도 또 통계 분석 학자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책상 앞에 있는 비디오 스크린의 단추만 

누르면 대기업의 회장은 앉은 자리에서 전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종합, 점검할 수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업 진척도 등이 

생생한 컬러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림들은 각기 관련 

분야의 해당 직원의 책상 위에 즉시 투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연막을 칠 수는 없게된 것이다. 그림들이 

명확한 증거로, 더 이상의 혼란은 야기되지 

않는다.

그림은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다. 좋은 그림들은 은행의 간부진이나 

잠재적인 고객, 그리고 중역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과 숫자만을 

이용한 대화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을 비즈니스 그래픽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연간

3,500만 달러 이상 팔리고 있는데, 이 숫자는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샌디에고(San Diego)의 

기업인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Integrated Systems Software 

Corporation)—줄여서 이스코qssco)라고 

불린다一은 화장품 제조 회사로부터 

중앙정보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관에서 

12만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흔히 전자 

오락실이나 TV 광고,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과학적인 

그래픽과 더 관계가 있다. 자체 설비를 가진 

기계에 맞도록 개발이 되었으므로 마이크로 

컴퓨터나 뷰데이터 네트워크(viewdata 

network) 등에서 보이는 낮은 해상도의 

그래픽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분야의 응용 범위는 

서로 보완적이 되어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프 드로잉 소프트웨어(graph/rawing 

software)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개발이 

되었는데 각각의 단계는 고도 기술 산업의 

제품으로 향해 나가며,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응용력이 넓게 발달되어 나갔다. 첫번째 

단계에는 단순한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들의 패턴을 보아야 했던 

대규모의 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는 

너무나 강력하여 실험하기 힘든 핵융합 

반응에서의 자장의 범위 등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대규모의 미국 정부 기관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많은 양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가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시기였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는 

워싱턴에 자리한 알란 팔러(Alan Pallet)의 

AUI 데이터그래픽사도 끼어 있다.

세번째 단계는 이스코사가 시장에 디스플라 

(Disspla)라는 제품을 내어 놓은 1970년대 

초기였다. 알란 팔러는 디스플라가 컴퓨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스루 그래프 드로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司 한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이스코사와 제휴했다. 팔러는 기업이 

컴퓨터 그래픽을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형 데이터베이스나 훌륭한 경영 

정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많은 

그래픽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 

이스코사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50대 기업 

중에 34개사가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최고의 컴퓨터 설비는 

매월 모든 남녀노소(2억 3천 5백만 

명)에게 일인당평균 100페이지 가량의 

프린트물을 쏟아내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이 주는 영향은 회사들에게 

그들이 인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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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들어 비즈니스 그래픽의 신속한 

증가는 비즈니스 회합에서 시각적인 자료의 

빈번한 사용 경향에 힘 입은 것이었다. 많은 

회사들은 매우 힘든 방법으로 숫자를 

추출하여 그래프 제도사에게 넘겨주어 

슬라이드화하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사내에 

이런 부문을 두고 있었지만 보통 회사들은 

그래프 전문 제도 회사들을 사용했는데, 현재 

뉴욕에만 해도 750개 이상의 회사가 있다고 

한다. 비즈나스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판매고는 이들 그래프 제도 회사들이 미니 

컴퓨터를 구입하고 슬라이드 제작 레코더를 

구입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팔러에 

따르면 1주일에 300장 이상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회사라면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그래픽 개발의 네번째 단계는 

이스코사의 두번째 제품인 텔-에이-그라프(Tell 

aGraf)가 소개되면서부터였다. 디스플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야 했던 것에 반해 텔-에이-그라프의 

경우에는 컴퓨터 터미널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간단한 명령문을 사용함으로써 

경영자나 담당 요원들은 카탈로그에서 

그래프를 선택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하여 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차트를 

만들 수가 있었다. 컴퓨터를 사용한 그래프는 

개발을 거쳐 주로 대화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것이 이사회나 주식 투자가, 시장 등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오늘날 비즈니스 그래픽은 그 다음단계인 

5단계, 즉 대형 시장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컴퓨터는 

그래프의 수준에 있어 혁신적인 진보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래프가 

사용되어지는 미디어(media)에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의 제품은 레터링의 크기나 그래프의 

형태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잡지에 싣거나 

회의에서 스크린에 투영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을 얻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그래픽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에 '경영과 

생산성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을 

주제로 한 회의를 베를린에서 주관한 

팔러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 “펩시콜라 

보틀링 그룹의 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회사의 재무 구조와 관련하여 수백 개의 

도표를 점검하느라고

한 달에 평균 닷새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사용하여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한다:

리처드 버트란드(Richand Bertrand) 씨는 

이스코사의 응용 부문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최고의 컴퓨터 설비는 매월 모든 

남녀노소(2억 3천 5백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100페이지 가량의 프린트물을 쏟아내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이 주는 영향은 회사들에게 

그들이 인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래프를 그리는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설 것인가?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 오오크 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에서 그래픽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벳시 클라크(Betsy Clark) 여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벳시 여사는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열여섯 개의 항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너무나 복잡하다고 여긴 그녀는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세 가지에 요점을 두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각각의 요점에 맞추어 세 장의 

그래프를 그려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그래프의 디자인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팔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흑백으로 만든 차트와 

컬러로 된 차트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컬러로 된 차트를 팔 수가 있겠지요 

흑백으로 된 차트는 상대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디자인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프를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은 자료를 혼자서 검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남과 공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관에게. 

설명하기에 더 힘이 드는 새로운 

디자인이라면 누구든 선뜻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이 비기술 분야의 사람에게 

보급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과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창조된다.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술을 비과학적인 

분야에서 돈이 많은 사기업의 수요에 

응용시킨다. 이것은 열성적인 구매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을 유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비즈니스 그래픽이 처해 있는 단계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자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용자들이 

커다란 기술을 가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서류를 좋아한다• 영국의 

경우 50만대 이상의 복사기가 회사에 

설치되어 월평균 1,500만장 가량의 

복사를 해내고 있다.

하드웨어 (Hardware)

올비트Orbit)조사에 따르면 정보 기술과 

오피스 디자인에 있어서 앞으로도 수년간 

종이는 계속해서 사무실을 점유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앞으로도 최소한 15년 동안은 

종이가 서류 저장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종이는 인간의 의사 소통에 

가장 중요한 보조 역할인 것이다.

조직적인 의사 전달 체계에 있어서 정보를 

전자화하여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또 그리하여 종이의 사용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무 작업 환경에 있어서 

데이터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상호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상호 의사 소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즐거운 방법인 직접적인 대화에 비견할 

정도로 종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최첨단 전자 정보 처리 기계가 설비된 

사무실에서도 종이가 여전히 가장 주요한 

입력과 출력의 매체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은행이 전자 장치를 쓰고 있지만 수표는 

당분간 계속하여 종이 위에 쓰여질 것이며, 

또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래 상황을 

종이에 찍혀진 형태로 확인하고 싶어질 

것이다.

피라(Pira : 종이와 보드판, 인쇄및 포장 

산업을 위한 연구 협회)의 종이 및 보드 

분야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돈 애트우드 

(Don Attwood)는 일반적으로 종이의 

소모량은 정보 산업 분야의 기술 산업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쇄 산업의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사소한 일거리의 감축에도 위협을 받고있다.

전통적인 인쇄 업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IBM이 몇몇 복사기를 만들어 낸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제록스사가 전자 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한 때도 이 때였다.이러한 양사의 

움직임은 오늘날 새로운 사무 기기를 

선보이게 되었으니, IBM 6670과 제록스 

9700이 그것이다• 복사기이면서 이들 제품은 

레이저 라이팅 설비를 부착하여 소프트웨어에 

근거를 둔 이미지나 텍스트를 종이 위에 옮겨 

놓을 수 있다. 컴퓨터 출력의 프린터로 

역할을 증대시킨 것이다. 이들 제품은 워드 

프로세서 (word processor) 에서 텍스트나 

명령문을 전달받을 수가 있으며 비즈니스 

그래픽 시스템에 맞추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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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숫자보다 더 편리하다. 한 장의 그림에 들어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세 장의 그림보다 더 편리하다 

(1).프로그래머가 아닌 사용자가 이스코사의 

텔-에이-그라프(T이-a-Graf)를 사용하여 만든 판매 

실적도 (2와 3). 이스코사의 옛날 제품인 

디스플라(Diss이a)는 데이터의 3차원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4).
소형 컴퓨터로 가능한 그래프. 다이콤드 마이크로미디어 

(Dicomed's Micromedia) 소프트웨어는 애플(Apple)과 

IBM 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데, 직선 그래프를 

그거리나 (5와 6) 또는 응용 타입(7과 8)을
그릴 수 있다. .

뉴욕에 있는 제너럴 모터사의 회의실에는 사업에 

필요한 간단한 그림을 중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내 컴퓨터 그래픽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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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복사 기기들. IBM 6670(왼쪽)과 Xerox 9700 
(오른쪽)은 종이의 원본을 복사해 낼 뿐만 아니라 윗 

컴퓨터로부터 전달받은정보도 복사해 낼 수 있다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들은 미래의 양상에 대하여 

희미한 가늠을 할 수 있게 한다. IBM 6670은 

범용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어 활자체나 로고, 

기타 그래픽 등의 디자인을 전달받아 

내장하고 있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모든 경우에 네 가지 

활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IBM 과 제록스사뿐만이 아니다. 기타 많은 

복사기 제조 회사들은 이 첨단 전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미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서류와 전자 산업이 동시에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복사기 제조 업체인 오세(Oce)社가 

최근에 ODL(Office Data Link)이라는 제품을 

선보인 것도 그 한 예다. 이 제품은 옵티컬 

문자 판독기에서 컴퓨터, 그리고 워드 

프로세싱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을 연결시켜 주는 전자 교환대의 

역할을 한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 적응성을 

널리 선전하고 있다. ODL은 문서화된 정보와 

전자 정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에 대하여 재래의 인쇄 업계가 

전반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전자 산업 분야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한 회사가 방향을 크게 전환한 

경우도 있다. 해리스(Harris)사는 인쇄 기기를 

생산하여 커다란 이윤을 내는 회사로 성장해 

왔다. 지난 십년간 이 회사는 전자 산업과 

텔 레 커 뮤니 케 이 션(telecommunication) 

계통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 금년 3월에 

이르러서는 인쇄 기기 분야는 회사 활동 

영역에서 불과 20% 이내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인쇄 기기 분야를 어느 

투자 회사에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자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런 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리스사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개발은 생각보다 늦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 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 엄청난 양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필적할 만한 매체로서 싸고 편리하고 

믿음직한 커뮤니케이션 장비는 아직 그 

실현이 요원하다. 전자 신호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종이로 된 서신은 비록 

속도는 늦어도 별반 없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이를 좋아한다. 수치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영국에 있는 회사들은 

50만대 이상의 복사기를 사용하여 매월 

1,500만장 이상의 복사를 해내고 있다.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복사기의 설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8%, 미국은 

21%의 증가율을 금년에 보일 전망이다.

종이에 대한 대체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법적, 금융적인 거래에서 서면으로 

기록되고 날인된 서류만이 아직도 유일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비록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서 일하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전자 진공관을 사용하는 것이 종이에서 

느끼는 감정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다

종이는 인내심이 있다. 접수된 서신은 

필요한 순간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종이는 표현력이 있다. 사람들은 

편지를 보는 순간에 뜯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터미널에 배달되는 전자 우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오랜 기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종이는 성급하지 않고 안락감을 준다. 비디오 

스크린은 1초 동안에 오십번 이상 영상을 

비출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속도는 두통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미래는 종이와 전자 산업을 하나의 체계 

아래 결합하는 양상이다. 최신형 복사기를 

제조하는 업계가 지니는 자신감과 모든 전자 

제품이나 인쇄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영국에서는 랭크 제록스3ank Xerox)사가 

최첨단 사업을 위하여 50만 파운드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는 2억 5천만 파운드이상 

소요된 개발 프로그램에서 얻어낸 사업이다.

전자 미디어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서점에 책은 디지탈 형태로 보급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사가지고 온 

책은 비디오 스크린을 통한 뒤 종이에 인쇄될 

것이다. 우리는 종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려는 것이지 종이를 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삼림 

자원은 여전히 이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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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정보 I

미국의 시각 디자인
미국 ID지「디자인 리뷰」시각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

심사 위원들은 상당히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만큼이나 다양하게 

제작된 참가작들을 심사하는 어려움에 관해서 

신중히 논의하였다. 즉, 어떤 특정한 경우를 

위해서 디자인된 한 장의 포스터(poster)를 

장기간에 걸쳐 업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리처드 게르스트만(Richard Gerstm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디자인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인가 하는 정도는 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더우기 댄 프리드만(Dan 

Friedman)은 오직 효과적인 문제 해결력에만 

입각해서 결정할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그러한 

결정은 보다 더 철학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들이 그래픽 디자인 속에 어느 

정도로 기술의 상태를 반영해 주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란 시겔 

(Alan Siegel)의 제안이 아마도 가장 타당한 

것이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즉, 우리는 막대한 양의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종이를 쓰고 인쇄를 하며 또한 배포를 

하는 경우 이들 모두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수단을 얻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 편집되지도 않은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매일 같이 마주쳐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것이 특히 

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가 

표현되는 경우, 그것이 갖는 경제성과 

명백성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착가한 
작품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 반복적% 주제가 

되었고 또한 그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업체의 소책자들(manuals)이 때때로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러한 점을 

가장 명백히 설명해 주었다. 겉치레라든가 

과잉 생산 그리고 과도한 디자인이 이러한 

출판물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 회사의 스타일이라든가 

생산품, 그리고 그들의 경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픽 디자인은 그것이 미적인 훈련(aesthedc 

gymnastics)으로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참고용 도구로서의 소책자의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시겔은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지적하였다. “소책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은빛의 페이지 수만큼이나 많은 

청사진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제안까지도 하였다. “소책자들은 마치 한가지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에 대한 무릎 반사인 

것처럼 너무나 빈번히 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엔 상이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력이 덜 들거나 비용이 보다 

저렴하거나 •혹은 보다 기능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소책자조차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예들은 

오늘날까지 발견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도덕적인 논점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문 용지에 인쇄될 年報의 디자인에 

관해서 고려했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상에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업체를 자랑하는 우수한 

전시품으로서의 소책자들은 본래 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기능적이어야 하고 전달력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매개물이기 때문에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디자이너의 임무이다. 또한 

특별한 계획들과 수요들을 위해서 스프링으로 

제본되고(spiral-bound)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지금의 소책자들의 대용물로 제안되었다.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시겔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한 그밖의 많은 작품들이 

사실상 경제성과 제한성에 대한 필요를 

인정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의 다수가 놀랄만큼 

유사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프리드만은 

，구조적 자기 과시 벽 (structural exhibitionism), 

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찰이 어느 정도 

진실이기는 하지만 미학의 어떤 한 형태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디자인을 성격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그래픽 

디자인에서 미적이고 지적인 요소가 그 

과시욕적인 목적을 제압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명백한 

실패작 중의 하나가 타이포그래피와 비주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존 호날 디자인 

회사(John Hornall Design Works)가 제작한 

북서 태평양 발레(The Pacific Northwest 

Ballet) 포스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포스터는 대부분의 발레 포스터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生 포커스(soft-focus; 

촛점을 약간 빛나가게 한 사진 효과)를 쓴 

연한 색조(pastels)를 택하기 보다는 운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공연용이라기 보다는 풀 시즌 (full season)용 

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타이프그래피로서는 틀에 넣기에 적합한 

섬세한 예술적 모습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심사 위원들이 약하다고 보고 또한 

또렷한 사진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였다.

