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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 되어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제품 

자체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구매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C.I.P. 도입의 

필요성이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도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표지 디자인은 이번 호의 특집으로 다룬 5개 업체의 

심볼 마크와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조형미를 추구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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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집 I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C.L 문화의 정립

조 영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학과 교수

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 

되어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제품 자체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구매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과 기업의 문화에 

대한 해석력이나 창조력이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친근감, 신뢰감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업에서는 

C.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업의 인격이며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C.L 도입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향을 조 영제교수와의 설문 

을 통해 정립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C.l.（Corporate Identity） 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廣義의 

C.L（형이상학적인 면에서부터 사물로 

확인되는 구체적 정보의 획일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와 狹義의 v.l. （Visual 

Identity라고 할 수 있는）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기업에서 받아들여야 할 진정한 

C.L는 광의의 C.I.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경영 테크닉의 하나로 C丄 도입을 

시작했으나 오늘날은 경영 테크닉 면만이 아닌 

다른 차원까지 승화되어 가는 성향을 띠게 

되었읍니다. 세계가 정보의 일일권으로 

되어감에 따라 기업에서도 폭주하는 정보들 

속에서 기업 정보를 체계 있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와 관심도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폭주하는 정보 

시대에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행위나 기업 

활동을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읍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작업을 위해서는 자기 

기준적인 정보 활동이 아닌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시대적인 성향 분석에 

대응하는 발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일 업종을 취급하던 기업이 다업종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또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게 

됨에 따라 그때 그때의 광고 활동에 경비나 

노력이 많이 들어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C.I.가 도입되었으나 요즘은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대상 

사회의 소비자 성향이나 가치관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저개발국에서는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기업이 정보 

활동을 할 필요 없이 생산만 하면 팔렸지만 

성숙 사회가 될수록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평가 가치 기준이 변화되었읍니다. 과거,기능 

가치에 의하여 상품을 구입하던 시대에서 

기술이 평준화됨에 따라 제품의 단순한 

기능보다 브랜드 가치（사표 가치）를 구입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제품들간에는 지명도에 있어서 이미지가 상향 

조절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소유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고유 

가치（세계에서 유일한 것 등）를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우리 나라도 기능 가치 

구입 시대를 벗어나 유명 브랜드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되었으며, 기술 수준 

평준화와 공급이 수요를 넘어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상품의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에 연결되는 함수 관계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품질의 우수성보다는 

브랜드를 보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이미지를 정착시켜야 되겠읍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것이 기업이지만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뒤떨어진 방법이므로 이윤 

추구 전략을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문화적 활동이나 

이윤의 사회 환원 등과 같은 후생 복지 등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일반 가치 

기준에 정확하게 정착 가능한 정보로 

합치되어야 홍보가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歪 

구태의연한 방식의 경영 방침은 제품이 첨단 

기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이처럼 

C.I.를 단순한 V.L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에 기업 이미지의 상향 조정을 가져올 수 

있읍니다. 동양에서는 기업과 가정을 일치시켜 

왔으나 개인주의가 발달된 서구 사회에서는 

종업원들이 기업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유대 의식이 필요했읍니다. 우리 

나라에도 과거에는 선진화된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직장난으로 인해 기업에서 종업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피고용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가므로 내외적인 캠페인과 기업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C.I•라는 

대내외적인 경영 수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一우리 나라 C.L 도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적으로나 기업에서나 C.I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 자신도 10여 년간 C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C.I. 작업을 해왔으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에 접하곤 했읍니다. 

초기에 경영층의 인식이나 기업이 처해 있는 

사회（시장 환경, 기업간의 맹목적인 경쟁 

의식, 기업의 국제화）적인 면이 성숙되기 

전에도 C.L 도입을 하는 데 무리한 점이 

많았지만 현 시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C.L 

도입 이념의 정립이나 의식의 확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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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의 

문제점이 아직도 뒤따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C.I. 도입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확실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이라면 C.I•를 

단순히 V.I•라고 보고 마케팅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략 없이 V.L의 결과만으로 큰 

도움을 기대하며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사고로 C.L를 도입한다면 대단히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활동 가운데 소위 대외적으로 정보화해서 그 

기업 이미지에 유리한 것을 집중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각시킬 때 비로소 효과적인 

CL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기업의 문화적 

가치라고 보는 기업 정보가 기업마다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면 그 기업 고유 이미지 

확립에 문제가 있겠죠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정보 가치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개념을 설정하고 C.I. 방향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개념 설정 없이 나온 홍보물이나 

디자인물은 평가 기준 없이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C.I. 이미지 확립을 하려면 목적 

의식이나 방향 의식의 정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一시각 전달 디자인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순수 예술가들이 창작 

세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듯이 디자이너들도 

창작에 대한 긍지를 나름대로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훌륭한 작가가 감각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호소력 있는 자기 표현의 세계를 

표출해서 대중들에게 교육적인 측면과 공감을 

일깨워 지적 감성적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면 

디자인도 그와 같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순수 예술의 경우 화랑에서 전시가 

있을 경우 5,000명 내지 50,000명이 

감상한다면 디자인의 경우는 대량 매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각 

전달 디자인의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이지만 

표현 방식에서 세련되고 독특한 조형 감각을 

재현시켜 전달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즐겁게 

감상하고 시각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인쇄나 

TV를 통해 대량으로 보급되므로 더욱 

광범위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제품의 

기능이 비슷할 경우 그 제품의 디자인을 수준 

높은 조형 감각으로 살려 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시민의 조형 감각 향상에 효과가 클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기업에만 공헌하기 

보다는 많은 소비자에게 공헌한다는 긍지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이런 사명을 인식한다면 

수준 높은 감각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켜 주면서 홍보나 

광고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一심볼의 추상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볼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개념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기업이 활동하는 범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는가와 

연령, 지적 수준 지역 구분 등 주된 대상이 

어딘가에 따라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도 크게 나누어 

볼 때에 기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서민을 위한 

서민 금융 기관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 은행 

등이 있는데, 각 성격이 주 고객층 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각 기업 자체가 기업의 자체 분석이 되고 홍보 

전략이 설정되면 커뮤케이션 컨셉트가 

확립되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래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층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에서 외래어 

표기의 첫머리 글자로 심볼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는 기간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서 서민들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구사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읍니다.

—기업 윤리나 철학을 어떻게 

시각화시킵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윤 추구의 기관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윤 추구를 

위해 시민, 즉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도 

좋다는 윤리관이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문제는 일반 윤리 측면이 아니고 기업주가 

기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있읍니다. 

C.I. 개념을 설정할 때는 기업마다 정보화시킬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C.I•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그 기업의 경영 이념이나 

기업이 지향하는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뚜렷히 부각시키지 못한 채 여러 기업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체험해 

보았읍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키 워드(Key word) 하나를 

제시해 주면 디자인의 개념 설정도 쉽고 평가 

기준도 세우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어느 유통 기관에서 C.I. 도입시에 

대표적인 키 워드를 '고객 제일 주의'라고 

내세웠으나 이것은 어느 서비스 업체나 

유통기관이면 다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더욱 연구를 하여 

'集客第一主義'라는 키 워드를 뽑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 경우 더욱 구체적인 

영감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화제 

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관심을 

끌어줄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비주얼 컨셉트는 용이하게 

추출되어집니다.

—CI에서 한국적 이미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집단에서 

개념 설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화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한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는 자연히 부각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접근은 커뮤니케이션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광범위하게 한국적 

이미지를 살펴볼 때에 선조들의 작품 활동 

결과가 오늘날 한국적 성격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 한국적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식탁이나 그릇을 사용하다 

보니 오늘날 한국적인 특성으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세계가 일일권에 있는 

오늘날 '한국적'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다소 

방향이 다른 이야기지만 덧붙여 말한다면 외국 

디자이너가 말하길 한국에 오면 눈을 반 이상 

감고 다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인이나 인쇄물 등의 정보 전달 매체가 거의 

한글로 되어 있어 대단히 당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좌표를 세계에 어떻게 

정립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것을 보존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겠읍니다. 한글 전용만을 주장하며 영어나 

한문을 쓰지 않게 되면 한국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을 세계에 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넓게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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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LP•개발사례
코오롱•정우에너지 • 체신부，한미은행

코오롱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복잡한 산업 

사회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기업의 

이미지는 판매 촉진과 선전 수단을 위한 

강한 도구로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고객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깊게 심어 주는 CLP•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도 앞을 

다투어 C.LP. 작업을 시도해 왔다.

본지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C.I.P. 사례를 몇 편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은 김사를 드린다•〔편집자 주〕

아트디렉터 : 권 명과 유 재우

프래너:박 정후

디자이너: 서 홍선, 방 재기, 명 계수 문 철, 홍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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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입

코오롱
KOLON

•심볼과 국•한•영문 로고타입 수평조합에 주소 타입

曳코오롱 

대 € 합성화화卒식회/V 
본N : 서둘특별시 줌구 무L1 동45/전화 ：771-57 

曳 KOLON 
毎最 IN（二

C.P.0.B0XI9I8 SEOUL KOLON BLDG., 
45 MUGYO-DONG.JUNG-GU.SEOUL,KOREA. 
TEL： 771-57
CABLE ADD： KKK TRADE SEOUL
TLX： KOLON K23225

•심볼가 로고타입의 상하 조합 •심볼가 국문 로고타입의 수평 조합

코오롱 KCMLON

弗卒석회7 코오롱

B 코오롱 97주식 회/M 
弗 코오롱건설주식회/V
B 코오롱유화주식회/V 
至 코오롱고속관광주시 회/V 
口 한국！과이 目卒시회7

•국문전용서체 •그룹계열사의

문무몸믜믶브［빁흐 

벌변보보브브분부 

/난「岂스스으 

섭公今6今 스丿니 식 

个길啓술아안야密

코
오
롱

〃7
G

셕
회

7

 

I 우
식
회

7

 
코
오
롱

로고타입 수직

어에엔여역연열연

코
오
롱
유

화7T식
회

八 

코
오
롱
건
설

卒식
회

7

코
오
롱
고
소

「관
광

卒식
회

한
국
바
이

目주
식
회

•서브 그래픽 엘리먼트의 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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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우미 II□지
아트디렉터:안 정언

어스시턴트디렉터 : 현 용순

프래너:강 우현

디자이너 : 황 인구, 김 경환, 김 성휘

•심볼마크

•심볼설명

스스로 빛올 발산하고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귀여운 곤충의 이미지를 가진 '반딧불'을 

심볼로 사용함으로써 신뢰감 넘치는 국민 대중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또한 역동적인 

사각의 조형을 통하여 끊임 없이 연구 정진한다는 

전진적인 기업의 자세를 시각적으로 의도하고 있다.

•합성프로모우션 로고타입

中心'
짐우미口지주식회N

•국한문 합성 상하 조합 시스템

W

正应미I 口지株式含社 
」니new。。E「IE극G CO..UTD.

•국한문 합성 좌우 조합 시스템

莽处 짐우께口지주식회人T 
细g junovoo eoe^gt co..utd.

r息 正应메口지樣式吕社 
%心 儿new。。En—CY CO..UTD.