여러 경우들에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제품 그 자체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자면 심사 위원들은 포스트 

카드(Post Card) 여행용 다리미가 미적으로나 

경제성 면에서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빈 

스토우엘사 (Davin Sto-well Associates) 

제작한 포장 상자에는 이러한 품질들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알란 시겔은 이 포장 용기가 어떻게 그 

제품이 납작하게 접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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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_으
③I④

1. 북서 태평양 발레 포스터

2. 뉴욕주 동력당국의 1981년도 보고서

3,4. 스프링힐사의.보고서

훌륭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던 반면에 다른 

심사 위원들은 그 도해의 전체적인 효과가 

단편적이고 약간 복잡하며 또한 제품의 

경제성이 명백히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프리드만은 3M의 쇽워치 지시계 

라벨 (3M's Shock Watch indica tor labels) 의 

컨셉트와 엔지니어링에서 좋은 예를 

발견하였다. 라벨들은 일정한 가속도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라벨들은 

선적 전에 사용되고 포장의 구성 요소로 된다. 

그러나 아마도 디자이너들이 색채의 적용, 즉 

빨간색은 경고 노란색은 주의라는 데만 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그래픽 

요소들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심사 위원들은

，주의(caution)，란 글자위에 지시계를 위치하게 

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즉, 표제를 가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의 

효과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심사 위원들은 디자이너들이나 그들의 

고객들이 누구라는 데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평가에 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위원들은 뉴욕주의 동력 당국(the Power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의 

1981 년 보고서를 디자인한 댄과 블랙번(Danne& 

Blackbum)이 수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의 표지가 갖는 힘이 

보고서 그 자체의 사진이나 표현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심사 위원들은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었으며, 특히 다른 주(州)정부들의 

그래픽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는 견지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느꼈다. 

사실상 댄과 블랙번이 디자인한 1980년도 동력 

당국의 보고서가 1982년의 디자인 리뷰 

수상작으로 선발되었다.

RCA VK 비디오 카세트 시리즈를 위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은 신중성과 경제적인 

센스를 과시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 

작쑴에서는 좀 지나치게 과시된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참가작들에는 결여된 요소들인 

것이다. 프리드만은 그것을 단순히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에 게르스트만은 저렴한 

인쇄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다고 지적하였다. 게르스트만은 그것이 

'비문제(非問題)에 대한 비해결(非解決) 

(nonsolution to a nonproblem)'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단순하고 직선적인 것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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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3 M의 쇽워치 지시계 라벨 

우 : RCA VK 비디오 카세트 시리즈

포스터 카드 여행용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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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250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렇기 때문에 

권태로울 정도였고 그래서 디자인 리뷰에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심사 위원들은 하몬캠프

파트너즈(Harmonkemp Partners)가 제작한 

스프링힐 리포트사｛the Springhill Reports 

corporate)의 소책자가 화려하기도 하고 또한 

재미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소책자는 상이한 

아홉 가지 색깔의 제지 원료들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소책자는 

원료의 사진보다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 보고서는 종이를 

표현하고 생산에 관한 기록들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의 사용도를 제안한 외에도 그 

보고서는 인쇄, 종이,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광고용 소책자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담고 있다. 레슬리 스몰란(Leslie Smola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들이 

그러한 형태의 종이 위에 심상(心像)을 잘 

표출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종이가 항상 

모든 형태의 심상을 훌륭히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사 위원들은 그 

소책자가 모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을 

받을 진정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업체의 그래픽 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심사 위원들은 그 주제가 받을 비평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수많은 독자들은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창조적 그래픽 

디자인의 부족은 아마도 그것이 필자들이나 

출판계 그리고 경쟁 업계로부터 받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평적 관심의 결여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분야들과 구별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한다. 소비재들, 계약용이나 

주거용 비품들, 환경용품들 그리고 설비와 

기구는 모두 최종 사용자의 특정하고 인식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디자인된다. 최종 

사용자의 관심을 얻는 것이 필연적으로 

논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들은 대중들에게 흔히 간과될 

가망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들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선 

초년기부터 영화나 새로운 형태 (New 

Wave)의 선전에서 저녁 시간 뉴스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시각적 정보를 과잉으로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디자인은 보다 더 진취적이어야 하고, 색채와 

암실 작업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과잉만이 

오직 사용 가능한 가장 명백한 도구인 경우에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효과는 흔히 명확성을 

희생시킨 과잉 효과의 하나이다. 심사 

위원들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우수 

착품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비록 인상적인 참가작들이 많았기는 

하였어도 이러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없었다.

만약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그것은 그래픽 디자인의 영향과 효과는 

더욱더 경제성에 대한 감각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디자이너들이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정된 수단들만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시각적 과잉보다는 

제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심사 위원은 그 문제는 윤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느 정도까지 그래픽 디자이너가 

대중을 무시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픽 디자인에서 반드시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 아마도 이러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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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란 시겔(Alan Sregel)
알란 시겔은 로버트 게일(Robert Gale)과 함께 

1969년에 뉴욕시에서 시겔 엔드 게일(Siegel & Gale)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회사는 업체의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덴티티 프로그램(identity Program) •포장•전시 • 

출판•표지 그리고 언어의 단순화들을 

취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언어의 단순화 분야에서 

선구자이며, 자기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은행의 대부 계약서와 보험 증서 그리고 증권 

설명서들을 위한 단순화 프로그램을 지휘하였다. 그는 

현재 개인 소득세 양식들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IRS 장기 

계획의 관리자로 있다.

②케네스 러브(Kenneth Love)
디자인 디렉터 겸 사장으로서 1978년에 안스파흐 

그로스만 포르투갈(Anspach Gross man Portugal)에서 

일하기 전에, 케네스 러브는 체르메이에프 엔드 

게이스마(Chermayeff & Geismar Associates)®! 
회원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BF 구르리히(BF 
Goodrich), 헥트사(Hecht Company), 그리고 

라이크스사(Lykes Corporation)를 위한 업체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을 지휘하였다. 그는 그래픽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그리고 전시 디자인에 경험이 

있으며, 또한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시 월드 올란도(Sea World-Orlando), 
그리고 플라자항(Harbor Plaza)을 위해서 건축과 

그래픽 그리고 조경에 관한 디자인 프로그램들도 

개발하였다. 최근 그의 업체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속에는 선(Sun)사와 텍사코 USA(Texaco USA), 
그리고 컨티넨탈 ZLXContinental Group)을 위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③레슬리 스몰란(Leslie Smolan)
가트샤크 플러스 애쉬 인터내셔날(Gottschalk+Ash 

International)의 뉴욕시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기 

전에는 뉴욕시에 있는 코포레이트 애뉴얼 

리포트(Corporate Annual Reports)A|-o| 미술 

조감독이었고 또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멘레이 엔드 

제임스(Menley & James)사의 디자이너로 

일하였다. 스몰란의 작품은 쿠퍼 휴윗 박물관(C8per- 
Hewitt Museum)의 영구 보관용 수집품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의 아트 디렉터 클럽(Art Directors Club of 
New York)과 I.DK|(I.D. magazine),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서사이어티 오브 타이포그래픽 아츠(Society of 
Typographic Arts)로부터 상을 받았다.

가트샤크 플러스 애쉬사에서의 그녀의 고객들 중에는 

미국 증권 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와 

GTE 그리고 시티뱅크(Citibank)들이 포함되어 있다.

④리처드 게르스트만(Richard Gerstman)
신시네티(Cincinnati) 대학의 졸업생인 리처드 

게르스트만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있는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에서 일해 왔다. 프랭크 

지아니노토(Frank Gianninoto)사와 뉴욕에서 그는 

대부분 그래픽들과 아이 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들(identification programs)을 취급하였다. 

1966년에는 그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회사가 

취급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포장, 업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경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르스트만은 

1969년에 허버트 M. 메이어즈(Herbert M. Meyers)와 

함께 게르스트만 엔드 메이어즈(Gerstman & Meyers)사를 

세운 이후로 하워드 존슨(Howard Johnson's)사와 

뉴욕 생명 보험 회사(New York Life Insurance) 등을 

위하여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지휘해 왔다.

⑤댄 프리드만(Dan Friedman)
1970년대 초반에 예일(Yale) 대학에서 디자인과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교육 방법들을 개발 

출판하였다. 안스파흐 그로스만 포르투갈에선 수석 

디자인 감독으로서, 후에는 펜타그램 디자인(Pentagrarr 
Design)의 회원으로서 수많은 회사들과 기구들을 

위해서 포스터, 출판물, 포장 그리고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창작해냈다. 프리드만은 전국에 걸쳐 

강연을 하고 있으며 1982년에 뉴욕시에서 그 자신의 

스튜디오를 재설립하여 그래픽 디자이너와 가구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미술가로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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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los, Wedell & 
Raynor Poster

스콜로스, 웨델 엔드 레이노 포스터 (The 

Skolos, Wedell & Raynor poster)는 스튜디오의 

사진과 디자인을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심사 위원들은 

그것의 추상적 접근 방법이 시각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제기하였고 또한 그 방법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software)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들과 제품들을 전달해야 하는 

첨단 기술의 고객에게 사실상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료/제작

흐릿하고 광택나는 니스(varnish)의 4도 

제판법( 制版法) : 80# LOE의 흐릿한 커버.

클라이언트

매사츄세츠주의 챨레스타운(Charlestown)의 

스콜로스 웨델 엔드 레이노르(Skolos, Wedell & 
Ruy nor) 사.

디자인 스탭

디자이너 낸시 스콜로스(Nancy Skolos) : 사진사 

토마스 웝|델(Thomas Wed이).

Reynolds-DeWalt Printing 
Poster
아트 디렉터들(art directors)이나 디자이너들 

그리고 기타의 옵셑(offset) 인쇄의 구매자들을 

겨냥한 레이놀즈 드왈트 프린팅(Reynolds-De 

Walt printing)의 선전용 포스터는 그 회사가 

4가지 색채로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반사, 음영, 뒤집혀진 글자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색채의 규칙들로써 그 

네 가지 색채의 사진은 그 회사가 만드는 

작품의 품질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종이들이 인쇄기의 실린더에서 연속적으로 

급속히 배출됨을 암시해 주는 추상적이고 

힘찬 구성을 통해서 위의 사실을 설명해 준다. 

케네스 러브(Kenneth Love)는 특히 그것의 

흥미로움, 진취적인 모양들과 움직임 그리고 

3차원적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재료/제작

4도 제판법과 푸른 색과 빨강색 그리고 노랑색의 

괘선( 卦線) : 8 포인트의 챔피온 크롬코트(Champion 
Kromekote) : 왼쪽 상단의 활자는 陽에서 陰의 형태가 

된다.

클라이언트

매사츄세츠주 뉴베드포드(New Bedford)의 레이놀즈 

드왈트 프린팅(Reyn이ds-De Walt Printing).

컨설턴트 디자인.

매사츄세츠주, 샬레스타운의 스콜로스 웨델 엔드 

레이노르사 ： 낸시 스콜로스 토마스 웨델

AIGA/Philadelphia Call 
for Entries

AIGA의 필라델피아 지사가 후원했던 

1982년의 그래픽 디자인 쇼우｛show)의 

참가작을 모집하는 포스터 (calling-for-poster)는 

사진적 요소들과 수공적 요소들의 예를 

어렵지 않게 통합시켰기 때문에 프리드만에게 

감명을 주었다 비록 러브는 그 작품에 관해 

그가 마음에 들은 유일한 것은 

우편 엽서뿐이었다고 말하기는 하였어도 

포스터의 강력한 심상은 그것이 참가작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 

재료제작

2도 위에 10도, 70# 워렌 러스트로 옵셑 

에나멜(Warren lustra offset enamel)의 광택나는 

텍스트 (text).

클라이언트

펜실바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AIGA.

컨설턴트 디자인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카츠 훨러 디자인(Katz 
Wheeler Design)사 : 죠엘 카츠(Joel Katz), 미카엘 

훠만(Michael Furman), 크리스토퍼 랜섬(Christopher 
Ransom), 스테이시 레위스(Stacey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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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A/New York Call for 
Entries (하)

1983년도 AIGA 커뮤니케이션 그래픽스 

쇼우(Communications Graphics Show)를 위한 

모집 포스터는 다양성과 기발성,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쇼우들에서 취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재미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때문에 러브의 말 속에 인용되었다. 더우기 

그는 그것의 입체적 특성은 단지 포스터라기 

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입체 부문 수상작에 그것을 지명 추천하였다. 

프리드만은 그것이 사진을 훌륭하게 

처리하였고 또 잘 조합되었다고 판정하였다. 

재료/제작

100# 챔피온 웨지우드(Champion Wedgewood)°| 
흐릿하게 코팅된 텍스트(text), 4도 인쇄.