•브랜드형 좌우 조합 시스템

冬”叁 짐우이II□지주식회시

冠中2WE

正应미I□지樣玄含社

孤帝 스

junovoo e「ie그g co., eno.

正反미口지株式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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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형 상하 조합 시스템

到껠留洛

짐우미□지주식회시

극］2W 卜스

树叁 
冠

짐우이I □지주슥회«

中23心

鯉껠磔^

正反미I 口지侏式自社

3121I 가스 

图忆 

W

正反미口지秣式台社

MI23 心
•국문전용서체

둔술숨스슴시식신 

실심써안압액어엄 

업없여역열염에읠 

예몬외요용우문위 

원위总뮬으믄음의 

이인일입있자작장 

재저적전절점접점

•프로모우션 안내찰, 방문기

•충전소 입간판

•프로모우션 로고타입 패턴

鳳口 케口3〕巨畑胆風 극111고키 期喧風 극Ml고키 期喧巨시 케口3〕虱胆冋 

U 虱胆］冤 극111그』现胆風 그기口中 期胆風 극11口키 團胆闻］ 극Ml그』

그기口玉 虱0叵到 그기I그31 ^00^0 그기I그』I 巨姗回風 극Ml그』KU回風 a 
珈回風 극］II그31 期胆風 극기口玉 期晅冋］ 키II고키 虱胆国』극Ml그玉 期 

I그7 드珈匝風 극기口玉 巨珈叵風 극기I그31 虱［晅］드시 극M口玉 國0回風 극M口 

風］ 극기I그7 巨瓢回風 극Ml그玉 巨©烂〕虱 극Ml그』巨珈胆風 극111그』］ 虱胆尺 

J ^00^0 그기I그玉 虱［順］風 키II그＜］ 我［順］風 극111그、期晅凤0 극M口＜1
그기口키 我0回드시 그기I그31 虱胆〕風 극기I그31 謝胆風 키I口、詢胆風 구 

©0回風 극기I그31 悶胆風 극Ml그31 巨姗匝風 극Ml그、認胆M 극Ml그、巨細 

I그』虱『皂風 극기I그：卬 國。叵風 中I口:킨 K0叵到 극11口:卬 巨研目冤 극M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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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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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간판

을笺懇 제 2 차 전국대리점킹웜자히의 
仰勒树* Q ■早01口지 1983 5. 26 - 5 28

•
1

—T

1-2丄2」 上丄2」 |一・」

A板

百우미 I□지주식회7

中2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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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신부
대표:안정언 유니폼담당:배천범

책임연구원: 구 동조 진행담당: 강 우현

기획담당 : 현 용순, 김 현 디자이너: 황인구, 김 경환, 김 성휘 

싸인담당:김 경배

•심볼마크 •심볼설명

체신 정신의 표상으로 사용한 제비는 한국적 

정서가 충만하며 인간에게 이롭고 속도도 빠른, 

옛부터 우리의 생활 감정에 친숙해져 있는 새이다. 

이 심볼 마三 디자인은 세 마리의 제비가 복합되어 

신속•정확•친절의 의미로 미래를 향해 끝없이 

전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로고타입 •시그니춰

加신부

대탄巴국 체신부

대탄已국 加신부
—

心 進1言피코
=■ =三二-

mimsTRu of 
communicRTions 
REPUBLIC OF KORER
進信部

大覇民国遞信部

加신부

miniSTR!J OF 
communicRTions 
REPUB니C OF K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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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I c On 아트디렉터:서성회■— I I . Zj 그래픽디자이너: 김 훈 김 현, 김 홍기, 한 상옥, 이 승진

•심볼마크

•심볼설명

•심볼로고 그리드 시스템

심볼의 기본 개념은 경제 유통을 상징하는 2개의 

형이 결합된 형태로서 한미 양국의 결속된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시각화한 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발전성과 성장성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또한 형을 

2가지 색상으로 사용한 것은 태극의 이미지와 

내부에 형성되는 2개의 별 모양으로 미국올 

상징하여 한미 합작의 특성을 살린 것이다.

• 법인명 시그니춰

흔r 미은划
KorAm Bank

주시회人跡 한P| 은힌?百置은헁

•그래픽요소 활용

14 산업디자인 74,1984/6



•전용서체

건검게겠겨결경고곡곳 

과관광괘괴교구국군굴 

꿈궁권궐귀규균글금금 

기길김나난난남내냐너 

넒넝년녕노논농높누뉴 

느는늘닌다단달담담당 

대때더떠덩도돈동돛돼 

되된될두둔드득듣들등 

라래량렁렉려령렸례로

• 돌출사인

산업디자인 74,1984/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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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登錄實施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이너의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여 디자 

인전문활동을 보호•육성하고 국가의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디자이너 등록을 실시한다.

1. 등록신청접수기간: 1984년 6월 1일〜9월 10일

2• 접 수 처 mra,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128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762-9130/9462）

3. 등록신청서배부처
가.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나 지방 : 상공회의소 진흥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

4•등 록 부 문
가. 시각디자인

나. 공예

匸卜. 제품 및 환경디자인

5. 구 비 서 류
가. 등록신청서（소정 양식）..........................................

나. 증명사진（천여색 3cm X 4cm）...................................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1부 및 기타 증빙자료

부
매
부
 

1
3
 
1

6•등록대 상 자
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등록부문의 각 항에 해당하는 분야（이하“디자인분야”라 한 

다）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있는자

나.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 

한 자로서 동 분야에 4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야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3 

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 

업한 자로서 동 咨「에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분야에 6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디자인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및 지방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7. 등록자에 대한 특전
가. 전문디자이너로서의 기본자격인정 및 공지

나. 디자이너 등록증 발급

다. 취업 정보중계

라. 디자인 정보•자료의 제공 및 교류

마. 주요정책사업의 참여 추천

기타 자세한 것은 당 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로 문의바람

1984년 5월 일

韓 國 디 자 인 包 裝 센 터
理事長 李 光 魯



연구논단

C.LP. 도입의 실제
제일은행 C.L계획을 중심으로

강 우현 그래픽 디자이너

1•개요

1980년대 초기의 우리 나라 은행계는 

내외적인 환경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금융 자율화, 금융의 대형화, 시중 

은행 민영화 방침 결정 등의 외부 환경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수적, 관료적 

타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는 내부적 의식 

변화가 그것이다.

또，신한은행과 한미은행 등 새로운 민간 

은행의 창립설이 나도는 가운데 '예금과 

'대출'로 요약되는 금융 업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독자적인 서비스 이미지 부각에 

고심하고 있었다. 제일은행의 신혼 적금, 

한일은행의 카아네이션 정기 적금, 상업은행의 

한아름 통장 그리고 국민은행의 국민 카드가 

이 무렵에 개발된 신종 서비스 업무이다.

은행간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오른 것은 

이 시점부터이나 실질적인 경쟁의 바탕이 

마련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라 할 수 있다. 

금융 자율화나 민영화에 대비하여 각기 자기 

은행의 경영 이미지 부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1978년 상업은행을 필두로 외환, 국민, 산업, 

한일은행 등에 연이어 도입되기 시작한 C.I. 

프로그램인 것이다.

당시 은행의 C.LP. （Corporate Identity 

Program） 도입은 이른바，붐，을 이루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금융 기관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기여한바는 지대한 

것이었다. “우리 은행에는 문턱이 

없읍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고객 위에 

군림하는 관료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친근하고도 참신한 이미지를 심어 가고자 

했던 것이다.

은행의 C丄P.는 대부분이 디자인 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은행 여건으로 

보아 그것은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방대한 

조직 관리를 위한 표준화의 측면이 중시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C.LP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ECOMAS（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통합） 

개념에서의 디자인 통일화 방안이 

경영진에게는 훨씬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단의 연구 대상으로 제일은행을 

선정한 데에는 이상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표준화 정책에 의한 시각 이미지의 통일이며, 

다른 하나는 CLP•를 통하여 내부적인 의식 

개혁의 동기를 마련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모티베이션 （motivation : 동기부여） 

관리의 측면에서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C.I.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각종 

디자인물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C.I. 캠페인을 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이 중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제일은행의 기업적 규모를 살펴보고 

C.I계획의 특색과 전개 과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 회사명 : 주식회사 제일은행

• 설 립 :1929년7월1일

•자본금 : 1,300억원

• 점포수 : 135개 지점 및 예금 취급소 

•종업원 ： 8천여 명

• C丄도입 시기 : 1982년 5월3일 （발표일 기준）

2. C.L 계획의 특색

가. 도입 추진

제일은행에서 시각 이미지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77년으로 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코퍼레이트 

칼라（보라색）와 마스코트（코끼리）를 선정하여 

약간의 디자인 통일을 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이르러 

타은행에서 전반적으로 C.I.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상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되자 1981년에 본격적으로

C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아 타은행에 비해서는 C.I. 

도입의 후발 주자라 할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플러스 요인도 

없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타은행의 C.I. 

도입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장기간의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일은행에서 C.I.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 

데는 내부적으로 성숙된 분위기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타은행이 C.L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이미지를 개선하여 감에 따라 제일은행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금융 기관의 

서비스 이미지에 관한 조사 결과는 외적으로 

나타난 자신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조사 대상인 8개 은행 중에서 

제일은행의 이미지는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심볼 마크에 따르는 연상 

이미지도 눈에 잘 띈다, 품위 있다, 

현대적이다, 친근감이 간다, 발전적이다 등의 

면에서 CI.를 도입한 타은행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표 1, 2 참조）.

대외적인 이미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조사 결과와 

일치됨으로써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야말로 C.L 도입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영업 실적의 열세를 

극복해야 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C1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직원 교육용 

자료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설명되고 있다.

“……（전략）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읍니다. 

금융 자율화에 따라 은행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은행을 

둘러싼 여러 고객층에 대해서도 보다 참신한 

이미지의 확립이 요청되기에 이르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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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는 정부 보호의 온상에서 벗어나 

관료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우리 은행을 찾는 고객에게 보다 참신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금융 대중화를 추구하는 

은행으로서의 새로운 경영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C.L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략）”

C.I• 도입 계획은 디자인의 통일화와 

모티베이션 관리의 측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었다.

먼저, 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C.I.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과장을 반장으로 

실무 전담반（행정반으로 명명되었음）을 

편성하여 C.I. 도입 및 실시 계획의 수립, 

C.I. 도입에 관한 각종 교육 활동, 기타 경영 

이미지와 관련号 제반 통제 활동을 담당하게 

하였다（표3 참:조）.

C.I. 도입 계획은 4년차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최초의 1년간은 시스템 개발기, 

2년차는 각종 응용 매체의 교체 및 전반적 

실시, 효과 측정기 그리고 3년차 이후는 

계속적인 효과 측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C.I. 시스템 전개 대상은 총 163항목에 

달했는데, 은행 이미지의 시각화 작업을 

비롯하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활동 

등으로 기본 계획이 작성되었다.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체화되어 은행 내부의 전 임직원에게 

시달되고 시각화 작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의 자율화 및 대중화 추세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P.R. 활동이 중시되는 현 

시점에서 당행의 본점 신축과 민영화에 앞서 

대내적으로는 분위기의 일신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명실상부한 제일의 은행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기본방향

C.L란 기업에 있어서 '전인적 척도'라고 

하듯이 기업도 사람의 인격 형성과 마찬가지로 

경영 이념이나 행동, 제품, 경영 능력, 가치관, 

사회에의 공헌도 등이 어우러져 대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은행 업무는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실적은 예금의 종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 정도나 대외적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은행에서 이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가고 있던 당시로서는 

어떤 각도에서 제일은행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였다.

〈표1〉각 은행별 이미지

순위 친 절 신 속 신 뢰 안 정 규 모 현대감 발 전 친근감

1 국 민 외 환 국 민 국 민 외 환 외 환 외 환 국 민

2 한 일 상 업 외 환 상 업 상 업 상 업 상 업 조 흥

3 제 일 국 민 상 업 외 환 조 흥 조 흥 국 민 상 업

4 상 업 제 일 조 흥 조 흥 국 민 국 민 신 탁 한 일

5 조 흥 한 일 한 일 제 일 신 탁 기 업 조 흥 제 일

6 외 환 조 홍 제 일 한 일 제 일 제 일 기 업 외 환

7 기 업 기 업 신 탁 신 탁 한 일 신 탁 제 일 신 탁

8 신 탁 신 탁 기 업 기 업 기 업 한 일 한 일 기 업

〈표2〉은행별 심볼마크 연상 이미지

주）조사 시기가 1980년 5월이므로 한일은행은 C.I. 도입 이전의 이미지임.

순 위 눈에 잘 띈다 품위 있다 현대적이다 친근감이 간다 발전적이다

1 상 업 한 일 외 환 한 일 상 업

2 외 환 상 업 상 업 상 업 외 환

3 한 일 기 업 국 민 신 탁 국 민

4 국 민 국 민 신 탁 조 흐 신 탁

5 신 탁 조 흥 한 일 국 민 기 업

6 조 흐 외 환 제 일 외 환 제 일

7 제 일 제 일 조 흥 제 일 한 일

8 기 업 탁 기 업 기 업 조 흐

〈표 3> C.I. 도입을 위한 조직

이 사 회

추진위원회

위 원 자 담당이사 

부위원장 : 저축부장 

위 원 :기획조사부장 

인사부장 

서무부장 

사무개선부장

모델점포

5개 지점

견본제작 및 반응측정

실무전담반

반장:홍보과장

반원: 대리 1명
행원 명

디자이너 1명

주）이사회는 최고 결정 기구로서 C.I.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계획의 확정, C.L 연구팀 승인, 디자인안 및 도입 

시기 등）하며 추진위원회는 중간 의결 기구로 각종 계획을 예비 검토한다•

실무 전담반은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제반 행정 지원 부서간 의견 조정，교육 활동，각종 계획 작성

C.I. 캠페인 및 퍼블리시티 활동을 담당한다.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컨셉트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는 이를 어떻게 

시각화하여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경영 목표를 

분석하고 내부 직원의 가치관과 당면 경영 

과제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일은행의 경영 목표는 안정, 성장, 친절, 

신속 제일의 이념하에 당면 목표로는 

①금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②수익 위주의 

경영,③거래 기반의 저변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① 금융기관으로서의 정통성 

확립,②자율적, 진취적/경영,③자산의

프레젠테이션

CI 연구팀
실
물
 
견
본
 
제
작
 
의
뢰
 

매
뉴
얼
 
및

건전화, 내실화,④신용 기반 조성,⑤업무의 

전산화 등에 경영 목표를 두고 있었다.

또, 내부 직원 의식 조사 결과 창구 

서비스의 개선, 조직의 활성화, 의식 구조 

개혁, 무사 안일 탈피, 서민 금융 시대 대비를 

위한 친밀감 조성, 조직의 활성화 등의 당면 

과제가 하부 조직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중장기 경영 목표와 당면한 경영 과제,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의 기존 이미지 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컨셉트 

전개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①안정, 성장, 친절, 신속 제일을 지향하여 

서비스나 실적면에서 으뜸의 의미를 강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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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믄 힘 ... .........

。제일은행
KOREA FIRST BANK 제일은행

既◎餓（黝
상〈그림1〉기존 심볼과 로고타입

이것은 한글 자모의 '지자를 모아 엽전 또는 마차 

바퀴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창립 초기에 창안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 사용되었다.

②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대상물을 시각화할 

것（당시 타은행에서는 약간의 추상성을 电 

심볼이 많았다）.

③타은행의 이미지와 차별화가 분명할 것.

④미래 지향적이고 친밀감이 있을 것.

⑤심볼 마크와 마스코트의 개념을 

동일시하여 이미지상의 일체화를 꾀할 것.

⑥응용성이 풍부할 것.

匚卜・C丄교육과 분위기 조성

이것은 단순히 교육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C.L도입을 계기로 하여 관료적,보수적, 

무사안일하다고 하는 전통적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고, 시각화된 디자인 시스템과의 

일체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티베이션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조직 구성원에 게 

경영면에서의 열세 극복을 위한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C.I. 도입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C.I. 교육은 3차례에 걸쳐 8천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C.L의 개념 교육을 

비롯하여 C.I. 도입의 필요성, 경영 환경에

하좌 :〈그림2〉

오늘날과 같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량이 

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심볼은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타기업과 동잘화해 버릴 수도 있다.

부응하는 내부 직원의 자세, 디자인 교체에 

따르는 홍보 및 반응 측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기존 심볼을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면에서 분석하여 기존 심볼에 대한 애착심을 

제거시키는 한편, 타은행과의 이미지 비교, 

C.I. 도입 목적을 합리화하여 변화를 싫어 

하는 은행원 특유의 보수성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그림 1,2 참조）.

“C.L를 도입한다는 것은 바로 당행의 

낙후된 이미지를 회복하여 영업 실적을 

높이고 수신 열세를 극복하는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각종 장표류, 서식, 간판, 

유니폼, 차량, 홍보 및 광고 형식, 영업장 

환경, 접객 태도, 대외 활동 요령 등을 하나의 

경영 이미지로 통일화하여 제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하겠읍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경영 활동을 

아이덴티파이하여 이윤의 극대화와 조직의 

항구적인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을 강조하고 

근무환경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였다.

당시의 은행원은 고자세에다가 지나치게

O0O O0O COO

하우 :〈그림3〉열쇠를 이용한 심볼 마크 안

이것은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와 전통적인 매듭올 

이용하여 열쇠의 형태를 취하게 한 디자인이다.

보수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성공적인 C.I.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의식 개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C.I. 도입의 후발 주자로서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면 내부 직원의 새로운 

근무 자세 확립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되었던 슬라이드 중 그 

일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

“…… （전략）이렇게 바뀌어지는 당행의 

새로운 디자인은 매뉴얼에 수록, 관리 방식을 

정형화함으로써 사무 능률의 향상은 물론 

우리 은행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참신하게 

변모시켜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C.I.도입의 성공 여부는 디자인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관리와 운용, 그리고 

모든 제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 요소와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이미지가 충실히 결합될 때에 비로소 경영 

전략을 위한 C.I. 도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은행 

내부의 우리 임직원은 어떻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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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 :〈그림 4> 심볼마크의 모델로 사용한 엄지손

좌하 :〈그림 5〉확정된 심볼 마크

엄지손은 일반 대중은 물론 만국 공통으로「으뜸」의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다. 시각적인 면에서도「제일의 

은행」,「은행 중의 은행」임을 나타내는 데에는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 심볼 디자인은 앞서 추출한

최고”라는 서비스 이미지를 강조하여 고객을 위한 은행, 

금융 대중화를 추구하는 은행임올 강력하게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 :〈그림 6〉심볼 마크의 활용형

제일은행의 심볼 이미지와 부합石卜도록 디자인되었다.

원래 손은 창조의 근원이자 인간의 몸체 중의 한 부분에 

속하므로 휴머니티가 충만한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홍보면에 있어서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임을 강조하여 임직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는가?

첫째, 제일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약진하는 제일은행, 

새롭게 변모하는 내 직장에 대한 신뢰와 

긍지로써 나 자신이 바로 새로운 제일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있어서 C.L 도입을 새로운 

의식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읍니다• 모방이 아닌 창조의 계기, 무사 

안일이 아닌 적극적 참여의 계기, 평범한 

샐러리맨이지만 행동하는 자유인으로서 

조직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일입니다.

세째, 고객에게는 보다 친절해야 하겠읍니다. 

고객을 형제처럼 상냥하게 대하고 우리 

은행을 찾는 고객에게 자신의 휴식처와도 

같은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금융 대중화를 

추구하는 은행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분위기 조성 활동은 전국 

지점에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변화이］ 대한 기대에 넘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분위기 조성 활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내 신문을 통한 원고 게재, 각 

지점에 대해 C.I. 계획과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서 발송 등 전사적인 개혁의 

분위기를 성숙시켜 갔다.

각종 간판이나 표시판류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신규 제작을 억제하고 제작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C.I. 전담반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입체 표시물뿐만 

아니라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배포에 있어서도 

사전 협의를 요하는 한편,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인 보라색, 코끼리 

마스코트, 심볼 포스터 등을 서서히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동기부여 활동은 기본편 확정과 

더불어 '으뜸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3• 기본 요소의 결정

제일은행 CL시스템은 기본편과 시그니춰 

시스템(Signature System), 재활용 자료, 

응용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편은 전체 

C.I.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심볼 마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수있다.

따라서 심볼 마크, 로고타입, 코퍼레이트 

컬러, 전용 서체, 트레이드 캐릭터(일반적으로 

마스코트로 통용되므로 이하 마스코트라 

칭함) 등의 기본 요소(Basic Elements)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두어졌던 것은 심볼 마크이다.

원래 심볼이란 반드시 도형화된

，마크，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특한 상징 요소를 포함하지만 본 

논단에서는 조형적으로 정리된 디자인 심볼을 

기업 심볼로 정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전술한 커뮤니케이션 컨셉트의 기본 방향과 

의식 조사, 상징물에 대한 기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볼의 시각화 작업을 위한 

제일은행의 심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고 기본 요소의 디자인이 전개되었다.

첫째,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제일의 은행.

둘째, 전통과 친밀감이 느껴지는 믿을수 

있는 은행.

세째, 자율적, 창의적, 진취적 기상을 담은 

은행 중의 은행.

네째, 중후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참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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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활성화, 안정, 신뢰감, 성장, 품위 등의 

심볼 이미지와 부합되는 상징물로는 '1'이라는 

숫자, 엄지손, 벌, 본점 건물, 열쇠, 나무, 동전, 

학 등이 제시되었다. 기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벌이었다. 벌은 

일반적으로 근면을 상징하는 곤충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징물에 

의한 기본 디자인으로 시각 이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 벌이었다.

기본 디자인을 조형적 측면에서 재정리하여 

일반 대중과 전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아이 

뷰우 테스트（Eye View Test）를 실시 하고, 

커뮤니케이션 컨셉트의 기본 방향과 심볼 

이미지, 시각 이미지 조사 등을 종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끝에 2종의 최종안이 마련되었다（그림 

3,5 참조）.