클라이언트

뉴욕의 AIGA

Cloud Hands Poster (상)

스몰란(Smolan)은 타이 치 추완(Tai Chi 

Ch'uan)의 무술 도장을 선전하는 클라우드 

핸즈 포스터(Cloud Hands Poster)의 

대담하고 주목을 끄는 구성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그 포스터들은 세 장 모두가 

동시에 인쇄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30파센트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심사 

위원들은 그런 경제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얇은 

고급 종이)를 연상케 하는 종이의 

느낌이라든가 색채, 인쇄 그리고 필사체들은 

모두 물리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고객들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명령 통제의 동양적 색채를 내는 데

기여하였다.

재료/제작

한지를 흉내낸 종이에 실크 스크린(silkscreen)을 

하였고 영어와 한자의 필기체 사용 : 두껍게 조직된 

종이들 위에 광이 없게 가공된 잉크 사용.

클라이언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클라우드 핸즈(Cloud 
Hands) 사.

컨설턴트 디자인

일리노이즈주 시카고의 버슨一마르스텔러(Burson- 
Marsteller)사 : 죠셉 M 에쎅스(Joseph M. Essex).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의 헨리 울프 프로덕션즈(Henry Wolf 
Productions) : 헨리 울프，데이비드 블루멘달(David 
Blum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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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or Life Banners and 
Posters (상)

보다 나은 생활(The Good-for-Life)을 위한 

포스터들은 미국 병원 당국(American Hospital 

Supply)에서 피고용자의 건강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깨끗한 

인쇄로 메시지들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또한 

아스파라가스라든가 체리 그리고 마카로니의 

단순한 모양과 원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특히 

프리드만은 로고log。)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재료/제작

배너(Banner : 기사의 톱 전단에 걸친 표제)들은 

실크스크린된 화폭 : 포스터들은 니스를 사용한 5도의 

옵셑 석판화.

클라이언트

일리노이스주 에반스톤(Evanston)의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American Hospital Supply)

디자인 스탭

디자이너는 테이비드 베이츠(David Bates) : 아트 

디렉터 케리 비어만(Kerry Bierman).

Masterpiece Theatre Poster
심사 위원들은 명작 극장(Masterpiece 

Theatre)의 선전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지극히 

간단한 시가(cigar)와 모자는 교묘하게 

처칠(Churchill)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였다. 제한된 타이포그래피와 보다 

화려한 그래픽들은 텔레비젼 드라마의 주요 

주제에 적절한 생동적인 긴장감을 창출시켰다. 

포세이돈(Mohawk Poseidon) 80# 텍스트 : 4도의 

조화된 색채, 옵셑 석판화.

클라이언트

뉴욕의 모빌 석유회사(Mo이 Oil).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의 체르메이에프 엔드 게이스마(Chermayeff & 
Ge^smar Associates) : 아이반 체르메이에프(Ivan 
Chermayeff)와 카렌 레위스(Karen Lewis).

ITT Poster (우하)

ITT 프로그래밍 생산력 및 품질 포스터(The 

ITT Programming Productivity & Quality 

poster)는 본래 사원 전원에게 똑같은 자질을 

불어 넣으려고 의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회사 협의회가 계획되었을 때 그것은 선전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심사 위원들은 

협의회의 선전이 특히 독창적이라고 하였다. 

디자이너들은 그 협의회에서 수상한 조각품인 

PQ 심볼을 만들어 내었고 포스터의 제작을 

위해서 분리된 요소들의 통합을 암시하는 

구성 속에 심볼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재료/제작

옵셑(offset)판, 4도판에 15번 색채 추가, 그리고 

워렌 LOE 광택 커버에 니스 입힌 것 : 활자는 

유니버스(univers) 49와 75.

클라이언트

코네티컷(Connecticut)주 스트래트포드(Stratford)의 

ITT 프로그래밍사.

디자인 스탭

디자인 감독인 캔 화이트(Ken White) : 수석 산업 

디자이너인 데이브 그레샴(Dave Gresham).

컨설턴트 디자인

코네티컷주 뉴 카나안(New Canaan)의 암스트롱 

디자인 고문 회사(Armstrong Design Consultants) : 
프랭크 암스트롱(Frank Armstrong), 유끼 

가와모또(Yugi Kawamoto), 샐리 앤더슨一브루스(Sally 
Andersen-Bruce).

재료/제작

스토크(Stock ： 재료)는 고도로 가공된 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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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 Chihuly Poster (좌상)

심사 위원들은 세인트 루이스 미술박물관 

(the St. Louis Art Museum)과 샌디애고 미술 

박물관(the San Diego Museum of Art)에 

전시품들을 보충하고 예술가인 데일 치얼리 

(Dale Chihuly)를 선전하기 위해 디자인된 

치얼리(Chihuly) 포스터는 조각된 유리를 

감각적 로 표현한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러브는 그것이 부차적 

정보를 형편 없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재료/제작

옵셑 석판화, 전면적으로 니스 처리된 100 # LOE 
광택 텍스트에 4도 인쇄 : 활자는 뉴스 고딕 라이트(News 
Gothic Light : 고딕체의 밝은 글자)와 미술가 자신의 

싸인.

클라이언트

미술가인 데일 치얼리(Dale Chihuly) : 사진사인 딕 

부셔(】〉ck Busher).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의 안소니 러셀(Anthony Russell)사 : 케이시 

클라크(Casey Clark).

Diet Coke Pockage (우상)

심사 위원들은 은색의 사선 줄무늬가 

들어 있는 흰색의 바탕과 대담한 빨강 글자의 

로고를 사용한 다이어트 코크(Diet Coke)의 

그래픽스에 관해 이미 다이어트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다는 난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하였다. 프리드만은 그것이 

개성과 명료함을 가졌다고 표현하였으나 

게르스트만은 그것의 디자인이 논리적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아마도 그 디자인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의 강력한 요소들 

모두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재료/제작

은색의 사선 줄무늬가 있는 백색 바탕에 대담한 

빨강색의 로고를 쓴 알루미늄제 깡통.

클라이언트

죠지아주 아틀란타(Atlanta)의 코카 콜라사.

Rockwell Western Wear Signage and Packaging (상)

상표라든가 진열품 그리고 포장 용기는 

뉴욕주 코닝 (Corning)에 있는 로크웰 박물관 

(the Rockwell Museum) 구내의 서부식 

옷 가게인 “Rockwell Western Wear from To 

Boot”를 위해서 제작한 그래픽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이다. 비록 그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소매 경영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였다.

제료/제작

단색의 천연 크라프트지(kraft ： 시멘트 부대 따위에 

쓰는 유산 소오다지)에 인쇄한 7X10인치와

16X19X6인치의 쇼핑 백

클라이언트

뉴욕주 코닝(Coming)의 로크웰 박물관(Rockwell 
Museum).

디자인 스탭

박물관 감독인 안소니 스노우(Anthony Snow) : 특별 

계획의 지휘자인 P. 젠슨 몬로(P. Jensen Monroe) : 
“To Boot" 프로그램의 지휘자인 파멜라 

미클로스키(Pamela Michlosky).

컨설턴트 디자인 :

뉴욕의 앤소니 러셀사(Anthony Russ이I) : 앤소니 

러質 케이시 클라아크, 케빈 맥피(Kevin Mcphee), 
쟌 맥나일(Jan Mcneil), 필 헐링(Phil Hulmg).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의 쉑치터 ZL>(Schechter Group), 알빈 H.
쉑치터«Xlvin H. S아)“hter), 로날드 뭥(Ronald Wong), 
죠나단 J. 프린츠(Jonathan J. Pr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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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Mighty Mite Package 
유레카｛Eureka)사의 마이티 마이트 콤팩트 

진공 소제기 (Mrghty Mite Compact Vacuum 

Cleaner)를 위한 포장지에 관해서 러브는 

만속을 표시하면서 그것은 강력하고 든든하며 

진취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잘 작동할 것같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제품 자체의 컬러 사진은 

스스로 판매 역할을 하는 포장이 되게 했으며, 

또 그 포장을 다른 방법으로 쌓아올렸을 때는 

효과적인 전시 역할을 하게 된다. 시겔은 그 

포장의 각 패널(panel)이 그 제품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제품의 높은 품질과 훌륭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재료/제작

플루트(flute:세로홈)로 되어 있고, 200# 
테스트 반문(斑紋)이 있는 백색의 주름 잡힌 

마분지( 골판지)포장, 그리고 5도의 석판화 라벨.

클라이언트

일리노이주, 불루밍톤(Bloomington)의 

유레카 (Eureka) 사.

클라이언트 크레디트Client credit)
산업 디자이너인 죠디 스토우에(Jodie stowe); 수석 

산업 디자이너인 사무엘 E. 호훌린(Sam니이 E. 
Hohulin).

Cable Health 
Network

Cable Health Network 
Identity Program
케이블 헬스 네트워크(Cable Health 

Network)를 위한 이미지 획일화 프로그램은 

심볼, 로고, 레터헤드(letterhead : 편지지 

윗부분의 인쇄 문구), 포스터 그리고 가입자 

신분 증명서 (On-the-air identification card)를 

포함하고 있다. 프리드만은 그것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심장(heart)이 왜 사과나 토마토나 혹은 

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지 핀레이 

(George Finley)는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하루에 한 개씩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하고 사람의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시겔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매력적이고 현대적이며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클라이언트

뉴욕의 케이블 헬스 네트워크(Cable Health 
Network).

Brickel Grid Chair Brochure
그리드 의자(Grid Chair)의 소책자는 

일본의 모모야마(Momoyama) 건축, 루이스 

바라곤(Luis Barragon), 죠셉 호프만(Josef 

Hoffmann) 그리고 챨스 레니 매킨토쉬 

(Charles Rennie Mackintosh)에 관해 

언급하면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제품을 소개하였다. 한 심사 위원은 

前提와 표현의 양자가 모두 허위라고 한 

반면에, 스몰란은 그것이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소책자의 각 부분들을 

소개하는 다이 컷(die-cuts;네모지게 자른 

것)들은 '제품을 위한 느낌과 기초'라는 

디자이너 말 속에 회고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것들은 소책자의 디자인을 

소책자가 선전하는 가구의 디자인에 

통합시키고 있다.

재료/제작

6.5X6.5인치, 다이一 컷 

을 포함하고 있는 검정색의 광택 커버.

클라이언트

뉴욕주, 뉴욕의 브리켈人KBrick이 Associates).

컨설턴트 디자이너

뉴욕시의 체르메이에프 엔드 게이스마사;아이반 

체르메이에프, 카렌 레위스 브라드 우드워쓰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주 뉴욕의 도노반 엔드 그린사; 미카엘 도노반, 

제인 제쉬(Jane Zash), 데이비드 파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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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pruce Christmas Card
녹색과 은색의 마일러 (mylar ： 포장용 녹음 

테이프 따위에 사용하는 질긴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된 파란색의 전나무는 스텐슬로 

찍은 글자(stencited letters)에 의해 

인지된다.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즉, 그는 그가 본 것 중에 그를 

웃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 크리스마스 

카드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그것의 

조잡성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재료를 사용한 것 때문에 

그 디자인은 상을 받을 만하였다.

재료제작

녹색/은색의 금속성 마일라(mylar;질긴 폴리에스터 

필름);뒷면에 분무기로 뿌려서 쓴 스텐슬 글자들.

클라이언트

뉴욕주, 뉴욕의 딘 모리스(Dean Morris).

디자인 스탭

뉴욕의 딘 모리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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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co Standards Manual
단면도, 상표, 연료 자동 판매기, 판촉 

그리고 아이덴티티(identity) 
스탠다드(Standard)를 담고 威는 

텍싸코(Texaco)사의 소매용 설비 스탠다드 

매뉴얼은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매력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시겔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매뉴얼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완성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것이 

상당히 기능적이고 타당성 있게 잘 

쓰여졌으며 또한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한 호감은 그 매뉴얼이 많은 업체의 

소책자들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과장과 

겉치레를 배제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심사 위원들은 그 매뉴얼이 동일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작된 성공적이지 못한 

다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성공적인 시각적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였다.

재료/제작

9X12인치의 표지, 8% X I I인치의 페이지, 총 

260페이지. 퀸테슨스(Quintessence;물질의 가장 

순수한 본질) 100파운드의 흐릿하고 하얀 텍스트에 

인쇄. 디바이더즈(Dividers) 퀸테슨스 100파운드의 

•흐릿하고 하얀 커버;칼라로 된 견본 페이지들은 

퀸테슨스 65파운드의 흐릿하고 하얀 커버. 

타이포그래피의 자면 :헬베티카(Helvetica) 검정, 

헬베티카 엑스트라보울드(extrab이d; 특히 획이 굵은 

활자체) 콘덴스트체 condensed： 가늘고 긴 활자), 

헬베티카 표준 콘덴스트 헬베티카 라이트(light).

클라이언트

텍사스주, 휴스톤의 텍사코(Texaco) USA사

디자인 스탭

프로젝트 감독인 죤 H. 린드블롬(John H. Lind미om) 
; 사인 조정 담당자인 레이 스코트(Ray Scott).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주, 뉴욕의 안스파흐 그로스만 포르투갈사커|네스 

D. 러브, 돈 클라인(Don K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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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s Saturday Package
디자이너들의 토요일(Desigers' Saturday)사의 

선전용 소책자는 심사 위원들에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은 그 소책자가 

신선하고 특이한 밝은 노랑색과 연보라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치와 사업 내용들을 

수축 포장(shrink-wrapped) 된 포장 용기에 

나타냈는데, 그 포장 용기는 자료를 

단순화시키고 함께 결합시킨 일관성 있는 

그래픽을 담고 있다. 디자이너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매개물일 뿐만 아니라 호소력 있는 시각적 

진술(visual statement)이었다. 그점에 관해선 

심사 위원들도 모두 동의하였다.

재료제작

무광택 처리한 4도 제판법;카드 무게의 스토크(stock; 
제지 원료);80파운드 커버 스토크;작게 접어서 싸게 

되어 있는(shrink-wrapped) 전체 포장,

클라이언트

뉴욕주, 뉴욕의 디자이너의 토요일사(Designer's 
Saturday).

컨설턴트

뉴욕주, 뉴욕의 도노반 엔드 그린(Donovan and
Green)사;미카엘 도노반(Michael Donovan), 
클리먼트 모크(Clement Mok).