최종적으로 제시된 심볼안은 엄지손과 

열쇠를 도형화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벌은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인 대상이었으나 벌꿀 

회사와 같은 타업종이 연상되거나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엄지손과 열쇠를 중심으로 전개한 심볼과 

그밖의 기본 요소, 시그니춰 시스템은 각 

직급별로 선정한 내부 직원 493명의 투표 

결과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1982년 3월 

30일 확정되었다（표 4 참조）. 디자인 작업에 

착수한지 4개월만에 제일은행 C.L 시스템 

기본편이 완료된 것이다（그림 5〜15참조）

4. 새로운 이미지의 탄생

'으뜸'이라는 컨셉트에 의해 기본편이 

확정되고 응용편의 전개와 병행하여 대외 

홍보 계획이 수립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C.I. 시스템이 완료母어 

이의 전반적인 실시와 아울러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보 노출의 방지, 

디자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조기 발표키로 

하였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발표 시기는 원래 

어떤 특별한 이슈와 때를 같이 하여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당시의 제일은행 

여 건으로서는 조기 발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본편 확정 1개월 후인 5월 3일을 D데이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심볼의 창안권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서비스표 등록, 간판에 대한 의장 등록） 

및 발표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각 지점에 C.I.P. 도입 및 

실시에 관한 협조 공문 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슬라이드 교육 실시, 은행내

〈표 4> C.LP. 기본편 최종안에 대한 의견 집계표

직 급 참석인원 A 안（엄지손） B 안（열쇠） 무반응

지점장급 80 77 3
차 장 급 112 100 12
대 리 급 149 136 12 1
행 원 103 98 5
여행 원 45 43 2
노동조합 4 4
합 계 493 458 34
구성비 92.9% 6.9% 0.2%

〈표 5> C.LP. 홍보 기본 계획

항 목 내 용
3 4 D 5

30 5 10 15 20 25 30 3 10 20 30

배 지
제 작

착 용

깃 발

제 작 

배 부 

게 양

—

명 함

제 작

배 부

사 용

인사 장

자

T1소

。 

제
 
바
 H

I

안 내 장

제 작 

배 부 

사 용

문서시달
유인물제작 

발 송

직원슬라이드 

교 육

제 작

1차 교육（서울）

2차 교육（지방）

—

퍼블리시티
보도자료작성 

언론기관배부

신문광고 

（사내신문포함）

원고제작

게 재

포스터

제 작 

배 부 

부 착

가두캠페인

실 시

（5월중 전국 일제히

10회 실시）

정면, 돌출간판 및 

人m 터•창문 도장

（모델점포）

제 작

부 착

지일은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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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RST BANK
〈그림 7〉로고타입（한글 • 한문 • 영문）

한글과 영문의 “0”자는 심볼 마크의 윤팍 형태가

그대로 활용되었다. 또 “제，행” 등에서 “에”와 “H”는 

아라비아 숫자인 “「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r~r一—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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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LIOS BOLD OUTLINE

龜©酗娜哪丽 (아询就也™次婢 

顛©醜［蕭WKL ［龈(卵◎幅TO嬲X瀝 

胞③4娯⑥禍⑨®

① A 타입

笔冬❹❹❹笔生 
©©©©©©© 

©S®®©®® 
©©©S©®®
② B 타입

©©©S®©®

©©@®©©® 
©©S®®®©
③ C 타입

좌상 :〈그림 8〉전용 서체

국문 전용 서체는 각종 시각적 전달 매체의 타이틀에 

주로 사용되며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글자는 기본 

모듈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조중 :〈그림 9〉영문 지정 서체（HE니OS）

좌하 :〈그림 10＞으뜸 아기' 마스코트

마스코트 역시 얼굴의 형태는 심볼 마크의 윤곽으로 

부터 추출된 것이다.

①각종안내, 인사, 방향지시 등

② 각종서어비스, 전화상담 등

③이전안내, 부의 축적, 편리융자 등

④목돈마련, 정기적금 예금안내 등

⑤ 각종안내, 고객으뜸 우리으뜸, 인사 등

⑥마이카 시대, 레저 등

⑦사무, 입행안내, 재형저축 등

⑧휴게실, 식당 등

⑨신혼적금 등

⑩예금권유, 저축심 앙양 등

⑪쇼핑, 선물, 가계수표 등

Q 저축의 기쁨, 건강, 육아“ 예금권유 등

⑬입학, 졸업, 장학저축 등

⑭어린이, 육아 저축 등

⑮축하인사, 축복잔치 등

⑯리크레이션, 여가선용 등

⑰레저 등산 등

⑱스포츠, 여가선용 등

우 :〈그림 11〉코퍼레이트 패턴

산업디자인 74,1984/6 23



矗文正式名 A 타입

주식회사 冬 제일은힌?I
m I 君니

漢文正式名 A 타입

條 式슾社 冬 第一 罷 f5l

英文上下組合 a 타입

專用머키標語 B타입

으뜸으로 모시는上三느1上 느二八1=

FIR^NK 母 제 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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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새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고개과 함케 밭전하여온 저회 세일은행은 보다 적 

극적인 서어비스로 여러분을 오시기 위하여 53년간 

지녀은 심블마m를 새옵게 바꾸었읍니다

제일 온电
손온 차조의 근원. 엉지손온 으뜸의 상징입니다.

새우，시*마“妊 •工객으 °用。.”. U시、- W 행

• 친췼 • 신 牛• 안싱 싱 상，;에。一皆짜齢 으鳍

• 이개지항”이，샇의”인 유.

♦ 오耳가 더봉어 방■바；:. 은-임- 나타내고 

있옵니다.

제일 온电
얼굴 4마유으로 더육 성설찢 모시챘욥니다”

■ 歩专 땆이M여 羹 七싀 干*하 V# 貞 »戏의 驚*方 新順하.屹며. 不 

M 저* ■打네 ■■어 个신 "意T普，•닙니다

貴 卜어 방시 我貝아어버이 6 ■"« ■粽化. 立■大衆化T 발咬 
+버 보아 *俺的힌 사4비 人.，，R 卜骨 丄시•遮사. 53年 * 健附禮 ••니 

실♦마具，4•채/바우엇♦니아.

士으，诵브里类읜릐으&흐르.은堂혀*■비니다

q瞿今 샇叁싯 버시«니。
•睇書* 호◎사t 《니”* 
♦ ■切.泌潼.*发、&，**•・尸粉，乂裁打 
♦ *、«■蹿喇岭허 'Mil 
• •务婿 "*어 ■■•$； 나이，*晓 칬备니나.

_m维쁘꾜翼雯베....널싀브負 ■니다.

■打서 打%힌 4,色已 ♦，설; 머

*■•，사빙* ！••■/비 “너버/ 
9•暫 2“내:、•■니나

이NU이 냉■叁 설굴서 냉此宏 마서 0 포사게 쉬，

브•널비 허〃발걸. 니시사며. »，빠 H /— 따於 人 — 代사 N 차 
V 니다.

I— W

■式•碗 ■ ■ 打

〈그림 12〉장식용 문양

장식용 문양은 특별히 정중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인사장이나 초청장, 표창장, 또는 

각종 증서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3〉홍보용 보더라인 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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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시그니춰 시스템의 예

〈그림 15〉으뜸 캠페인용 DJH
이것은 고객, 일반 대중올 대상으로 전개한 가두 

캠페인 전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6〉C.I. 도입 포스터

〈그림 17〉C.I. 도입 안내 인사장

이것은 주주 거래처, 관꽁서 등 주요 관계자에게 

발송되었다.

〈그림 18> 으뜸 캠페인용 포스터와 전단 

기본편 전시 계획이 수립되고, 5월 3일을 

기하여 ①신규 배지 착용, ②신규 깃발 게양, 

③신규 명함 배부, ④6개 모델 점포를 

선정하여 정면 간판 및 돌출 간판, 그리고 

셔터 도장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①주주 거래礼 관공서 

등 주요 관계 집단에 대한 심볼 교체 인사장 

발송, ②광고 활동（신문, 잡지, TV 등）, 

③ 안내 장, 포스터 제작, ④머 리 표어 （Slogan） 

현상 공모, ⑤전국 지점의 가두 캠페인 등이 

계획되었다（표 5 참조）.

기본편 홍보를 위한 이들 발표 계획은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참신한 

이미지 부각으로 거래 기반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목적하에 전국 지점에서 일제히 

실시키로 하였다.

은행의 주요 이미지 전달 매체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오던 관련 규정（심볼 

마크, 보라색, 행기 규정, 광고 선전물 표시 

규정, 각종 표지 규정, 직원 명함 규정, 선전 

현수막 규정）은 5월 3일자로 폐지되었다.

기본편 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이의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머리 표어（슬로건）의 

현상 공모를 실시하였다. 머리 표어 공모에는 

약 4만여 통이 응모하여 현재 사용중인 

“으뜸으로 모시는 제일은행”이 채택되었다.

기본편에 대한 각종 광고 활동, 가두 캠페인, 

퍼블리시티 활동 등으로 제일은행의 이미지는 

서서히 변모해 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이미지를 다져 나가기 위해 “새얼굴 

새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읍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으뜸 운동”을 전개하였다.

으뜸 운동은 ①내부 직원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 주고,②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서비스 자세를 확립하며, ③우리 

고객을 으뜸으로 모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으뜸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CL 

도입을 새로운 제일은행사 창조를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일은행의 이미지는 보라색 

이미지로부터 “으뜸은행”의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이 시점에서 과거의 심볼이나 코끼리 

마스코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지금까지의 논술을 종합해 볼 때 제일은행의 

C.L 시스템 도입은 디자인면에서의 시각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면에서의 

서비스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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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FIRST BANK 一 ==■==】
〈그림 19> 마스코트 응용의 예

〈그림 20〉시그니춰 블럭의 예

〈그림 21> 으뜸 캠페인용 지하철 광고 포스터

〈그림 22、옥외 정면 간판의 예

〈그림 23> C.LP에 의한 응용 매체 적용의 예

〈그림 24> 비즈니스 포옴에 적용된 예

〈그림 25> 각종 캠페인용 리본 제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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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外用 英文 명함国内用 명함（가로형）

島3 제일은田

사무전산부장 대리

李 第 銀
©

서■■国시 有구 皂두로 I가 53-1 
전화 대대표 7•기・70 구내 330

JAI - EUN LEE
INTERNATIONAL DEPARTMENT 
C니圧F OF FOR티GN LOAN DIVISION

KOREA FIRST BANK
C PO BOX 2242 SEOUL. KOREA 
CABLE FIRST BANKCEIEX K23685. 24249 
PHONE 77&6141—9

5•결론

C.I. 계획의 추진은 사내의 담당 부서나 

외부의 컨설턴트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거나 사내 추진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면 바람직한 C.L 도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C.L 도입의 성공 여부는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 의지가 어떻게 

뒷받침되는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일은행의 C.L 

도입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의 추진과 도입 

과정에서 전직원이 무엇인가 조금씩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점과,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으뜸은행”이라고 하는 확고 부동한 

이미지를 다져 놓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으뜸 캠페인의 

차원을 넘어 “으뜸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미 확보된 아이덴티티의 정착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일은행으로서는 으뜸 가꾸기 

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장기 전략적인 

미래의 아이덴티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실시해 온 C.L 시스템에 

시행착오는 없었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2의 

모티베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수정, 보완 작업과 아울러 기업의 철학을 

강조하고 종업원의 모럴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확고 부동한 으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강우현

•홍익대 미대 졸업

•동 산업 미술 대학원（광고 디자인）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4노사인력관리학과）.

•자유중국 Asian Designers誌에 작품 및 작가 소개.

• BIG lllustraters Group회장

•제일은행, 정우에너지 체신부 C.I.P. 참가

•현 동덕여대, 유한공전 강사 정우에너지（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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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에 관한 고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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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산업 디자인의 심미성

1•심미적인 디자인의 의미

산업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디자인의 심미적인 

문제일 것이다. 디자인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고 제품이 일상 생활에 

사용되면서부터 디자이너들은 수 백년에 

걸쳐 디자인 과정에서 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고대부터 

현재까지 아름다움에 관련된 대칭•균형•비율 

•색채 등의 시스템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개념적인 윤곽이 확고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디자인의 심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대상물을 조형적 실체로서 창조할 때 

항상 심미적인 문제로 고심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재료의 사용과 제작 기술을 통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제품은 기능과 구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모든 

디자이너들과 사용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비튜르비우스(Vitruvius)는 그것을 아름다움 

(beauty)이라고 표현했으며, 아마 이러한 

생각은 현재도 디자이너가 개발하려 하는 

모든 제품의 기능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하나의 의자를 

디자인했을 때 그것이 안락하고 튼튼하지만 

보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구조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제품일지라도 항상 또 하나의 질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비튜르비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라면 그 語意 

자체를 정확히 규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제품의 작동상의 문제, 

제작상의 문제 또는 유용성의 문제 등,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질과 개인의 취향이 복합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품에 대한 

아름다움을 규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⑭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헨리 워턴경(Sir 

Henry Wotton)이 비튜르비우스가 제 3의 

가치라고 주장한 '아름다움'을 '즐거움 

(delight》으로 변형시켜 표현한 것은 그가 

좀더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즐거움은 결국 

제품의 질이 아니며 사용자의 반응인 것이다. 

워턴경은 저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거나 

또는 물건과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되는 상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즐거움'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에 

대한 성질을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란 표현보다 훨씬 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한 사람이 어떤 물건에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어떤 고정 

관념이나 기준 위에 설정된 아름다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제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용자가 그 제품에 대해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제품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좋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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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디자인에 관련된 심미적인 

문제는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즉, 

디자인 대상물의 심미적인 문제는 

아름다움-즐거움 T 만족감-좋아함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기호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제품의 심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절대적인 미를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디자이너가 제품을 

개발할 때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모든 사람은 취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물에 대한 만족감과 좋아 

하는 정도가 다르며,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제품을 사용할 잠정적인 

대상자들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공통 분모를 

찾아 내고 다수가 좋아 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디자이너들은 사용자 다수의 기호를 

감안하여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사용자의 새로운 기호를 

창출할 때도 반드시 대상자의 다수가 좋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심미적인 디자인의 배경

1) 형태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를 

창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화되고 시각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디자인이 아니다. 형태란 우리들이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대상물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형태에 대한 연구는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 과정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제품을 개발할 때 형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선행하지 않고 형태의 

진화적 발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제품의 심미적인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형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태가 디자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미적인 요소로서 대두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어떤 사실의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야 하며, 형태는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자장 핵심적이며 시각화된 

지각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⑮

드위트 파커(Dewitt H. Parker)는 심미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부분 다음 여섯 

가지 원리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유기적인 통일이나 또는 다양성에서의 

통일의 원리 (the principle of organic unity, 

or unity in variety), 둘째, 주제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theme), 세째, 주제 변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metic variety), 네째, 

균형(balance), 다섯째, 분류 체계의 원리 

(the principle of hierarchy), 여섯째, 

진화(evolution)⑯ 등이다. 이외에도 

디자이너들은 형태의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조화•리듬•대비•대칭・비율・・・ 

등도 심미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이 

심미적인 형태를 창조하려면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하여 디자인될 대상물에 적용하는가와 

또한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 대상물의 형태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디자이너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인습적인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형태 구성의 원리들을 효과적으로 

응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형태는 

감각적으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면서 

인식되고, 디자인될 대상물은 추구하는 

목적과 통합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므로 

의미 없이 구성된 형태는 단지 의미 없는 

물체로만 존재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란 기본적으로 생존의 수단인 

기능적인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형태 창조에는 반드시 

실용성의 문제와 결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야기되는 

형태의 심미적인 문제는 반드시 실용화된 

물건만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만일 

실용화되지 못한 물건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지 감상을 위주로 한 순수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의미 없는 물체로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새로운 

물건의 형태를 창조할 때는 반드시 

실용화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디자인의 심미성도 이와 같은 

범주내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가 디자인의 심미적인 요소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근거를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

2) 기능

인간의 생존을 위한 현대 사회의 

도구(제품)의 구체적인 의미는 기능의 문제를 

규명할 때 그 개념이 더욱 명백해진다. 

디자인이 필연적으로 변화된 산업 사회에 

부응하면서 숙명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도 과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능 창조에 의하며, 새로운 기술을 

제품에 응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새로운 기능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은 제품을 구성하는 데 형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실용적인 

제품을 구상할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의 기능은 실제적인 기능과 개념적인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실제적인 기능은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품 형태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개념적인 기능은 상징적인 기능과 

미적인 기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주로 부가 가치를 높이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된 제품에서 

기능을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제품을 

존재케 한다. 따라서 기능을 통한 심미적인 

디자인의 고찰은 제품에 나타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가 

기능을 통한 심미적인 요소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어떤 한 부품이나 부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부품이나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에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고 평가된다.

기능이란 용어는 디자인 비평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며 현대 디자인 운동의 

가장 주된 슬로건일 뿐만 아니라 계획된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능주의란 일반적으로 물체의 

형태가 반드시 그 물체의 기능적인 작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능주의란 어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개념 자체를 직접 연구, 실천함으로써 

그 원리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슬로건은 일찌기 그리노프에 의해 

논의되었고, 설리반에 의해 표명 되었으며 

(사실 설리반은 단지 그리노프의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설리반은 기능주의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였다•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란 용어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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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용도, 사용성, 유용성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보다 핵심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능은 특별한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계획된 물체의 양상을 정의하기 위한 

가장 전문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 어떤 사물이 

독특하고 계획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 

물체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통한 디자인의 심미성이란 

것도 디자인된 대상물이 실제로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물체에서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물체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기대하게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은 매우 평범한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숟가락은 밥을 뜰 수 있어야 

하고, 젓가락은 반찬을 집을 수 있어야 하며, 

배는 항해할 수 있어야 하고, 비행기는 날 수 

있어야 하며, 오디오 제품은 음악을 들려 

주어야 하고, 비디오 제품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능이며 심미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을 때 디자인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며 그것이 곧바로 심미적인 

요소와 직결된다는 점을 디자이너는 

이해해야 한다.

3) 재료 • 텍스츄어

모든 디자인 대상물은 결국 재료로서 

구체 화되 고 시 각화되 기 때 문에 재 료의 

합리적인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재료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실용성으로나 

제작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형태나 기능이 우수한 

디자인이라도 그 가치를 상실하기 쉽다. 

우수한 디자인의 창조는 항상 재료가 적절히 

사용되고 조직되며 또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봐도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무시한 예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고대 문명 시대의 생활 도구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일상 제품들은 의도된 사용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재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구체화된 형태와 

조형적 구조는 재료를 통해 감각적으로 

어필(appeal)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새로운 제품은 새로운 재료를 응용할 때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은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인간에게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물건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인간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청결감가 아름다움을 주는 포크와 스푼 

디자인.

작용하게 된다.

재료가 심미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지 재료 그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료의 올바른 사용과 

재료와 구조와의 관계, 모든 재료가 제품에 

이용되었을 때 표면 처리 등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에 우드그레인(Wood-grain) 

으로 표면을 처리한다든지, 자동차 

차체를 모조 가죽으로 처리한다면 매우 

어색하게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자동차에 적합한 재료의 특성을 살리고 

카메라는 카메라답게 보이도록 재료를 

신중하게 선별해서 사용할 때 그 제품은 

완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미적인 

만족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재료를 

통한 미적인 만족은 전통 문화나 생활 

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가구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보다 나무로 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비닐 제품보다는 가죽 

제품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재료가 

출현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에 이용되어 

우리와 완전히 친숙해진 다음에야 심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며 미적인 대상이 된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질(texture)은 본래 우리들의 촉각 경험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재료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지만(촉각적 텍스츄어 : 

tactile texture) 그것이 시각적으로 반응할 때 

그 가장 독특한 미적 어필을 갖는다(시각적 

텍스츄어 ： visual texture). ⑱ 일반적으로 

텍스츄어라는 말은 촉감 또는 재질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와 같은 말은 

텍스츄어라는 말의 뜻과는 다르다. 우리들의 

촉각 경험은 무게나 온도, 건습 등을 촉각에 

의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표면의 성질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체의 표면상의 특징을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성질이 

텍스츄어이므로 재질감 또는 촉감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⑲ 또한 새로운 시각의 

특징으로서 텍스츄어는 명도의 대비나 색채 

대비와 함께 조직화되어 디자인의 미적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제품 디자인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텍스츄어의 미묘한 조화에 강한 미적 특질을 

나타내면서 텍스츄어가 디자인의 미적 

가치를 결정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재료와 그 재료에서 파생된 

감각적인 질과 시각적인 반응인 텍스츄어는 

디자인의 심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며,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표현되게 된다.

오늘날 제품 디자인에 이용되는 재료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으며 날로 발전하는 

과학의 진보는 혁신적인 새로운 재료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재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재료의 합리적인 

이용 방법을 터득하는 한편 재료를 통한 

독특한 텍스츄어를 개발해 냄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제품을 창조할 수 있으며, 또한 

재료의 이용과 텍스츄어의 개발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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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가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형태에 따라 사용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가는 매우 다르다. 단순히 마신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컵도 재료와 형태에 따라 담기는

내용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사용되는 용도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형태의 유리컵 디자인.