Ergonomics Handbook

IBM Ergonomics Handbook
「IBM사의 인간 공학 편람(The IBM 

Ergonomics Handbook)」은 생산 라인, 연구소 

사무실 그리고 야외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대단히 간단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삽화들과 본문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한 

타이포그래피를 썼으며 또한 대부분 

기술적인 정보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원색을 사용한 것은 설명해 놓은 인간 

공학적 장비와 처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재료/제작

80파운드의 호퍼 카레라(Hopper Carrera)백색 

키드가죽;6X6 인치.

클라이언트

뉴욕주, 화이트 플래인즈(White PI히ns)의 IBM사.

디자인 스탭

수석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제리 블러드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주, 뉴욕의 댄 엔드 블랙번사;브루스 블랙번, G. 
브루스 존슨(G. Bruce Johnson).

The 
Wood 
Chair 
in 
America

Wood Chair in America
「미국에서의 나무 의자(The Wood Chair in 

America)」는 그것이 넓은 범위의 정보一이 

나라에서의 의자 디자인의 역사一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선발되었다. 

선별한 삽화들과 사진으로 인해서 의자 

디자인과 생산 분야에 관한 본문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 모두는 그 구성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고 교육적이며 또한 

신중한 것이었다.

재료/제작

표지는 유동성 라미네이션(lamination;엷은 판)가 

반전 현상된 활자로 됨;내부는 검정색, 흰색 그리고 

회색의 듀오톤(duotone), 우광택가 광택 니스지.

클라이언트

뉴욕주, 뉴욕의 브리켈사(Brickel Assoc).

컨설턴트 디자인

뉴욕주, 뉴욕의 도노반 엔드 그린사(Donovan and 
Green);낸시 그린(Nancy Green), 미카엘 

도노반(Michael Donovan), 제인 제쉬(Jane Zash), 
짐 실크스(Jim Silks), 랜달 리브(Randall Liev), 
아모스 T. S. 챤(Amos T. S. Chan), 라브레타 

헤리스(Lavretta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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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

한 • 일 현대 포스터전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열린 •「한•일 현대 포스터전」은 

일본 현대 그래픽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그래픽 수준을 가늠하고 일본의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작품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교류전은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와 일본 국제 교류 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산미 회원 작품 60여 점과 가메꾸라 씨를 

비롯한 15명의 일본 현대 그래픽 작가들의 작품 

81점이 함께 전시되었다.

①사이또 마유또作/시pha cubic/73xi03cm/1982
②早川良雄作/大京郡展/73 X 103cm/1982
③ 細谷巖作/Calorie Mate/103 X 73cm/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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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浅棄古己作/SEIBU백화점西武）/103cm X73cm/1981
■三- 亠 ② 岡本滋夫作/그래픽 3人展/103cm/1982
⑶ ' ③ 龜倉雄策作/포스터/103x73cm/1983

新発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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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東京国際翳為薦서湍協『83人賞作品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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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C OF SHGEO FUKUDA 뜬虫9브 •희비n 聚・創丁

①②
③

① 福田繁雄作/福田繁雄포스터/103X73cm/1982
② 戸田正寿作/루프트개인전 포스터/103X73cm/1983
③ 中村誠作/資生堂香水（琴）/103x73cm/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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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SHI

① 勝井三雄作/HAYASHI/103X73cm/1982
② 佐藤晃一作/꽃꽂이전시회/103 X73cm/1982
③ 粟津潔作/粟津潔版画展/103x73cm/1981UCLA ASIAN PERFORMING ARTS INSTITUTE 1981 LOS ANGELES WASHINGTON. D.C NEW YORK

68 산업디자인 73,1984/4



②

①
②
③
 

①
-③

朴善義作/成長/90 X 60cm/1984
永井一正作/天理/ 103 x 73cm/1982
白金男作/韓 日 現代포스터展/90x60cm/1984

韓
日
現
代포
스
터

展

1984.3.12-3.17
■■디자인包段■터■承，

…滑題 
在치■艮■日*■처m 

MKHtlt* 
■■디자인히—！

1984.3.19-3.24 
大田市変•■慶示，
-,［产： v 거显近窜

■am 추뼓嚣
大田文化放逢，*.也

1984.3.26-3.31

■釜山展

差山市艮

"汰3體霹需 
日*■•日*—交渣“

■韓日現代디자인세미나

大■巖 
日本

1984* 3月 12 日
午後5・ 

文—9시艮大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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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NDEZVOUS

니*가세 사・ia 
수 少y，八' 시•-너 

%■，・■尸.b 3* < 4 
어 바

:阳이 ♦外서 叱시사이！사 
쉬喟시이 員쉰 다니서噌 “X 

미벙娯彳칸 스* 
. 〃达 *■낸 비 ■"시

C 보X “■ 
샇V 동夢설훙 *니수 

수-，，•어 {•■ 
」气，서 힙X서러 
칸어버/ eq아서 

吋寸/ 이』，스〉 
t J방 *，• 土 내。는 丫 버.

•I 반。寸川 »!>.•.* 
시明，IX %《"、이

VISUAL EZT日h「AJ2，SD5r

①I②

③「

① 閔南禮作/閔南禮그래픽 아트展/90X60cm/1984
② 崔浩天作/密會/90X60cm/1984
③ 梁學哲作/恒等現象/60x90cm/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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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지의 정기구독은 1 년분 6 회에 한하여, 정기 구독자에게는 특전 

으로 소정의 금액을 할인해 드립 니다. （낱권 : 정가 3, 500원, 1 년 정기 구독료: 18,000원）

■ 신 청 방 법 별지로 부착된정기구독신청카드안에 내용을 기재 

하신 후 구독료（18.000원）와 함께 보내주시면「산업디 

자인」지가 발행되는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료 송금 방법 : 우체국에서 구독료를 소액환 증서로 바꾸어 신청 카드 

와 함께 등기 우송 또는 당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 

청과 함께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되니다.

■ 보 내 실 곳 :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12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도서 판매 담당 

전화:762 9137

■기 타: 본지는 정기구독 판매 이외에 낱권 판매를 가급적 제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낱권 구독을 원하시는분을 위하 

여 당 센터나 지정서점（종로서적•교보문고•한국출판판 

매）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읍니다.



디자인 뉴스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 식

KDPC 朴漢裕 상무 이사 서독 하노버 

산업 박람회 참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朴漢裕 상무 이사는 

'83년도 당센터 해외 자료 수집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간 서독의 

하노버 산업 박람회 (Hanover Fair)를 참관하고 

귀국했다.

박 이사는 하노버 산업 박람회를 참관하여 

세계 각국의 첨단 산업 제품을 통해 디자인 

관련 자료 수집을 한 뒤 스투트가■르트 디자인 

센터와 디자인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여 

구미 선진국 및 국제 디자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등을 교환•수집하였다.

Director Park of KDPC Visits Hanover 
Fair

Director Park, Han-yoo of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visited the 
Hanover Fair, Germany, from April 3 to 12 
in an effort to collect design-related 
information and material, especially, on 
world industrial products made by high 
technology.

한•일 디자인 세미나

「한•일 디자인 세미나」가 지난 3월 12일 

문예진홍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일 현대 포스터전」의 일환으로서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현대 작가 20명의 작품을 통한 

일본 디자인의 상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경 올림픽 포스터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들과 

현대 일본 작가 20인의 작품을 통한 일본의 

현대 디자인 동향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Korea-Japan Design Seminar

The korea industrial Artists Association held a 
Korea-Japan design seminar at the main 
auditorium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Foundation, Seoul, on March 12. The seminar.

under the theme of *The Status of Japanese 
Design through works of 20 contemporary 
designers', was a part of the Korea-Japan 
Contemporary Poster Exhibition which was held 
at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March 12- 
April 7. The seminar concentrated on the 
prcxduction processes of the Tokyo Olympic 
posters and on the Japanese Modern Design 
trends.

컴퓨터 그래픽 특강

홍익대학교 미술 대학에서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컴퓨터 그래픽 특강을 가졌다.

초청 강사는 일본의 쯔꾸바 대학 교수인 

미쯔이 (三井樹) 씨인데, 그는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 전반에 걸친 내용과 6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발전되어 온 컴퓨터 교육 방법과 쯔꾸바 대학 

컴퓨터 교육 시스템 및 각종 CE비디오를 

소개하여 이 특강에 참석한 디자인 전공 

학생들뿐 아니라 컴퓨터에 관심 있는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Special Lecture on Computer Graphics

The Art College of Hong-ik University, Seoul, 
presented a special lecture on computer graphics 
during March 26-27. Professor Mitsui, the guest 
speaker from Tsukuba College in Japan, gave a 
lecture on the general history of computer 
graphics and the computer education method 
which has developed rapidly since 1960's as well 
as on the computer education system of Tsukuba 
College. He also introduced various C.F 
(Commercial Film) and videos. All participants,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benefitted from 
his lecture.

7 회 봉 상균 작품전

그래픽 디자이너 봉 상균 씨의 일곱번째 

작품전이 지난 4월 3일부터 8일까지 신세계 

미술관에서 열렸다.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상무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국립 경기 개방 대학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봉 상균 씨의 이번 

작품전에는 벽화 구성 제안과 스케치 소품을 

주로 한 다수의 그래픽 작품들이 출푸 

전시되었다.

Prof. Bong's Graphic Design Exhibition

Professor Bong, Sang-gyun of the National 
Gyong-gi Open College, ex-director of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held his 7th one- 
man exhibition at the Sinsegye Art Gallery, April 
3-8. He displayed a number of his works, mainly 
wall paintings and small pieces of sketch at the 
exhibition.

2회 비주얼 메시지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동문들의 모임인「비주얼 메시지 (VISUAL 

MESSAG)」의 두번째 작품전이 지난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출판 문화 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 영희 씨를 비롯한 10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이번 작품전에는 시각 디자인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1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2nd Visual Message Exhibition

The Visual Message, an old girls' association of 
E-hwa Womens* Graduate S사iool, held the 2nd 
Visual Message Exhibition at the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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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blishers' Association, Seoul, from April 10 to 
15. Ms. Lee, Yong-hee and o出er members 
displayed their works to create new images 
through visual designs.

L.A. 올림픽 포스터전

올해 거행되는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주제로 

한 포스터전이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석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뉴욕 그래픽 

소사이어티 (New York Graphic Society)7\ 
제작 공급하고 있는 작품들로서 로이 

리히텐시타인을 비롯한 세계적인 작가 15명의 

작품 50점이 전시되었다.

L.A.Olympic Poster Exhibition

An exhibition sponsored by 出e New York 
Graphic Society, under the theme of the coming 
L.A.Olympic, was held at the Sok Art Gallery, 
Seoul, March 20-26. At the exhibition, a total of 
50 works produced by 15 world-renowned 
graphic designers including Mr. Lichtenstein were 
displayed.

'84 올림픽 관련 제품전

'86 아시안 게임과 冶8 올림픽 대회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과 商道義 앙양을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84 올림픽 관련 제품 

전시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 여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출품 대상 품목은 신개발품 및 고유 전통 

공예품,스포츠•레저 용품,국내외인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수출품 및 

수출 유망 제품 등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제품명•용도•출품 업체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출품료는 조합원의 경우 60만원, . 

비조합원의 경우 70만원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이 전시회와 

관련한 임시 직판장을 개설하고 아울러 해외 

상품 전시관도 따로 마련하여 외국의 올림픽 

관련 우수 상품 및 기념 사진 등을 전시하게 

된다.

'84 Olympic-related Products Exhibition

The Korea Federation of Medium & 
Small Business will hold the "84 Olympic- 
related Product Exhidition',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June 
12-26 to develop new products, improve 
quality standards, and enhance business 
morality. Newly developed products, 
traditional handicrafts, leisure-sports goods, 
and prospective export products will be 
displayed at the exhibition.

서울 디자인 아카데미 졸업전

디자인 전문 학원「디자인 아카데미」의 제1기 

졸업생들의 졸업 작품전이 지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열렸다.

공업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그래픽 디자인 

등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졸업전에는 미래의 

굿 디자이너를 지향하는 졸업생들의 꿈이 

한껏 영글어 있었다.

Graduation Exhibition of Seo니 Design 
Academy

The Design Academy, a design institute in 
Seoul, held its 1st Graduation Exhibition at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March 13-18. 
Works of industrial, interior and graphic design 
produced by non-career designers were presented, 
whose ambitions are to be good designer in the 
future.

해 외 정 보

'84 타이완 디자인전

제4회 타이완 디자인전(Taiwan Design 

Award '84)이 우수 디자인 제품 전시회 (Taiwan 

Good-Design Products Exhibition) 함께 

5 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타이페이시 소재 

중화민국 대외 무역 발전 협회〈Chin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종합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Staff 국제 조명 디자인 공모전

조명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조명 

기구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창출하기 
위百 서독의 Staff 조명 기구 회사가 주최하는 

「Staff 국제 조명 디자인 공모전」이 

스투트가르트 디자인 센터의 주관하에 오는 

6월에 개최된다.

장식적인 면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조명 기구를 주제로 하는 

이 공모전의 출품 절차는 먼저 1차로 

사진(18X24cm 이상), 스케치, 설계도,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1차 심사에서 

통과된 작품은 2차로 작품 모델을 제출하게 

된다.

출품 제한은 3점 이내이며 출품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접수처 : Design Center Stuttgart 

Landesgewerbeamt Baden-Wurttemberg 

Kennwort: State Preis 'Design and Licht, 

Kinestrape 18 D-700 Stuttgart 1, 

W / Germany

Interdesign F니rvrik/스웨덴

스웨덴 산업 디자이너 협회는 ICSID의 

후원과 푸루빅 공원 및 케이블시 당국의 

협찬으로「Interdesign Furvrik」을 오는 

6월 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의 유원지 (The Fun Fair of the 

Future)，이다.