4) 색채

모든 디자인 요소 중에 색채만큼 인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없다. 그것은 색채가 없이는 

인간이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체에 색채와 형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색채는 형에 부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형이 보이는 것은 색채에 

의해서이다. 따라는 색채는 視知覺의 근본이 

되며, '색채란 빛이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기는 시감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름답다”든지 또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선 

눈에 반응된 색채에 좌우되기 때문에 색채는 

심미적인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는 색채를 광학을 

통해 연구하고 화학자는 色料를 만들어 내고， 

생리학자나 의사는 색채와 눈의 관계 또는 

색채와 신체의 관계를 연구하며, 심리학자는 

색채가 우리의 정서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러나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색채는 곧 

감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는 

지식에 의존하는 연구보다는 지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중요하며 주입식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색채가 감각이라는 

것은 색이 객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우리 감각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다•⑳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색채에 대한 감각과 

색채에 대한 지식과를 구별해야 한다. 색채에 

대한 감각은 감각 기관을 통해 얻어지고 

지식은 지능을 통하여 얻어진다. 한편 감각에 

연상을 더한 것이 종합되어서 지각력이 되며, 

지식은 지각력이 분석되어 명료한 개념으로 

종합된 뒤에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색채에 관한 많은 경험은 감각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색채의 

효과를 의식하지 않고 또 색채의 영향에 

대하여도 자각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색채 

감각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자기 기분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채는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㉑ 

디자인에서 색채가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감정적인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호감을 주고 제품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는 의미다.

사실 색채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존재하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심리적인 

함수로 작용한다. 또한 색채가 없는 생활 

환경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환경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이너가 

색채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불쾌감을 

준다거나 불결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미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자세일 

것이다. 차원 높은 조형 사상이란 진정한 

미의식의 성장 없이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미의식의 성장과 색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감각적인 체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비록 심미적인 감상이 기본적으로는 본능에 

의한 것일지라도 심미적인 경험의 증가에 

따라 미의 인식은 높아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㉒ 따라서 디자이너가 

색채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심미적인 경험을 증가시키거나 

변화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3•심미적인 디자인의 한계

산업 디자이너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디자이너가 항상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들이 모든 

사용자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며, 그들이 소비자의 미적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만족을 준다는 것은 항상 전체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용자의 미적인 만족을 주는 

데는 제약을 받게 되고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제품을 사용할 대상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야 하며, 대상자의 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미적인 디자인의 한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거론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심미적인 디자인의 한계는 평범한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종종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며, 

직업관이 투철한 디자이너들은 각 제품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만족 이상으로 어떤 

제품이나 제품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㉓

물론 디자이너가 어떤 스타일이나 유행을 

창조하지만 자기 스타일을 다른 사람도 

반드시 좋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소비자는 똑같은 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미적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제품의 'A，에 대하여 미적인 반응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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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또 다른 사용자는 같은 제품의 'B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여 

시장에 선 보였을 때 일반 대중이 

공통적으로 미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제품은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부분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즉, 제품은 가장 우수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디자인했다고 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개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제품에 따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사용자는 서로 다른 부분에서 미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디자이너가 

느끼는 미적 반응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또 이외 같은 반응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디지이너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최대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여 거기에 준해 

디자인할 때 주어진 제약을 최대로 해소시킬 

수 있고 디자인의 심미적인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심미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현대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거실과 집, 

또는 제품을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묘한 것들이 있으므로 현대 감각으로는 

매우 보기 싫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상하게도 빅토리아 시대에 .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싫어하고, 한편 빅토리아 시대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기계류나 기능적인 

구조를 가진 물건들을 우리는 가장 좋아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향은 현대 서구 사회의 중산 계급이 

생각하는 이상향과는 완전히 다르나, 때때로 

문화 예술에 관해서는 가장 정통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비평가나 박물관장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는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경향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자이너가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제품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디자이너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일반 대중에게 어떤 

제품이 가장 특징 있는 조형으로 

받아들여지고 미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고 디자이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적인 가치를 소비자의 심리적인 

효과에만 의존하여 제품의 질을 속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보다 훌륭한 제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근본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미적 감각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N. 독창적인 디자인과 심미적인 디자인의 

관계

1. 물리적인 측면

독창적인 디자인과 심미적인 디자인은 

서로 분리되어서 존재해서는 안되며, 존재할 

수도 없다. 그것은 디자인 대상물（제품）이 

항상 전체로서 통합되고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제품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며, 국부적인 요소와 어떤 부분도 

전체 안에서의 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은 유기적인 질서를 갖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유기적 

질서란 어떤 의미 있는（목적이 있는） 질서를 

의미하며, 의미 있는 질서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디자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용어이다•㉕ 이와 같은 

유기적인 질서는 자연 현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자연 그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존（최상의 목적）을 위하여

32 산업디자인 74,1984/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상은 사각형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상을 

조립식으로 디자인하여 수많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각으로 구성된 이 책상은 형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배치에 따라 색상도 다양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사용 공간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립할 수 있다. 조립식 책상 디자인.

필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디자인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필연(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유선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진화된 형태이며, 우리는 그 

형태에서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디자인된 대상물도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결과물(물체)에서 

독창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연의 

형태가 의도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된 형태라면 

디자인된 형태는 의도적으로 창조되고 

능동적으로 개조되어서 단순히 생존 

수단이란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도구 

창조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출발은 역시 생존의 수단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과학 기술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재료나 기능의 출현도 제품을 

창조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며, 이 요소들은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제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종종 디자이너들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단지 

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많아졌을 

뿐이지 제품을 창조하는 근본 원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제품 개발은 

반드시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의 존재 가치와 필연적인 제품의 형태를 

철저히 파악할 때 보다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2• 심리적인 측면

아더 제이 풀로스(Arthur J. Pulos) 교수는 

산업 디자인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의 

물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디자이너에 의해 

구체화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통한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 외에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품은 

심리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목표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유형과 

활동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개인의 구매 동기와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즉, 

사람들은 제품의 구매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리적인 

욕망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독창성과 물적 대상물 그 

자체 보다도 오히려 사용자의 심리적인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보다 

생활하는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에는 상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사회적인 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사용자의 심리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 사회는 

규모가 어떻든 간에 확실히 계층화되어 

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계층별로 평가하는 것도 

인간의 사회 조직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고유한 현상이다. 이러한 계층의 구분은 

대부분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몇 년 동안

'워크맨(Walkman)'은 청소년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과 습관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물론

과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능이 워크맨을 

개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화된 제품으로 개발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 

대중의 물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디자인될 대상물을 

구체화시킬 때는 소비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또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원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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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사무실 기능은 단순히 책상 앞에서 한 가지 

업무에만 국한하여 작업하던 기존 개념에서 탈피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사무실의 작업 공간과 그 안에 배치되는 가구들도

업무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현대의 사무실은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작업자의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작업 능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작업 능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사무실의 작업 공간과 가구.

문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는 현재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정적인 소비 대중의 

심리적인 욕망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은 소비 

대중의 심리적인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동시에 소비 대중의 욕구와 욕망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심미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산업 사회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제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우리는 

제품을 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산업 디자이너의 기능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산업 디자이너는 그의 디자인 활동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인류의 생활 

환경을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이 창조한 사물(man-made things)을 

조절•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의 안녕과 복리 구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명은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자주 

실패하거나 제한된 성공에만 도달하게 

된다. 더우기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산업 구조가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해도 디자이너가 물질 

세계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 디자인된 제품을 비판 없이 지나쳐 

버리거나 날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그대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구체화된 진실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제한된 성공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산업 디자인의 과학적인 방법을 

필연적으로 탄생시켰으며, 디자인의 

과학화는 복잡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비교적 제품의 양상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산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였다. 당시 산업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호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자기 표현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몇몇 위대한 산업 

디자이너들이 제품의 독특한 특성이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사회 형태에서의 산업 디자인은 개인적인 

직업이 아니고 서로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룹 활동으로만 성립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그룹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서 많은 

익명㉖의 산업 디자이너들이 제품 개발에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디자인 분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제품의 개발과 평가 기준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의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모든 디자인은 반드시 

독창적이어야 하고 심미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심미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는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든 간에 반드시 독창적인 제품을 

창출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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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이너는 누구보다도 

독창적인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심미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철학적인 배경을 확립해야 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지식의 

결핍과 자질이 부족한 디자이너는 절대로 

바람직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질 때 비로소 디자인은 끊임 없이 

개선되고 더욱 발전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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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이 개념은 협동 철학에 바탕을 둔 팀 

워크(Team-Work)에 의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말한다. 

수공예 시대에는 장인의 감수성과 손재주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작 공정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했으나, 기계 제품은 일개인에 의해 생산할 수 

없으며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어느 

일개인이 어떤 프로젝트나 제품을 혼자서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간주되므로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된 제품에 참여한 

많은 디자이너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익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 

개인이 강조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보통 팀 워크에 의한 

디자인 작업이 제품 개발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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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 I

에어버스 A310의 조종실

요한 페터 하흐/페터 H. 헬트

—현대 기술의 첨단을 걷고 있는 정기 

노선 항공기인 소형 에어버스는 두 

사람의 승무원만으로도 비행이 가능하다. 

전자 두뇌와 컴퓨터는 그때 그때의 최적 

비행에 가장 적합한 정보들을 선택하여 

신종의 천연색 표시판에 나타냄으로써 

조종사 및 부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덜어준다一

간혹 대형 제트기의 조종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A”0의 조종실에 

들어서면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첫눈에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의 다른 

비행기의 조종실 내부와는 다른 무엇을 

느끼게 된다. 우선 여태까지의 조종실에서 

양 옆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항공 기사를 

위한 작업대가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엄청난 공간을 차지해 오던 

可逆式 스위치가 거의 사라지고, 그 대신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배치된 

누름식 스위치가 들어서 있다. 또한 주요 

계기판의 형태가 마치 스튜디오의 모니터벽과 

흡사하다(그림 1). 그 밖에도 조종실 내의 

공간 배열은 보는 이에게 친근감을 주게 될 

것이다.

경쟁 업체의 모범작인 보잉757과 767이 

그러하듯이 A310이 최신형 여객기로서 

각광받게 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으로 

응용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기존 기술의 

장점을 살린 데 힘입은 것이다. 두 승무원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기계와 인간간의 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는 설계자의 성공적인 

의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곳은 특히 이 

유럽형 비행기의 조종실이다. 여기서 일종의 

기술 진화가 달성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기술 

발전에는 논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여론에서도 환기된 바 있는 여객기 승무원 

숫자에 관한 논의는 결국 미국 대통령이 

소집한 특별 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정원으로 

한다는 데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지워진 셈이다.

이 밖에도 A”0은 앞에서 든 것 못지 않게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보여준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옆모양을 새롭게 한 준음속형 날개,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접합재를 

대폭 사용한 점, 그리고 연료 소모가 적은 

새로운 추진 장치(제네널 일렉트릭사의 

CF-8OA3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A”0의 조종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는 

폭넓은 시각을 가진 설계자의 구상을 예기치 

않게 급속히 앞당겨 실현시킨 눈부신 

발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기술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975년 6월 22일 서독 프랑크푸르트의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사는 유럽의 

항공기 제작 회사인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Air Industrie) 사로부터 11대의 에어버스 

A3OOB2 및 A3OOB4를 인도받는다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미 당시에 루프트한자의 기술 

책임자인 라인하르트 아브라함은 약 250여 

석의 좌석을 갖고 있는 이 비행기는 업계의 

정기 노선 항로에 대량으로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운항하기에는 너무 대형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1차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에 제동을 걸었고, 거의 관례인 양 

매년 증가 일로에 있던 항공업계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에어버스 계획의 

총지휘자인 프랑스의 비행기 설계사 로저 

브타이유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 

변화된 시장 사정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200여 명을태울 수있는새로운기종을 

개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 

새로운 비행 기의 연료 소모량은 A3OOB2/B4 

형의 그것에 비해 적어도 15퍼센트는 

절 감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로서는 실로 

난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나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까닭에 어떤 제작자든 자기의 제품이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판매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대체로 항공기를 확대 

개량할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만일 항공 업계의 여객량이 

증가하여 보다 큰 항공기가 요청될 경우에는 

이렇다 할 추가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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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에서는 루푸트한자• 

스위스에어 ・KLM 등의 항공사와 제휴하여 소형 

에어버스의 조종실 설계에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 

일체의 시스템은 두 사람의 조종사의 시야에 그대로

조종사를 제외한 또 한 사람의 승무원이 더 탑승할 수도 

있다.