컬러 그래픽 터미널/홍콩

홍콩의 휴우렛-패커드(Hewlett-

Pa나lads)사는 우수한 컬러, 신속한 벡터 

그래픽과 완전한 문자와 숫자의 표현 능력을 

구비한 HP 2627A 컬러 그래픽 터미널(Color 

Graphic Terminal) 을 개발하였다. 그래픽의 

제시 및 자료 분석 등 일반 사무와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터미널을 사용하여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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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심볼 및 타이프 스타일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응가지의 기본 색과 이들이 혼합된 추가 

색을 구사할 수 있는 이 터미널의 가격은 

미화 6,8기달러이며, 무게는 키보오드를 

포함하여 50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다

디자이너의 역할에 관한 회의/영국

영국 디자인 연구 학회 (Design Research 

Society)는，디자이너의 역할(The Role of the 

Designerf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바드대학교(University of Bath, Bath)에서 

개최되는 본 회의의 목적은 디자인 실무,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디자이너의 역할 및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본 회의에서는 디자이너란 수퍼 맨인가 

로버트인가, 전문 직업인인가 장인인가 등의 

문제들이 토의될 예정이다.

48회 국제 수제품 박람회/이탈리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수제품 박람회가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다.

본 박람회에는 의류, 조명, 분석, 도자기, 

혁제품, 완구, 목제품, 석제품, 금속 제품 

유리, 수예품 등의 수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Domus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탈리아

도무스사(이탈리아 밀라노 소재)는 인간과 

도구와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주머니 안에 휴대할 수 있는 것,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의 디자인을 공모 

대상으로 하며 1등상에는 250만원, 2등상에는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은 

「도무스」지에 소개되고，전시되며 판권에 대한 

생산 업자와의 상담이 주선된다. 작품 접수 

마감은 '흥4년 7월 31일까지이다.

접수처 ： Concorso(Oggetti per Domus〉, 

Editoriale Domus, via Grandi 5, 20089 

Rozzano, Milano, Italy.

신 간소 개

제 18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도록 

(한국디자인포장센터/103P/20,000원/1983.

1983년에 열렸던 제 18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에서 입상을 한 작품들을 

부문별(시각 디자인•공예•제품 및 환경 

디자인)로 수록하고 있다. 입상 작품, 특선 및 

입선 작품, 추천 작가 작품, 초대 작가 작품 

등 총 265점의 작품 사진이 수록된 이 

도록에는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연혁과 

입상자 주소록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 패키지 디자인 협회 연감 3 
(미진사/114P/9,0003/1984)

서울 패키지 디자인 협회 (SPDA:Seoul 

Package Design Association)가 펴낸 이 

연감에는 저］3회 SPDA회원전 출품작, 제2회 

우수 포장 컨테스트전 수상작 및 저)2회 특별 

기획전 출품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식품, 주류, 음료, 의류, 비누세제, 화장품, 

문구 가정 용품, 약품, 전기 전자 제품, 포장지 

쇼핑백 …등 io개 부문으로 구성된 우수 포장 

컨테스트전에서 서울 팩스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 수록된 이 도록에는 

포장 관련 업체 명단과 회원 주소록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죤 아브릴 블레이크著•정경원 옮김/미진사刊/ 

202P/4,000원/1984)

현대 디자인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이 새로운 

분야가 완전히 정착을 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대 구분에 맞추어 조감을 해봄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필독서이다.

현대 디자인의 기원을「미술적 방향의 

디자인一산업 디자인」과「과학적 방향의 

디자인一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명쾌하게 고찰한 이 책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산업 디자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 정부, 산업계, 교육계에서 기울여온 

갖가지 노력과 활동을 디자인 연구소인 

DRU (Design Research Unit) 를 통해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막

• 내핍의 시대

• 풍요의 시대 

•전문성

• 미래

• 사진도판

•역주

KDPC 자료실 근착 도서 안내

미국 산업 디자인의 역사

A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to 1940 
(아더 J.풀로스 The MIT Press/441P/1983)

산업 디자인의 본 고장인 미국 ID의 역사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역사 서적이다. 미국의 독립으로부터 

1940년대에 산업 디자인이 완전한 분야로 

정착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룬 이 책은 저자가 

「미국 국립 예술 진홍기구(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로부터 기금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저술한 것이다. 저자인 

풀로스 교수는 1982년 은퇴를 할 때까지 

39년간 봉직했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디자인학과의 명예 학과장으로서 후진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 (IDSA)와 세계 산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 (ICSID)의 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풀로스 디자인 연구소(PDA:Pulos Design 

Associates)」의 회장으로서 미국의 산업계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식민지 시대 (The Colonies)

• 신생국(The Young Republics)

• 민주주의 (The Democracy)

• 귀족사회 (The Aristocracy)

• 새로운 세기 (The New Century)

• 기계 시대 (The Machine Age)

• 디자인 시대 (The Design Decade) 

에 필로그:풍요로부터 인식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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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미국 그래픽 디자인 협회 연감

(Watson-Guptill Publications U.S.A/431P/1983)

1982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그래픽 디자인 

협회 (AGIA: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에서 시행한 갖가지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 작품만을 골라 수록한 연감이다 약 

10,000여 점의 대상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작품들만 수록되었으므로 미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이다.

AIGA는 1914년에 설립된 이후로 공모, 

전시, 출판, 교육 및 공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진흥 활동을 통해 미국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서

. AIGA 메달

• 1982년도 AIGA메달 수상작

• AIGA디자인 리더쉽賞

• 캘리포니아 그래픽 디자인 1980〜1982

• 저스트 타이프(Just Type)

• 5년간의 회고

• 서적 쇼우

•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 인덱스

GK의 세계(The Wourld of GK)
(日本講談社/154P/1983)

1950년대 초반에 국립 동경 예술 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 디자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현재 2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유수의 디자인 연구소로 

발전된「GK 산업 디자인 연구소(GK 

Industrial Design Associates)」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1953년 동경 예대의 이와타로 

고이께 (Iwataro Koike) 교수의 지도로 

에쿠앙 겐지 등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동경시의 의뢰를 받아 동경역의 

디자인을 해준 것이 GK 그룹이 태동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55년 동경의 메지로에 있는 허름한 목조 

건물에서「그룹 고이께 (Group Koike)」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된 GK 그룹이 처음으로 

공공에게 알려진 것은 일본 악기 회사에서 

고이께 교수에게 의뢰한 피아노 디자인을 

에쿠앙 겐지팀이 연구 개발한 이후부터이다.

이후「마이니찌 산업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속 수상을 한 GK 연구소는 1957년 

법인체로 발전되어 일본 산업계에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19乃년 ICSID총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GK의 역사를 간결하게 정리한 

이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 GK의 세계 (The World of GK)
• GK의 끝없는 열망

• 12가지 디자인 컨셉트

• 작지만 막강한 (Small But Powerful)

• 신종의 구상(New seed in Mobility)

• 복잡성—간결성 (Complexity-Simplicity)

• 생활 창조의 핵

• 자유로운 삶의 질서

• 감응 공간의 연출

• 장식의 소생 (Vision in Ornamentation)

• 전달 체계의 통합

• 정보의 가교(Information Bridgework)

• 창조 목표의 탐구

• 다른 문화와의 교류

• 새로운 미의 상관 관계

• 부록

• 쾌락한 세계의 내재적인 순환

• GK 연표

• 자료 일람 

精緻 (力 構造 一 日 本의 산업 디자인 

(日本六耀社刊/358P/1983)

1968년 메이지 시대부터 산업화되기 

시작한 일본에 현대 디자인의 컨셉트가 

도입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이 책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선진국이 된 

일본의 산업 디자인 분야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감하고 있다. 산업 디자인의 주요 영역을 

26가지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는 

역사적 분기점, 현재의 경향, 일본 산업 

디자인의 특성, 문제점과 미래의 전망…등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일본 나름의 

산업 구조와 일본인들의 생활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본 디자인의 세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갖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 개인 : 카메라, 시계, 자전거, 모터싸이클, 

악기•레저용품, 완구•교재, 육아용품, 문구 

• 가족 : 음향•영상기기, 가정 전기 제품 

가정용 기기, 주방용 기기, 잡화, 가구, 

조명 기기, 공업화 주택.

• 지역사회 : 자동차, 공공 환경, 철도, 교육 

기기, 의료 기기, 복지 기기.

• 산업 : 정보 통신 기기, 오피스 기기, 

농업 소형 토목 기계,가공•계측 기계, 로보트.

1984 일본타이포그래픽 연감 피 

(그래픽社刊/331P/1983)

일본 타이포그래피 협회 연감 편찬 위원회에서 

발행한 이 책은 13개 부문에서 총3,396점의 

출품작 중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470점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다이아그램 부문과 픽토그램 부문에도 각각 

86점과 23점이 출품되어 그 중 26점과 6점이 

선정되었다. 이책에 수록된 부문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작품(Best Works) : 32종

• 디이아그램 (Diagrams) : 26점

• 에디토리얼 (Editorials) : 65점

• 인쇄물 (Printed Matters) : 40점

• 광고 (Advertising) : 49점

• 로고타이프(Logotypes) : 166점

• 심볼마크(Symbolmarks) ： 53점

• 픽토그램 (Pictograms) : 6점

• 타이프페이스(Typefaces) ： 9점

• CI씨스템 (Corporate Identity System) : 10점
• 입체 (Packaging and Displays) : 20점

• 영상 (Screen and TV Titles) ： 8 점

• 연구♦출판 (Investigations) : 6점

• 실험 작품 (Research and Publishing) : 12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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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관광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모집 공고

한국관광을 선도하는 한국 관광 공사는'86, '88 양대 올림픽을 앞두고 대량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한 참신하고 수준 높은 관광사진 및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규격

• 관광 사진 : 35mm 이상의 칼라 슬라이드 필름 원판

（가. 35mm 필름은 5”x7"칼라 인화 사진 첨부 제출

나. 6 x6 cm 이상 필름은 마운트 없이 제출）

• 관광 포스터 : 60 cm x 90 cm,두께 3 cm의 판넬에 부착된 색채 도안 작푸

단, 사진 인화 구성시는 6cmx6cm 이상의 슬라이드 필름 원판 제출.

2. 작품 내용

• 한국을 상징적으로 狂현하여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작푸

•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여 한국관광의 매력과 전통미를 조화있게 표현한 작품.

• 약진 한국의 발전상과 활기에 넘친 국민의 기상 등을 표현한 작품

• 쇼핑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의 작품.

• '86, '88올림픽과 조화있는 관광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

• 이미 발표되지 않은 생동감있고 참신한 내용의 작품.

3. 작품 주요 대상

자연 경관 및 명소（4계절）, 민속, 문화예술, 쇼핑, 레져, 발전상, 동식둘류, 종皿행사, 스포츠행사（'86, '88 올림픽 홍보 

자료）등.

4. 출품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5. 출품 수량 : 제한 없음

6. 출품 방법 : 작품명, 성명, 주소 및 촬영 장소（포스터는 작품 내용 설명서）를 별지 기입 첨부.

7. 시 상 :

구 분 부문 별 작품수 시 상 시 상 M

최우수상
사 진 1 점 국회의장 상 200만원

포스터 1 점 국무총리 상 200만원

우수상
사 진 1 점 卫 통부 장관상 100만원

포스터 1 점 문공 부장 관상 100만원

준우수상
사 진

1 점 한국 관광 공사 사장상 50 만원

1 점 한국 관광 협회 회장상 50만원

포스터 1 점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이사장상 50 만원

장 려 상
사 진 3 점 한국 관광 공사 사장상 각 30만원

포스터 2 점 // 각 30만원

입 선
사 진 65 점 // 각 10만원

포스터 15점 〃 각 10만원

8. 작품 접수 : 1984년 9월 20일〜9월 27일
9 . 발 표 : 1984년 10월 6 일（한국일보, 血통신보지상）

10. 시 상 식 : 1984년 11월 5일 10： 00（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11. 전 시 ： 1984년 11월 5일〜11월 12일（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12• 접 수 처 : 한국 관광 공사 선전제작부 제작과（261 -3729）
13. 후 원 : 同통부, 문화공보부, 한국 관광 협회,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한국 사진 작가 협회

14. 협 찬 : （주）고려서적

15• 작품 판권 : 전 입상 작품의 판권은 당 공사에 귀속됨.

16. 낙선작 반환 : 1984년 10월 8일〜10월 13일（한국 관광 공사 제작과）

1984년 4월

厶 한국 관광 공 人H



I 디자인 자료 I

시리이즈 1

플라스틱 디자인技法 I
디자인과 구성

현대 과학 기술의 哥卜인 플라스틱 

성형 기술이 속속 개발됨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드는 빈도는 

더욱 塞卜만 가고 있다•본지에서는 

디자이너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마련코자 플라스틱 디자인 기법을 

연재로 게재한다. 자료는 독일 

바이엘(Bayer)사에서 펴 낸 rDesingning 
With Glass-Reinforced Leguvalj o] 
활용되었으며, 주식회사 럭키 플라스틱 

제2 사업부 디자인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었음을 밝혀둔다.

1• 평구조(Flat Structures)

1.1. 단일벽 (Single-wall) 디자인

단일벽 부품들은 공정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다 

(1)단면 두께가 균일한 단일벽

이러한 부품들은 여러 공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생산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탁자의 윗면이나 선반, 찬장의 받침, 재떨이 

등과 같이 적어도 한 면이 평편한 물건에 

사용된다. Fig.l의 A와 같이 보강 

요소(stiffening element)가 없는 평편한 

재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a) 부하가 있을 때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다.

b) 얇은 판은 비틀림과 기울어짐이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갑자기 부하를 가하면 역학상 노출이 

커져서 진동이 생기게 된다.

d) 평면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e) 뒤틀림이 없는 판을 생산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대개의 수정 작업은 수작업(手作業)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레이업伽y-up) 방법은 처리 부분에서 두께의 

허용치를 크게 해주기 때문에 수지나 

섬유질을 분사하는 것보다 좋다. 또한 

SMC에선 면적이 0.1m? 이상인 표면의 처리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습식 공정 (wet process)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f) 온도의 변화나 그와 관련된 영향을 

받았을 때 뒤틀림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타력(惰力)과 표층 사이의 거리와 부하가 

동일한 상태에서의 비틀림 정도는 단면 

두께와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Fig.2는 일정 

부하에서 여러 탄력성에 대한 단면 두께의 

함수로 뒤틀림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는 단면 두께가 감소할수록 뒤틀림 

정도는 선형으로 서서히 증가하지만 다음에는 

갑자기 큰 값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뒤틀림 정도가 급상승하는 임계치 부분에서 

단면 두께를 디자인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필요한 단면 두께가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할 때는 적절히 디자인을 함으로써 

허용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형태를 주어 표면을 보강하는 유형

1) 플랜징 (Flanging)

플랜지(Flanges)는 재떨이나 작은 탁자와 

같이 표면이 작은 경우에 보강재로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표면을 보강할 경우 

네킹 (necking)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크므로 

주형 수정 (mould correction) 이 필요하게 

된다. Fig.3의 A〜C는 가능한 플랜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늑재나 비드(bead)와 이중 뼈대 (double-shall) 

및 샌드위치 (sandwich) 구조와 같은 추가적인 

보강 방법은 표면적이 큰 경우 필요한 

것들이다.

습식 공정에 의한 고온 압력식 주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Fig.4에 나타나 있고 

잘못되었을 경우의 예가 Fig.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재료들은 대개 작은 크기로 말려져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GRP는 커다란 

면적을 가진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일반 도로나 고속 도로의 

표지판을 GRP 로 만들어 접착하지 않고도 그 

크기가 3・25mX9m나 된다. 이러한 표지판은 

Fig.6에서와 같이 적층판으로 된 금속 골조에 

설치되어 있다.

2) 비딩(Beading)

표면이 계속 평면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Fig.l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면 두께를 바꾸지 않고 비드(beads)를 

가지고 보강할 수 있다.

Fig.7은 이러한 비드에 의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해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냉동차의 문은 극심한 온도 

변화로 뒤틀림을 받기 쉬운데, 내부를 비드로 

보강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드는 구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압죽 주조의 

경우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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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형태를 주어 표면을 보강하는 유형.

<Fig. 2> 균일한 부하 아래에서 두께와 탄력성에 대한 

뒤틀림 정도.

< Fig. 3> 플랜징(flanging)에 의해 표면을 보강하는 

유형.

< Fig. 4> 습식 주조 : 반경이 15mm 이하인 경우 플랜지 

디자인에서 압축이 지나치거나 수지가 축적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주형이 닫힌 상태에서 재질에 힘을 

가하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리폼(preforms)의 경우에는 덜 발생하게 된다.

금속 주형에서의 습식 주조 : 디자인 I 은 주형이 닫힌 

상태에서 재료에 압력을 주어 수지가 축적될 위험이 

있다. 디자인 II에서 N까지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 Fig. 5> 좌측 : 부품이 금속 주형에서 습식 주조될 때 

Fig. 4의 I 의 C부분에서와 같이 플랜지에 수지가 

축적된 것을 나타냄. 우측 : 플래스틱 주형에서 습식 

주조된 경우 주요한 플랜지가 잘 다듬어진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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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유리로 보강한 Leguval로 만들어진 대형 

도로 표지판.

<Fig. 7> 비딩에 의해 표면을 보강한 형

± 5mm 이다.

〈Fig. 9> 상자 형태 디자인으로 표면을 보강한 형태. 

간막이벽의 전면은 Fig. 8과 유사하고 상자의 높이는 

대강 12Om 정도이다.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3) 포울딩 (F 이 ding)

Fig.i의 D,E와 같이 재료의 끝을 

접음으로써 보강을 하고 동시에 모양을 줄 수 

있다. Fig. 8은 간막이 벽과 같은 큰 표면을 

포울딩(Folding)에 의해 균일하게 보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략 높이가 120mm 

정도인 상자 형태의 표면은 최고 크기가 

1.25mX8.25m이고 무게는 단위 면적당 대략 

7.5kg/m2 정도인 건물의 앞면 벽을 보강할 

수가 있다. Fig.9에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디자인과 건축상 미관 효과를 결합시킨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Fig. 10은 벽면에 

포울딩 디자인을 사용하여 좋은 보강 효과와 

뛰어난 음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커빙 (Curving)

쌍축형 : 균일한 단면 두께를 가진 표면은 

Fig.i의 F와 같이 쌍축형 커빙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쌍곡선이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HYPAR 뼈대는 비교적 

큰 표면을 보강하는 데 유리하다. 여기서는 

<Fig. 8> 포울딩에 의해 표면을 보강한 형태. 간막이 

벽의 앞면은 유리로 강화된 Leguval로 되어 있고, 바깥 

면은 수작업으로 적층 처리한 겔막으로 되어 있다. 

최대판의 크기는 7.0x1.5m 이고 마름모꼴의 크기는 

대략 너비가 500mm이며 높이는 750mm 정도이다. 단위 

면적당 무게는 대강 가电/廿 정도이고 허용치는 미터당

곡면이 반대편 축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축형: 단순히 단축 형식으로 휘어진 판에 

의해 특수한 형태가 갖추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곡지게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비드를 계속 이어줌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러한 보강 형태는 한 

방향으로만 효과를 보인다. 이것은 어느 정도 

단면 두께가 균일한 경우에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실제 예는 Fig.ll에 예시되어 있다. 

(2)단면 두께가 변하고 단일벽인 평편한 부품 

표면은 또한 단면 두께를 국부적으로 

늘여서 보강할 수 있는데, 적층을 입힌 

프로파일(profiles)과 늑재를 사용하는 방법 

및 모서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1)수공 작업상의 단면 두께의 변화

적층을 입힌 프로파일 : 수작업에서 주물은 

먼저 균일한 단면 두께를 갖기 위해 적층을 

입혀야 한다. 적층 처리를 할 경우 나무나 

GRP 또는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립 

형태의 단단하면서도 속이 빈 프로파일을 제 

위치에 있게 해야 하는데 Fig. 12에 잘 나타나

있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보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층에 의해 표면에 

밀착되어 있어야 하고 압력을 적당히. 

이동시키기 위해서 각 부분의 적층면의 

너비는 다르게 해야 한다. 또한 Fig."에서와 

같은 경화점(Hard spots)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강 요소는 반대편에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습식 공정을 사용할 때 두드러지게 

된다. 만약 보강 재료와 표면과의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경우, 온도 변화에 의해 

뒤틀랃이 일어나게 된다. 좋은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프로파일은 

구조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강화된 

프로파일 근처에 예리한 압력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은 각각의 

거리와 인접면의 재료의 탄력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Fig. 13은 비교적 탄력적인 

표면과 단단한 보강 프로파일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힘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만약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이 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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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쌍축형 포울딩에 의해 표면을 보강한 형태.

<Fig. 11> 단축형 커빙(curving)가 U자 형태의 

플랜지로 표면을 보강한 형태.

<Fig. 12> 적층을 입힌 프로파일에 의해 보강한 형태.

<Fig. 13> 비교적 탄력 있는 표면에서 딱딱한 보강 

처리를 하여 생길 수 있는 경화점과 커다란 절단 부하.

<Fig. 14〉적층을 입힌 프로파일에 의해 보강한 형태.

<Fig. 15> 적층 처리를 하고 卫차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프로파일로 표면을 보강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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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강도가 작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적층을 

입히는 데 사용된 유리 강화(glass-reinforced) 

플라스틱은 보강 기능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크기가 특별한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실제 예는 Fig. 15에 나타나 

있다.

Fig. 16의 B와 같이 단단한 프로파일 층을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a)작업이 매우 오래 걸린다.

b )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c)처리 부분에 매우 높은 온도가 가해져야 

한다.

d)그로 인해 심한 뒤틀림과 높은 내적

< Fig. 16> 적층 처리된 프로파일, 상단 : 완전한 경우. 

하단 : 불완전한 경우.

< Fig. 17> 단면 두께가 다른 꼿을 습식 주조에 의해 

보강하는 디자인인데,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 Fig. 18> SMC 또는 BMC에서 보강 역할을 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2)습식 구조에서의 단면 두께 변화

습식 구조로 평편한 부품을 보강하는 것은 

단면 두께가 변하지 않는 주물에만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비드가 많은 모서리는 좋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Fig. 17의 A와 같이 

강화 재료의 두 층사이에 프로파일을 

삽입하거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홈 사이에 

밀어 넣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Fig. 17의 

B에서와 같이 실행 불가능한 작업을 수반하게 

되고 합성 수지를 균일하게 주입하는 것은 두 

경우 다 힘들게 된다. 더우기 A의 경우 

삽입된 프로파일은 주형에 고정시키기 매우 

곤란하고, B의 경우 매트(mat)는 적층까지

형태.

< Fig. 19> SMC에서 늑재로 표면을 보강하는 형태.

< Fig. 20> 이중 뼈대 구조에 의해 표면을 보강하는 

형태.

연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잘 

전달되지 않게 된다. 또한 수지가 축적된 

곳에 필연적으로 홈자국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3)SMC와 BMC 공정에서의 단면 두께의 변화 

비교적 표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Fig. 3의

A에서 C까지 뿐만 아니라 D에서 F까지도 

플랜징 (flanging)으로 보강될 수 있다. 한편 

D는 외부 모서리가 날카로워야 할 때 알맞은 

형태이며, E는 기초판으로서 적당한 형태이다. 

만약 플랜지(仇nge) 하나만으로 충분히 

보강을 할 수 없다면 .Fig- 18에서와 같이 

늑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홈 또는 수축 

자국이나 가느다란 틈과 같은 것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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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Kalwall이 디자인한 이중 뼈대 구조로 된 

반투명의 벽면 형태로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격자 

형태에 의해 결합되었다.

< Fig. 22> 냉동실 문에 사용된 샌드위치 구조로서 

표면은 유리로 보강된 ®Leguval로 되어 있고 중심부는 

®Hartm이topren으로 되어 있다.

< Fig. 23> 표면과 중심부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구조와 

크기가 다른 것들의 결합 형태로서 BCQ는 실패한 

경우이다.

〈Fig. 24> 표면과 중심부가 같은 재료로 된 동질적인 

샌드위치 구조인데 중심부는 직방성을 띠고 있다.

<Fig. 25> 중심부 형태로 격자 형태를 한 샌드위치 

요소

<Fig. 26> 샌드위치 요소의 중심부 형태. 좌측 : 거품형, 

중앙 : 벌집형, 우측 : 미립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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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Fig. 27〉플라스틱 튜브로 된 관 모양의 샌드위치 

중심부. 좌측: 표면이 없는 상태. 우측 : GR-UP로

있다. Fig. 18은 늑재 디자인을 예시하고 

있는데 디자인 A는 끝이 점점 가늘어지지 

않아 주형에서 풀려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끝이 매끈하게 

처리되지 않아 늑재가 주물 재료로 가득 차 

있을 경우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반』편에는 홈 자국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디자인 B는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경은 적어도 0.5mm는 

되어야 하고 비교적 기계적 부하가 클 경우 

반경은 더 커져야 한다. 만약 반경이 비교적 

크다면 수축 자국은 넓게 퍼져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늑재축의 테이퍼(taper)의 모양은 

측면 경사가 약 1: 55에서 1: 30 정도인 

BMC의 일반적 수준에서 T에서 2° 정도를 

유지해야 하며, 측면 경사가 약 1: 20에서 

1: 15가 되는 낮은 프로파일 수준에서는 

3°에서 4°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디자인 C는 B가 발전한 형태로 수축 

자국이 더욱 희미하게 되고 부하가 더욱 잘 

전달되게 되며 주물 혼합물이 더욱 잘 흐를 

수 있게 된다.

늑재의 크기는 부품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늑재의 높이 (b) ： 100〜 120mm 

끝부분의 두께 (a) ： 2.5〜 3mm 

보통 보강한 부분과 만나는 부분에서의 

늑재의 두께는 부분 두께(C는 약 a2가 

된다에 맞게 결정된다. 또한 높이와 두께의 

비율(b : a)은 대부분 2: 1과 4: 1 정도가 된다.

주형에 부울 때 가스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늑재 끝부분의 블라인드 

호울(blind hole)은 지름이 1.5〜 2mm 

표면 처리한 상태.

우 :<Fig. 28> 대형 샌드위치 구조의 중심부 재료로서

정도이고 깊이는 8〜 10mm 정도가 되어야 

한다. 늑재는 가끔 Fig.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 삽입물에 사용하기도 한다.

1.2 .이중벽의 평면 구조(이중 뼈대 구조) 

이중 뼈대 구조(Double shell construction) 

는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다. Fig.20의 디자인 A는 비교적 작은 

부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 뼈대가 

오직 모서리에서만 결합되어 있다. 디자인 

B는 A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대체로 큰 

부품에 적 합하며,구조에 붙어 있는 

스페이서(spacer)는 뒤틀림을 방지해 준다. 

내부에 있는 뼈대의 오목한 부분이 

스페이서의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Fig. 20의 C와 같이 평편한 디자인이 

계속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덮개와 같은 

것들은 Fig. 20의 D에서와 같이 둥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두 뼈대가 중앙에서 

결합되게 되면 바로 그 곳이 검사창(inspection 

window) 또는 나사 이음 부분이 될 수 있다. 

큰 표면에서는 프로파일이 두 뼈대 사이에 

결합 요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lwall 디자인의 벽면 구조이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샌드위치 구조(sandwich 

construction)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뼈대(shells)는 모든 공정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그 실용성은 주로 두 뼈대 

사이의 결합 정도에 달려 있다. 또한 자물쇠, 

손잡이,문의 힌지(hinge)는 두 뼈대를 

결합하는 또다른 요소로서 좋은 것들이다. 

보강 효과가 커지는 것 외에도 이러한 형태의 

사용된 Legupren경 량 콘크리트는 가볍고 둥근 형태의 

주입물을 접착시키는 팽창된 Leguval up 수지이다.

구조는 단열 효과 역시 크게 해준다. 이러한 

이중 뼈대 구조의 개선된 형태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인 것이다.

1.3 • 샌드위치 구조에서의 평면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모두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층은 표면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중심부에 해당된다.

샌드위치 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무게에 

대한 보강 효과의 비율이 컸기 때문에 비행 

물체에 사용되어 개발되어 왔다. 이，디자인의 

표면은 강도가 큰 재질로 되어 있고 가운데 

중심부는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다. 샌드위치 

구조는 무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단열성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면으로도 좋은 디자인이다. 