서로 단지 기존의 모형을 확대시키기만 하면 

업계의 요청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객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브타이유가 축소된 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主翼을 개발하는 것만이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또한 그에 따라 

에어버스의 추진 장치를 개량할 수만 있다면 

A300 B2/B4형의 연료 소모량에서 23퍼센트를 

절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는 내키지도 

않고 엄두도 나지 않는 문제를 떠맡아야만 

했다. 비행기 설계에 있어서 주익 개발은 가장 

비용이 많은 부분이다. 여기에는 줄잡아 10억 

달러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든다.

들어오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형태와 

기능은 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었으며,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를 실현시켰다. 또한 원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는 조종실 및 항공기 

각 부분의 해석을 주제로 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을 위해 항공계의 관련 

인사들을 초빙했다. 이미 A300을 개발할 

당시에 이러한 절차의 효력은 입증된 바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이들의 운항 경험에서 얻어진 

유효한 지식들은 항공기의 기본 구조 해석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리하여 1978년 4월 

3일에 알이탈리아(Alitalia), 루프트한자 

(Lufthansa), 에어 프랑스(Air France), 사베나 

(Sabena), 그리고 이베리아(Iberia) 등의 

항공사에서 선발된 14명의 조종사 및 

기술자들이 유럽 항공 협회 본부 건물에 

모이게 되었다. 뚤루스에 있는 이 건물은 

당시만 해도 소규모 건물에 불과했다.

이것은 소형 에어버스의 기술적인 사항의 

기본 윤곽을 하나하나 토의하게 될 일곱 번의 

모임 중 최초의 회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A300B10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보면 

가능한 한 기본 모형의 해석에서 얻어낸 

장점을 토대로 살리려고 노력한 혼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항공업계 측에서도 B10이 

B2/B4와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운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요청을 내세웠다. 이러한 

우선권은 '승무원 간섭 자격 (Crew-Cross ・ 

Qualification)'의 줄임말인 CCQ라는 약칭으로 

A”0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모든 관계자들을 

딜레머에 빠뜨렸다. 즉, 추진 장치와 주익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했고, 따라서 다른 방식의 

조작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에 

항공술이 크게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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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발전한 새로운 항공술을 무조건 

이용하려고 들었다. 그리하여 승무원 간섭 

자격의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팽배해 있었다.A300B10의 

조종실은 A3OOB2/B4의 조종실과 점차 다른 

형태로 되어갔다. 그리하여 1979년 3월에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와 5개 항공사간의 

최종 회합이 끝났을 때 많은 참석자들은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 A300B10 계획은 뜻밖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인도네시아의 가루다(Garuda) 

항공사에서 항공 기사의 작업대를 제거해 

달라는 조건으로 A300B4형 항공기를 

주문해온 것이다. 가루다사는 그때까지 3인 

승무원(조종사, 부조종사, 항공 기사)용으로 

설계되어 있던 에어버스를 단 두 사람의 

조종사만으로 비행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물론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에도 이미 2인승 

승무원을 위한 조종실 구상을 완성해 놓기는 

했어도 아직 시장 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가루다에서 

2인승 승무원을 위한 조종실 설계를 제의해 

옴에 따라 그러한 구상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루프트한자와 스위스에어는 

A300B10을 구입하겠다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이리하여 이들 항공사는 '개시 손님' 

一말하자면 새로운 항공기 계획에 출발 

신호를 울리는 손님이 되었다.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는 가루다사의 案에 입각하여 

A300B10의 조종실을 설계할 것을 제의했다. 

말하자면 항공 기사를 위한 계기판을 없애는 

대신 시스템 제어 장치를 조종사 머리 윗쪽의 

'오버헤드 판넬 (Overhead Panel)'에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이 판넬에서는 조종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저】3의 승무원이 담당하는 여러 시스템이 

통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의 승무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종실의 측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정면을 보고 앉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조종실 설계를 일컫는 약칭이 곧 만들어졌다 

승무원 前向 체제 (Forward Facing Crew 

Cockpit:FFCC)'가 그것이다.

루프트한자와 스위스에어는 '승무원 전향 

체제^ 동의했다. 여기까지에서는 아직 

승무원 인원수에 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승무원이 세 명일 경우에도 

'승무원 전향 체제'는 제3의 승무원이 측벽을 

보고 앉을 때보다는 더 유리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루프트한자는 '승무원 전향 체제，를 

채택함에 따라，승무원 간섭 자격，을 파기하고 

이제부터 A310이라 명명될 비행기의 

일반적인 기술 문제에 대한 검토를 

스위스에어와 합의했다. 나중에는 KLM이 세 

번째 고객으로 합류함에 따라 수 차례의 

전문가 회담을 통해 최신 기술이 동원된 

조종실 설계에 관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갔다.

조종실 설계 원리

어떤 여객기든 조종실 설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약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규약은 제작자와 운항 업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끊임없이 늘어가는 

항공업계의 경험들은 모든 새로운 항공기 

구상에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경험은 

일차적으로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된다. 경제성과 정확성 그리고 승객의 편의는 

그 밖의 문제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료비는 엄청나게 

올랐다. 그전까지만 해도 조종사는 대략 몇 톤 

단위로 예비 연료를 주문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제는 단 1킬로그램의 연료도 

아껴야 할 형편이다.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공간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보아 

고도의 항공술을 요청한다.

몇 해 전만 해도 많은 항공기들은 안개로 

인해 이착륙을 늦추거나 우회 비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장비로는 

視界가 최소에 달한 상황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승객측은 시간을 엄수해줄 

것이 요망된다.

이 모든 성과의 대부분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야 비로소 얻어진 것이다. 하지만 

조종실 내의 기술 향상이 인간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어쨌거나 만물의 척도인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의 대폭적인 도입을 통해 조종사는 

기계적인 단순 작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것은 앞일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단을 내리는 등의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루프트한자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조종실을 설계할 때에는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에게 맞추어져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 기술은 특히 

인간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잘못 다루어지더라도 곧장 

중대한 피해가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승무원의 상호 보완 : 어떤 한 승무원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는 나머지 다른 승무원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 비행에 필수적인 모든 제어 장치와 

표시판은 적어도 두 사람의 승무원의 손에 

닿을 수 있든가 시야에 금방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또한 승무원들이 서로를 감독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다.

시스템의 상호 보완 : 안전 비행에 필수적인 

모든 비행 장비는 적어도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 기능이 

이에 상응하는 저】2의 시스템 요소에 의해 

완벽하게 대행될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곧장 

승무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 이 

경우에 사고를 수습하는 조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유예될 수 있어야 하며, 아니면 

아예 불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종사는 유예 시한 내에 스스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 체제는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 특히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조종사는 

표시판 및 경보판의 도움을 빌어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기의 기술적인 상태를 지체 

없이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자동화 체제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인간의 손을 거쳐야만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조종사는 여하한 

기계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B310은 그 우수한 기능으로 

인해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조종실 설계

A”0의 조종실은 명확히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2). 그러면 조종사의 머리 

위에 위치하는 통제 제어판부터 살펴보자. 이 

'오버헤드 판넬'에는 기본적으로는 누름식 

스위치만이 부착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랫쪽 구석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는 그밖의 

몇몇 장치들이 자리잡고 있다.

앞유리창을 향해 배치된 주요 계기판은 

차광판을 통해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 비행 장치와 비행 전자식 

계기를 위한 제어판과 조종사 및 부조종사 

바로 앞에 나란히 상하로 설치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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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오버헤드 판넬（제어 장치） 

圧］조종면（contr이 surface） 
I기유압계 

倒전기계 

國연료 

園얼음 제거 및 기타

.4

II. 주요 장치판

①제 1비행기

②조종 표시기

③경보 표시기

④시스템 표시기

⑤연동기 표시기

⑥ 고도기

⑦바리오미터 （variometer）
⑧ 시계

⑨무선 방향 탐지기（라디오 콤파스）

⑩무선 방향 탐지기

⑪보조 속도계

⑫보조 고도계

⑬연동기 레버

m. 콘솔

1 .관제용 제어 장치

2 .경보등

3 . 라디오 비콘（radio beacon:無線標識）울 

위한 주파수 변화기 및 기계식 착륙 시스템

\ 4.평형륜

J 5.스포일러 레버

6 .가스 레버

7 .착륙 레버

8 .브레이크 주파수 변환기 및 음량 조절기

10 .트랜스폰더（transponder:자동 무선）용 

제어기

11 .경보 및 시스템 표시기용 제어 장치

⑭자동 조종 장치 및 전자식 비행 장비를 

위한 제어판이 달린 차광판

〈그림 2> 조종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종사의 시야에는 잘 들어오지만 손에 잘 닿지는 않는 

주요 장치판에는 표시기들이 부착되어 있다（부분 II）. 
조종사 머리 윗편에 있는 제어판（오버헤드 판넬 : 부분 

I）과 콘솔（부분 m）은 모두 쉽게 조종사의 손에 닿을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어 기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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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보 표시기（좌）와 시스템 표시기（우）가 

이륙을 앞둔 정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경보 

표시기의 '메모난은 보조 엔진（Auxiliary Power Unit: 
APU）이 가동중이고 안전 벨트 착용 및 금연 지시가 

전달되었으며, 탐조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바깥 기온과 연료 적재량이 표시되어 있다. 

시스템 표시기에서는 “문（Door）”이라는 표제어 아래에 

비행기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의 여닫이 상태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노란색 글씨 및 기호는 앞뒤의 출입문이 

아직 열려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스크린이 쉽게 조종사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주요 계기판의 중앙부에는 

나란히 옆으로 놓인 두 개의 모니터가 있다. 

그밖의 기계 설비는 여태까지의 조종실에서도 

볼 수 있는 필수 장비를 포함하는데. 고도와 

속도 그리고 인공 視界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一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一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에도 비행을 

가능케 하는 기본 장비들이다.