Fig. 22에서는 냉동실이나 냉장고의 문을 

디자인하는 데 샌드위치 구조를 이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컨테이너의 표면 재료로 합판을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 재료가 기계적인 

마모와 기후의 영향 및 부식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샌드위치 

구조에선 표면과 가운데 중심부가 단단히 

접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한 쪽 

표면에 가해진 압력이 다른 쪽 표면으로 

전달될 수가 없게 된다. 표면 재료와 

중심부는 압력이 가해지는 형태에 따라 서로 

조정되어야 하며 Fig. 23의 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 부하 아래서 표면과 

중심부와의 모든 결합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표면 재료가 너무 약하고 

중심부에 너무 심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Fig. 23의 B에서와 같이 압력이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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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Height of element（'m）・

집중되어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Rg・ 23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착이 잘 되지 않으면 

표면과 중심부가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만약 접착은 잘 되었지만 표면이 약하면 

Fig. 23의 D와 같이 중심부가 균열되어 

나오게 된다.

표면과 중심부가 같은 재료로 되어 있을 때 

이를 동질적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 만약 

중심부의 성질이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Fig. 29> 샌드위치 구조의 중심부 재료로서의 

Legupren경량 콘크리트

A : 주입물의 지름 : 6〜 15mm.
B ： 주입물의 지름 : 10〜30而

않는다면 샌드위치 구조는 보강하는 데 

있어서 등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F：g・ 24의 

샌드위치판은 세 층의 재료가 모두 같아 

동질적이나 직방성을 띄고 있다.

일반적인 중심부의 디자인 :

a) 격자형태(Fig. 25)

b) 강철, 알루미늄, GRP, 열가소성 물질과 

종이 등으로 된 벌집 형태(Fig. 26의 가운데)

。관 모양의 디자인(Fig. 27)

<Fig 30> 샌드위치 요소를 위한 모서리 디자인 형태.

<Fig. 31> 샌드위치 요소에서의 힘의 전달.

<Fig. 32> 샌드위치 요소 : 진공 방법을 적용하는 것.

d) 폴리우레탄(® Moltopren), 교차・

비교차성 PVC, UP수지 (回 Legupren 경량 

콘크리트)를 기초로 한 경질 거품형(Fig. 

26의 왼쪽)

e) 발서 (balsa), 섬유판, 미립자판을 기초로

한 목재형(Fig. 26의 오른쪽)

® Lequpren 경량 콘크리트:

Legupren은 ® LeguvalUP 수지와 Legupor 

기폭제를 기초로 한 거품 형태이다. Legup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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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콘크리트는“Fig. 28에서의 팽창 유리 및 

진흙과 같은 경량 주입물을 결합시키는 

Legupren 결합체이다.

(1)표면 디자인

대부분의 중심부 재질이 판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평면 구조는 생산하기 매우 

용이하다. 거의 모든 중심부 재료는 단축형의 

곡면을 가지며 비교적 단단한 판에 홈을 

내려면 팽창된 열가소성체를 가열해야 한다. 

쌍축 형태는 벌집 디자인과 팽창된 

열가소성체를 사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 Moltopren으로 주입된 것이나 

® Legupren으로 주조된 거품 형태는 명확한 

곡면이 필요하게 될 때?유리한데 표면은 

조립하게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중심부 또한 기계 작업을 할 수 

있다.

판의 크기 : 판은 대강 0」에서 1m2 정도인데 

대부분의 디자인들은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표면을 하고 중심부는 목재로 만든다.

대형판: 중심부는 수작업에 의한 

레이업(lay-up)이나 진공 주조 또는 압력 

주조의 의해 표면 처리가 된다. 샌드위치 

구조의 높이는 3mm 정도이고 길이는 

Legupren경량 콘크리트로 결정이 되고,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단면 두께는 Fig. 29에 

예시되어 있다.

(2)단면 두께의 변화

판 형태의 재질을 중심부 재료로 사용하면 

단면 두께가 다른 것 사이에서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두께의 차이가 급격히 일어나선 

안 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하가 

매우 큰 곳에서 단면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표면상에서 수월하고 만약 그 재료가 

GRP일 경우는 더욱 용이하게 된다. 단면 

두께에 관한 디자인상의 최대 허용치는 

주조시 거품 메꾸기와 붓는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거품 메꾸기 : 표면은 지그(逾)에 고정되어 

있고 등시안화물과 폴리올(polyol)의 

혼합물(® Desmodur/® Desmophen)은 두 

표면 사이의 구멍으로 주입된다. 그리고 이 

혼합물은 교차 결합하여 팽창해 구멍을 

메꾸어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공정에서 거품의 압력은 

2〜嶙/笳 정도로 예상되고, 부품들은 특수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붓기 : 표면은 지그(由)에 고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구멍은 경량의 주입물(理E)로 

2/3정도 채우고 그 다음 ® LeguvalSF를 

과산화물과 ® Legup이■와 혼합시킨 후 그 

혼합물을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주입물 위에 붓는다. 팽창 가능한 

바인더(binder)는 둥근 주입물(filler)의 

미립자 사이의 구멍을 통해 주물 

밑바닥으로 침전된다. 주형은 주입물에 의해 

완전히 채워진 후 닫혀진다• 주입물(理底)의 

미립자 사이의 구멍이 Legupren으로 메꾸어질 

동안에 이러한 팽창 공정은 혼합물을 고루 

섞은 후에 이루어진다.

(3)모서리 디자인

Fig. 30의 1처럼 끝이 처리되지 않은 

표면은 손상을 입기 쉽다. 이는 작은 

하중에도 벗겨지고 파여지기 쉽다. 이보다 

나은 디자인이 Fig. 30의 2에서 12까지에 

있는 형태인데, 표면이 모서리 디자인에 의해 

보강될 수 없는 경우 끝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단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특수한 모서리 디자인을 취할 경우 

샌드위치의 부품을 입히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된다.

(4)힘의 전달

모서리에서는 힘이 Fig. 30에서의 모서리 

디자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 유사한 

디자인이 Fig. ”에서와 같이 표면에서도 

가능한데, 디자인 A에서의 중심부는 힘이 

전달받는 곳에서는 강도 높은 재질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양면이면서 깊거나 

단면이면서 나사 결합을 한 경우 모두 다 

적합하다. 목재의 경우에는 밀봉제로 보호를 

해야 한다. 디자인 B는 각 면을 SMC로 감싼 

목재의 경우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습기와 

벌레의 침입을 막기 위해 큰 지름의 구멍을 

미리 뚫어 놓아 코팅을 하고 내벽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판이 한 면만 고정되어 있다면 C와 

D같은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다. E와 같이 표면을 국부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사실 부하가 작을 경우에 

적합한 것이다.

(5)공정 기술

• 수작업에 의한 샌드위치 구조의 생산 

표면의 매끄러움 정도가 그리 문제시 되지 

않을 경우 중심부는 양 면 모두 보호해야 

한다. 양면은 유리 강화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러한 방법은 보통 원형이나 시험용을 만들 

때 적당하다. 실제 상업용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뼈대는 주형으로 완성되는데, 

주형쪽의 면은 매끄럽지만 그 반대편 면은 

거칠게 된다. 거치른 면에다 기후나 화학 

물질에 대한 보호 처리는 탑 코우트 

(top coat)를 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리 구조를 보호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조가 형성되는 정도는 주로 중심부에 

달려 있다. 중심부나 표면의 단면 두께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안쪽 반경이 적어도 5mm인 플랜지(flange) 

디자인의 모서리는 속이 비는 

경향과 수지가 축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경이 8〜 10mm정도인 경우는 훨씬 

용이한데 일반적으로 홈이 있는 압연기를 

통해 가스를 배출하기가 편하다. 또한 

수작업은 표면적이 Im? 이상이 되는 평면 

구조의 경우 적합하다.

Fig. 32는 표면과 중심부와의 결합이 진공 

방법으로 압력 처리를 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샌드위치판의 진공주조

작업(Fig. 32): 겔 막(gel coat)과 적층 

수지를 입히고 강화 재료를 사용하여 홈이 

있는〜압연기로 미리 포화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중심부판을 넣고 고무막으로 봉한 후 

진공을 만들고 처리를 한 다음 주형을 

떠낸다.

결과 : 표면이 매끄럽고 표면 상태는 

주형판의 표면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컨테이너의 

바깥 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양 

면을 동시에 감싸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통풍하기가 힘들고 빈 구멍이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 샌드위치판의 압력식 구조

습식 공정 (Wet Process): 습식 주조는 

압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층 사이로 액체 

수지가 유출되고 가스를 빼내는 데 문제가 

있어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SMC의 경우는 훨씬 더 용이하게 된다.

• SMC에 대한 압력식 주조의 적용 

필요 조건 : 8〜 15kp/cnf 정도의 압력과

120〜 140℃ 정도로 가열된 압연기,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SMC와 풀림 종이(release 

paper), 보조판 등이 필요하다.

적층 구조 : 한쪽에 SMC층을 하나씩 

입히는데 SMC층 사이의 결합은 

오버랩(overlap) 방법보다는 버트(butt)방법이 

낫다.

절차 : 주요 약품으로 처리한 미립자판은 

SMC와 양쪽에 있는 풀림 종이 (release paper) 

로 감싸 보호해야 한다.

결과 : 양면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고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풀림 종이의 표면 

처리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공정은 단계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다.

• SMC에 의해 감싸는 방법

표면뿐만 아니라 모서리 역시 이 공정에 

의해 감싸서 보호할 수 있다. 밀폐 가열된 

금속 주형과 60~80kp/cm2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므로 사용되는 미립자판은 높은 압축 

강도를 지녀야 한다. 플랜지 등 여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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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샌드위치 요소 : 압력 주조로 미립자판을 

SMC로 감싸 보호한 것.

<Fig. 34> 샌드위치판 사이의 직선 결합.

< Fig. 35> 샌드위치판 사이의 각진 결합.

< Fig. 36> 샌드위치판 사이의 직각 결합으로 냉동실 

문에 주로 사용된다.

< Fig. 37> 표면의 단단한 돌출 부분.

< Fig. 38> 표면의 횡단면이 준수직 형태인 돌출 

부분으로 A와 같은 단단한 구조에서부터 속이 빈 

구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디자인 B부터 D까지는 

대칭형 부품에 특별히 사용되는 것이고, 디자인 E에서 

너까지는 각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에 사용 가능하다. 

B의 튜브는 가는 실을 감거나 회전 주조를 통해 제작될 

수 있다. C에서 H까지는 압력 주조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주물의 거치른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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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처리를 한 경우 적절한 것이다. 대칭형 부품인 

경우는 수작업의 레이업(lay-up) 방법보다는 수지나 

섬유를 분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습식 주조가 

사용될 경우 프리폼(preforms) 모두가 디자인에 

필요하게 된다. C 와 D는 E에서 H 까지 의 형태보다도 

SMC나 BMC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압력 

주조의 경우 C와D는 먼저 윗부분이 닫혀지고 나서 

다음에 주형이 닫혀지게 된다.

<Fig. 39> 다리는 하나인데 둥근 모양, 직사각형 

모양을 한 탁자이다. A ： 속이 차고 단단한 구조로 

목재질로 만든 전형적인 디자인 B：GR-UP로 만든 속이 

빈 구조에 알맞게 수정된 디자인.

<Fig. 40> 가열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만들어진, 

속이 비었으면서도 단단한 돌출 부분. 상단 : 정면도. 

하단 :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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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수작업의 레이업(lay-up)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

<Fig. 42> 압력 주조로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 의자의 

뼈대 디자인은 상당히 복잡하다.

<Fig. 43> SMC 또는 BMC로 만들어진 속이 빈 돌출 

부분

⑬領⑥⑲

기술에 의해 보강할 수 있지만 이는 특허권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직조하지 않은 직물과 

결합하여 SMC는 미립자판의 양면에 적용될 

수 있는데 125〜140℃ 정도에서 압축 주조를 

해야 하고 Fig. 33에서와 같이 판을 완전히 

감쌀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1。여 년 

전부터 배전용 상자의 문과 벽을 만드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⑹결합

Fig. 34와 35는 샌드위치판 사이에서의 직선 

또는 각진 결합의 가능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냉동 장치의 표면 구조에서와 같이 

열전달이 없어야 하는 곳에서는 Fig. %과 

같은 디자인이 바람직하다. 결합한 곳은 

적층을 하여 강화해야 한다.

2• 함몰과 돌출 부분

이와 같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면이나 모서리 또는 구석 중 어디에 

변이가 일어날 것인가?

변이는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것인가?

돌출한 두께는 어느 정도인가?

변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가?

표면과 돌출 부분과 이루는 각은

얼마인가?

돌출 부분들끼리 이루는 각은 얼마인가?

2". 표면에서의 돌출 부분

표면에서의 돌출부분은 준수직 형태를 

갖거나 직선 형태를 취한다. Fig. 37은 두 

<Fig. 44> SMC 또는 BMC로 만들어진 간막이 벽.

<Fig. 45> 직선의 횡단면을 가진 표면의 돌출 부분 

<Fig. 46> 직선의 횡단면을 가진 표면의 돌출 부분 

A :SMC 또는 BMC로만 가능하다. B : 모든 공정이 사용 

가능한데 수작업상 적층이 주형에 가해질 경우 수직을 

이루는 두 표면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야 하나 선박의

형태를 예시하고 있는데, 만약 돌출 부분이 

단단해야 하거나 단일 작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때는 SMC 나 BMC 로 고온 압력 주조를 

사용해야 한다. 돌출 부분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로 제한되고 있다.

⑴횡단면이 준수직 형태인 돌출 부분

받침, 다리 등과 같이 Fig. 38의 A와 같은 

형태를 갖는 단단해야 하는 것들도 때로는 

Fig. 38의 B에서 H까지의 것과 같이 속이 

비어 있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B는 

적층에 의해 결합한 두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디자인들은 한 부품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C에서 F까지의 돌출 부분은 

표면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반면에 G와 H는 

그렇지 못하다. 탁자나 의자 등과 같이 

폐쇄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덮개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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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골같은 주형에 적층이 가해질 경우 적어도 적층 

작업과 로울러 작업을 위해 여유를 두어야 한다. 압력 

주조에서 이러한 간격은 공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C,E와 F는 시멘트, 나사, 리벧 결합이 

가능하다. Fig. 47은 D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Fig. 47> 적층을 입힌 판. A: 동적 부하가 걸리는

좋다.

<Fig. 49> 소형 탁자. A: 보통 재료를 사용한 탁자. 

B :GR-UP를 사용한 탁자.

있어야 한다. Fig. 39의 하단의 그림은 

GRUP로 매우 훌륭히 디자인한 둥글고 

다리가 하나인 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재질로 디자인한 상단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삼각형과 사각형 모양의 

표면에서의 돌출 부분의 디자인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SMC로 고온 압력 

주조에 의해 만든 단단하거나 또는 속이 빈 

구조를 갖는 디자인들은 Fig. 40에 예시되어 

있는데, 상단 그림은 정면도이고 하단 그림은 

횡단면도이다. 속이 빈 돌출 부분은 수작업 

또는 압력 주조에 의해 제작 가능하다. 百夕 

41의 탁자와 의자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Fig. 42에 있는 것의 횡단면은 

흥미롭게도 밑판이 4개로 축소되어 있다.

의자의 뼈대는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경우 큰 전단력이 발생하기 쉽다. B： 완충층이 위험을 

줄여 준다. C: 적층을 입힌 판이 반대편에 명확히 드러나 

보이므로 이 점을 구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48> 적층을 입힌 판은 보통 한 면에서 3 내지 

5deg 정도의 뒤틀림이 발생하게 된다. Fig. 46의 D와 

Fig. 47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두 면을 다 입히는 것이

주조하기도 힘들다. 또한 탁자의 윗부분은 

비드에 의해 보강되어야 하며 SMC와 BMC는 

Fig. 43에서의 부품에 사용되었는데, 우측의 

세 개는 기능상 속이 빈 디자인이 필요하다. 

⑵횡단면이 직선 형태인 돌출 부분

Fig. 44와 45는 늑재와 간막이벽 등과 같은 

것을 SMC와 BMC를 사용함으로써 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높이는 120mm 정도로 

제한되고 측면은 디모울딩(demoulding)하기 

쉽게 적어도 1데그(deg) 정도로 끝이 

가늘어져야 한다. Fig. 46의 A와 같은 단단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Fig. 61의 B와 

같은 돌출 부분은 여러 공정 중에 어떠한 

것을 취하더라도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표营이 연속적이어야 할 때는 Fig・ 46의 C와 

D같은 디자인이 바람직한데, C는 E와 F와 

같은 리벧 또는 나사에 의해 결합할 수도 

있고 시멘트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D는 Fig. 47에서와 같이 돌출 부분에 적층을 

하여 완성할 수 있다 표면에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돌출 부분은 Fig. 46의 

E나 F처럼 된다. 만약 돌출 부분이 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경우 제작상 어려운 점이 

많다.

한쪽 면에 적층을 입힌 판 모양의 돌출 

부분은 Fig. 48에서와 같이 뒤틀림이 일어나기 

쉽다.

2.2. 표면의 구석에 있는 돌출 부분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돌출 분분은 의자나 

벤치와 같은 것의 받침대나 다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GRP 구조는 금속 프로파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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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0>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만들어진

70cm x 70cm x 35询 크기의 작은 탁자.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어 주는 저프로파일(low-profile)수지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구 산업 연합에서 제정한 품질 

기준에 맞는다.

< Fig. 51>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만들어진 

의자로서 다리를 프로파일링(profiling)하여 보강 효과를 

거둔다.

< Fig. 52> GR-UP로 만든 탁자와 의자 다리의 횡단면.

< Fig. 53>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만들어진 

의자로서 총비용은 독일 마르크로 180,000 - 200,000 
마르크 정도가 된다.

< Fig. 54>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침대로서 적층을 

한 다리는 표면에 플랜지 처리를 하여 보강할 수 있다.

< Fig. 55>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둥근 탁자.

상단: 보통 재료로 만든 것. 하단: GR-UP로 만든 것으로 

다리는 플랜지와 둥근 디자인으로 보강했다. 수작업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플랜지에는 분할된 주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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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압력 주조에 의해 SMC로 만든 의자로서 

삽입된 너트와 나사의 인장 강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프로파일(low-profile) 수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 점에 재질이 축적되어 수축 

자국이나 파인 자국이 생길 수 있다.

<Fig. 58> 각진 부품을 덧붙임판으로 보강하고 있는 

형태.

< Fig. 56> 압력 주조에 의해 GR-UP로 만들어진 둥근 

형태로 돌출 부분은 표면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속이 찬 단단한 구조에서 사용되는 부품과는 

완전히 다른 부품 디자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Fig. 49의 A에서와 같이 윗부분, 

옆부분, 다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채료로 만들어진 탁자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Fig. 49의 B에서의 부품은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균일한 단면 두께를 유지하고 단일 공정 

작업에 의해 제작 가능하다. Fig 50은 실제 

그러한 디자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의자의 다리는 정적•동적 부하에 잘 

견디도록 되어 있고 Fig. 51에서와 같이 

보강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쌓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디자인을 

프로파일링(profiling)하는 유형은 Fig. 52에 잘 

나타나 있고 Fig. 乃은 일반적으로는 의자의 

다리가 네 개이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리로도 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표면의 모서리에 있는 돌출 부분

⑴횡단면이 준수직 형태인 돌출 부분

실제 예는 Fig- 55의 상단의 다리가 여러 개 

있는 둥근 탁자이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Fig. 59> 모서리에서 만나는 표면을 보강하는 형태. 

좌측 : 측면에 의해 보강. 우측 : 늑재에 의해 보강.

<Fig. 60>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표면이 상호 

보강하는 것. 1에서 4까지는 여러 수작업이나 압력 

주조에 의해 제작 가능한 것이고 5와 6은 SMC나 

BMC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 6은 내용물을 구분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

GRP로 설계된다면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이 된다.

다리 부분을 보강하려면 플랜지(Range)와 

둥근 디자인 형태를 사용하면 된다.

⑵횡단면이 직선인 돌출 부분

Fig. 56은 표면의 돌출 부분이 모서리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기통 

엔진의 공냉을 위한 공기 통로인 금속으로 

된 이 부품은 단일판으로는 제작할 수 

없지만 압력 주조에 의해 GR-UP를 재질로 

사용할 경우 단일판 구조 역시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변형 유체학상 최적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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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사二⑼ 61> 모서리에서의 돌출 부분이 이루는 

밑부분: 반대편에 있는 옆면은 물론 밑부분가 측면에 

의해 이루어진 모서리에 의해서 주형이 풀리는 방향 및

가능성이 결정되어진다. 쉽게 빼낼 수 있다.

우：〈Fig. 62〉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단면을 U자 형태로

가지는 주물로서 이는 탄력을 이용해 측면을 변형시켜

모난 단면에서 둥근 단면으로 되는 것이다.

1) 모서리진 구조에서의 돌출 부분

두 표면이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디자인은 

매우 혼한 것으로 이 때 모서리는 예리할 

수도 있고 보통 또는 둔각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상의 모서리 그대로의 

주물은 실제 거의 없고, 보통 주물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는 주형보다 작게 된다.

수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주형의 모서리는 주조를 하여 86± Ideg 

정도까지 재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단면 두께와 반지름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가열해 서서히 식히는 

동안 1.5deg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은 겔 막(gel coat), 특히 적층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단면 두께가 2mm 

정도인 적층이나 바깥쪽의 단면 두께가 

0.4mm 정도인 겔 막 위에서의 모서리는 

OMieg까지 커지는데, 만약 겔 막이 내부에 

있다면 모서리는 0•見eg만큼 작아지게 된다. 

단면 두께가 0.6mm 정도의 적층에서는 겔 

막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2mm 정도의 얇은 적층에서의 모서리는 

1.5mm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리가 이루는 

모서리는 균일하지 않고 그것은 직선이라기 

보다는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의 정보는 또 다른 공정 방법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모서리를 작게 하면 

밑변은 부풀어 오르고 측면은 움푹 들어가게 

된다. 제반 사항이 엄격한 경우에는 이러한 

결점은 주형에 수정을 가해 보완될 수 있다.

실제로 각진 부품들은 Fig. 57에서와 같이 

의자 형태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해부학상 ' 

고려해 보면 돌출 부분의 횡단면은 

직선이라기 보다는 구부러진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요인은 또한 앉는 부분과 등받이 

사이에 있는 연결 부분에 보강 효과를 줄 수 

있다. 등받이 부분이 더욱 탄력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 부분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횡단면은 실제로 돌출 부분의 곡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만약 두 면이 탄력에 의해 

변형을 받지 않으려면 Fig. 58에서와 같의 

보강용 덧붙임판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더우기 모서리에 의해 형성된 측면은 Fig. 

59의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 곳을 채울 

수 있다. 이러한 부품은 주형이 취하는 

위치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디모울딩(demoulding)의 방향은 삽입된 

너트와 늑재와 같은 돌출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Fig. ⑨은 모서리에서 결합되는 두 

면을 보강하는 여러 방법들을 예시하고 있다. 

2) 모서리에 여러 개의 돌출 부분이 있는 표면 

표면에 돌출 부분이 한 개만 있으면 두 

표면의 모서리는 적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돌출 부분이 더 있다면 두 표면이 

이루는 모서리는 여러 작용을 하게 된다. 

단면은 표면과 Fig. 61에서와 같이 돌출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는 어떠한 

공정을 취하더라도 A와 같은 단면을 가졌을 

경우는 주형에서 빼내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수작업으로 이러한 부품을 주조할 때 

적층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압축하거나 

구부려서 주물이 잘 빠져 나오도록 한다. 

Fig.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주물은 이런 식으로 하여 빼내면 된다. 고온 

주형에서는 수틀과 암틀에 각기 다른 열을 

가해 높은 온도에선 주물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Fig. 61의 디자인 C는 분할된 

주형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작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 D는 개방식 주형을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 

E2와 같이 폐쇄식 주형을 사용할 경우 

언더커트(undercut)가 생기는데, 이런 

디자인은 후미가 네모지고 기울어져 있는 

요트같은 데 사용된다. 개방식 주형에서 빼낼 

경우 먼저 뱃머리를 들어올려 선체를 앞으로 

끌고, 그 다음 주형에서 꺼낸다. 압력 주조에 

폐쇄식 주형을 사용할 경우 Fig. 61의 Ez와 

같이 주물을 위치시켜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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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금성사산업 디자인 
3 모젼 개최안내

'84 GS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1•주 최

•주식회사 금성사

2.후 원

•한국방송공사

•동아일보사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3 •목 적

♦ 산업디자인 진흥과 육성

• 창의성 있는 산업디자이너의 IDEA 발굴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제품의 디자인 개발

• 산확 협동 체제 확립

4. 공모작품 내용

■ 제 1 부전자응용부문

• COMPUTER 및 0A 기기

CRT-TERMINAL PRINTER, TYPE WRITER 
복사기, 팩시밀리, 퍼스날 컴퓨터, 

금전 등록기, 모니터 및 사무기기

SYSTEM.
• VIDEO

TV, VTR VIDEO CAMERA, VDP 및
VIDEO SYSTEM.

• AUDIO
라디오, 카셋트, 라디오/카셋트 CAR
AUDIO, HIFL MUSIC CENTER, AUDIO 
SYSTEM, AUDIO 응용기기.

■ 제 2부가전응용부문

• 주생화기기

에어콘, 선풍기, 소제기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가습기, 이. 미용기기, 건강위생기기.

• 식생활기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냉장고, 쥬스믹스. 

에어포트, 후라이팬, 토스타, 전자밥통, 

커피포트 및 식생활 SYSTEM.

■ 제 3부 OLYMPIC 상품디자인

'86.'88 OLYMPIC* 위한 전자•전기 부문 

응용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작품・

5 출 품

■ 예 선

• 출품자격:제한없음

• 출품신청서배부 : 각 대학 （전문대 포함） 및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 접수일자 : 1984. 6. 20〜6. 22 （3일간）

• 접수장소 :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럭키금성빌딩）

• 작품규격 : RENDERING, 도면, 작품개요 

（판넬규격 70x70x3 （cm）） 
（표현방법이나 매수 제한 

없으며, 연구논문 첨부 가능）

■ 본 선

• 예선출품하여 합격한 작품올 본선에 출품, 

심사한다.

• 예선심사에 합격한 작품의 모형제작비용 

일부를 금성사에서 지원한다.

• 작품규격 : MODEL 규격 （180x180x180 （cm） 
이내의 모형）

■ 출품규제

이미 발표된 작품, 모방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6 심사위원

학계, 산업계, 언론계 및 공공단체 전문가로 

구성 （15명）

7 심사장소

•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럭키금성빌딩）

8•심사발표

• 예선 : 1984. 7. 6. （개별통지）

• 본선 : 1984. 9. 4. （동아일보/개별통지）

이 마크는 금성사산업 디자인 

공모전 심볼입니다.

9 시 상

• 일시 : 1984. 9. 6 （목）

• 장소 : （주）금성사 대회의실（럭키금성빌딩）

• 시상내용 :

구 분 수량 내 용

금성대상 1 상장 메달 및 부상 5,000,000원
부문별록상

제1 부
제 2부

제3 부

1
1
1

상장, 페달 및 부상 3,000,000원

장려상 4 상장, 메달 및 부상 1,000,000원
입 선 22 상장 및 메달 기념품중정

■ 특 전

• 금성대상 및 부문별 특상자는 금성사가 정한 

인사규정에 의거 입사륵전 부여 .

• 입선이상인 자는 금성사 디자인 모니터요원 

으로 우대함.

10 전 시

• 1 차전시 : 1984. 9.12〜9.15 （4일간）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 룸）

• 2차전시 : 1984. 9.18〜10. 17 （30일간） 

（SITRA *84 럭키금성그룹 전시관 전시예정）

11. 작품반출

• 일시 및 장소

낙선작 : 1984. 7. 23〜7. 25 （3일간） 

입선작 : 1984.10. 23〜10. 25 （3일간）

• （주）금성사디자인종합연구소（럭키금성빌딩 

10층） ※모됸 작프의 기일내 미반•욘주최측 임의대로처리함.

12 입상작품의 창작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모형. 디자인 도면은 （주） 금성사에 

귀속한다

13 . 출품작에는 금성마크 및 금성 

브랜드 로고墨 사용한다

14 문의처

•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럭키금성빌딩 

10충） （전화 : 7거・32 교환） 394,395,396,397）

산업디자아너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세계속에 기술금성으로 뻗어가는 

금성사에서 '84년 제2회 산업디 

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내 산업디자인의 진흥과 육성, 

산학 협동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국제 경제력 우위는 물론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제품디자인을 개발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 

창의력 넘치는 대학생및 산업디자 

이너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圍 Gold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