마지막으로 두 조종사 사이에 있는 콘솔 

（console： 기계식 조종 장비 및 제어기기가 

설치된 작업대^는 자동 관제 장치를 위한 

제어판 구실을 하는 두 개의 스크린과 

경보등이 달린 하나의 판넬, 무선 전신을 위한 

주파수 변환기 그리고 기계식 착륙 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콘솔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것은 스포일러 （spoiler： 하강 및 선회 비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 장치） 레버와 

가스 조절 레버 그리고 착륙 기계 조종 레버 

등과 같은 平衡輪들이다. 뒷부분에는 

극초단파 및 초단파 방송 수신기, 중앙부의 

모니터 제어 장치와 트랜스폰더（이것은 만일 

비행 확인 레이더의 문의 전파가 비행기에 

와닿을 경우 비행기의 정체와 고도를 부호 

형식으로 발신하는 일종의 발수신기이다）를 

위한 부호화 장치 등이 있다.

오버헤드 판넬

이미 말했듯이 안전성, 경제성, 정확성 

그리고 여객의 쾌적감은 조종실 설계으; 주요 

관건이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제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전까지의 조종실 설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스위치와 상황 표시판 및 경보등 등을 

포함하는 비행 통제 제어 체제가 너무 큰

공간을 필요로 했던 까닭에 조종사의 시야나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인 조종실 양측면의 

계기판에 별도로 설치되어야만 했고, 따라서 

조종사 이외의 또 다른 승무원, 즉 비행 

기사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DC3기의 

시절에만 해도 보편적이었던 2인 승무원 

체제는 이제 DC9 또는 B737과 같은 제트 

여객기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예외가 

되어버렸다.

이제 A310에서는 조그마한 장치 하나가 

2인 승무원 체제에로의 회귀를 가능케 

해주었다. 불과 19평방 밀리미터의 누름식 

스위치가 곧 그것인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불이 켜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스위치는 세 가지의 상이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즉,스위치에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든가, 아래 절반 부분에만 불이 들어오든가, 

위 절반 부분에만 불이 들어오든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표시 및 신호 기능들을 

하나의 장치에 집약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버헤드 판넬의 시스템 제어 장치이다. 

여기에는 유압계와 조종판, 전기계, 연료, 얼음 

제거 장치 그리고 금연 경보기와 온도 조절기 

등의 각 시스템群에 따른 여러 누름식 

스위치들이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고 알아보기 

쉽게 배열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조종사가 

각각 같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엄격히 구분되는 색채 신호는 승무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만일 어느 누름식 

스위치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이 비행을 하는 데 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아래 부분에 하얀 불이 켜지면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아래 부분의 파란 불은 아주 

간혹 사용되는 시스템（예컨대 동체 바닥의

보조 가스 터어빈）을 위한 것이고, 초록색 

불은 이러한 보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뜻한다. 윗 부분에 노란불이 켜지면 시스템의 

이상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주 

드물게 여기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상 신호이므로 조종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전혀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혹시 그것이 신호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점을 늘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호등의 기능을 오버헤드 판넬에서 자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만일 어떤 신호등에 휴즈가 끊어진 

것이 발견되면 인접한 양 옆의 누름식 

스위치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승무원은 결함이 있는 신호등을 쉽게 

판별하여 갈아끼울 수가 있는 것이다.

오버헤드 판넬의 어느 한 스위치의 윗 

부분에 있는 경보등에 노란색 혹은 빨간색의 

불이 들어와서 사고를 알려주면 이 경보등은 

수많은 누름식 스위치 가운데 조치를 취해야 

할 스위치가 어느 것인지를 조종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해당 

스위치를 눌러주면 사고가 시정되자말자 윗 

부분의 불이 꺼지고 아래 부분은（하얀 색의 

OFF 혹은 ON이라는 글씨로써） 정상적인 

접속 상황임을 알려준다.

전자식 중앙 비행 감시 체제（ECAM）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종사가 머리 위를 쳐다보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면 조종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버헤드 판넬은 모든 비행 

체제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오버헤드 판넬의 일차적 

기능은 제어에 있다.

항공기의 상태에 관해 보다 선명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주요 계기판의 중앙부에 있는 두 개의 

모니터인데, 이것이 전자식 중앙 비행 감시 

체제 （Electric Centeralized Aircraft 

Monition）에 해당된다. 왼편에 있는 것이 경보 

표시판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시스템 

표시판이다（그림 3）. 이것은 선명한 색을 내는 

음극선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음극선관은 

이중으로 설계된 부호화 장치 및 경보 

컴퓨터를 거쳐서 A”0의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촉각을 뻗고 있어서 마치 거미줄의 거미와도 

같은 비행기 각 부분의 이상 여부를 탐지해 

낸다. 무수한 표준 수치를 토대로 하여 이것은 

발견된 사항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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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정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좌측의 표시판은 승무원을 위한 메모판으로 

이용된다. 가령 공기 및 전류 공급을 위한 

보조 엔진이나 안전 벨트 착용 및 금연 

지시기 그리고 착륙용 탐조등과 같이 

일시적으로만 사용되는 일련의 시스템들이 

있다.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는 메모판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작동을 중단시킬 것을 조종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메모판의 맨 

아랫줄에는 바깥 공기의 온도와 현재의 

연료량이 수시로 기록된다.

오른쪽의 표시판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틀에 박힌 기계적인 정보들이 표시된다. 여러 

부분 시스템들 중 어느 부분이 표시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밑바닥에는 '문(Door)，을 가리키는 표시가 

나타나서 어떤 출입문 또든 통풍창이 아직 

열려 있고(열려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 글씨와 

기호로 표시됨)어떤 창문이 벌써 닫혔는가 

(닫혀 있을 경우에는 하얀^ 글씨와 초록색 

기호로 표시됨)하는 句을 보여준다. 모든 문이 

닫혀졌다는 것을 일단 확인하면 조종사는 

연동기에 시동을 건다. 이 경우에는 '연동기 

시동'이라고 표시된 화면이 나타나서 

유압이나 油溫 그리고 油量 등과 같은 보조 

자료들이 제시되는데, 이들 자료는 주요 

계기판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다.

비행기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바퀴'라는 표제어와 함께 브레이크의 온도가 

기록된다. 승무원은 지난 번 착륙 이후 

브레이크가 충분히 냉각되었는가, 그리고 

이륙시의 브레이크 마찰로 인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만 한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순항이라 

표시된 난에 여객의 쾌적을 위해 중요한 

기내의 온도 및 이차 연동기 자료 수치 등이 

표기된다.

그러나 어느 한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일상적 정보들은 더 중요한 정보들을 

위해 즉시 자리를 내준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그림 4).

가령，청색，이라 표시된 유압계의 펌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유압계는 비행기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바, 

이것이 없이는 비행기의 조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 '녹색', '황색'등 서로 

독립된 세 개의 유압계가 설치되어 있다). 

일단 유압계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우선 신호벨이 즉시 이상을 

알려준다. 그리고 콘솔의 중앙부에 설치된 

경보등 판넬에서는 유압계와 연결된 노란색 

경보등이 깜빡거림으로써 이상이 생긴 부분이 

유압계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 동시에 

조종계 (FLT CTL: Flight Control) 에 해당하는 

불이 켜지는데, 이첫은 몇몇 조종 장치에 유압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경보등 판넬은 경보 체제 전체의 

척후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보등 

판넬은 비행 도중에 양쪽 음극선관이 

끊어지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오버헤드 

판넬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그러므로 

경보등 판넬은 조종사의 정상적인 시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오버헤드 판넬에서는 청색 유압계에 연결된 

방향타의 제1 침로 이탈 방지기(침로 이탈 

방지기는 2개가 있다)에 해당하는 스위치가 

튀어나오면서 작동이 정지되었음(OFF)을 

나타낸다. 좌측의 시스템 판넬에서는 다음과 

같은 누름 스위치의 상반부에 노란색 불이 

들어온다•아래에서부터 윗쪽으로의 순서대로 

청색 유압계(HYD B), 슬레이트 1(SLATS 1),
스포일러7(SPLR7), 스포일러3+2(SPLR3+2)이다. '삭제'스위치를 눌러주면 경보등 판넬의

그러나 일차적으로 조종사가 신경써야 할 

것은 두 개의 스크린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보 표시판에서는 노란색 

경보등을 통해 조종사에게 유압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다 정확히 말해서 청색 

유압계의 유압 공급이 중단되었으며(청색 

펌프 압력 하강 : BLUE PUMP LOW 

PRESSURE), 그 결과 청색계 압력 하강 (BLUE 

SYSTEM PRESSURE)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종사는 파란색 글씨를 통해 청색 유압계의 

펌프를 끄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체제 표시판에서는 '유압계' 난이 펼쳐지면서 

청색 유압계에서 발생한 사고의 여파가 

도식적으로 나타난다. 녹색 및 황색 유압계가 

3000사이(PSI; 압력 단위)의 정상 압력을 

내면서 가동되고 있고, 펌프를 포함하여 

청색계의 코오드는 경보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청색계가 받는 압력은 제로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조종사는 경보 표시기의 요청에 따라 

오버헤드 판넬의，유압 동력계(HYD PWR)'에서 

'청색 펌프(B PUMP)'를 가르키는 누름식 

스위치를 눌러줌으로써 펌프의 시동을 끈다. 

그러면 스위치의 불은 '저압(LO PR)'에서 

백색의，작동 중지(OFF)'로 바뀐다.

경보 표시판에서는 이 모든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유압계(HYD)'라는 표제어와 더불어 '청색 

펌프 작동 중지(BLUE PUMP OFF)'라는 

하얀 글씨가 나타난다, 따라서 청색 유압계에 

대한 모든 지시 사항은 남김 없이 실행된

셈이다.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개의 표시판을 

위한 제어 장치를 움직여야 할 단계이다. 

콘솔의 뒷부분에 설치된 이 제어 

장치에서는 '삭제(CLR;Clear)'라고 쓰여진 

누름식 스위치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스크린에 

기재된 내용을 지울 것을 명령한다. 그래서 

삭제，스위치를 눌러주면 경보등 판넬에서 

유압계^ 해당하는 경보등의 불이 꺼지고, 

음극선관에서는，조종(FLT CTL)'이라는 

표제와 더불어 연쇄 사고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지시 사항 및 정보들이 나타난다. 

좌측 표시판에 나타나는 해당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다. 1번 보조익 시동, 스포일러(7 • 

3 • 2번) 작동 중지, 그리고 이미 저절로 꺼진 

2번 방향타, 오른쪽 표시판에는 모든 조종 

장치들이 표시되는데,특히 청색 유압계의 

고장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오버헤드 판넬에 있는 해당 스위치를 

눌러줌으로써 왼쪽 표시판의 모든 지시 

사항이 실행되고 나면 제어 장치의 '삭제' 

스위치에 다시 불이 들어온다• 그리하여

，조종，스위치에 켜져 있던 불이 꺼진다.

이제 경보 표시판의 '상황(Status)，난에는 

유압계 고장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스포일러는 아직 부분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익 역시 아직은 느리게 작동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상황을 토대로 

계산되었던 브레이크 간격을 L2배로 넓혀야 

한다. 그리고 한계 시야가 이미 확정된 

최소치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착륙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대피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

이제 오른쪽 표시판에서는 더 이상 보고할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 따라서 오른쪽 

표시판은 기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본래의 

임무로 되돌아가 있다('순항'난).

，삭제，스위치를 한번 더 누르면 왼쪽 표시판 

역시 다시 메모난이 된다.

물론 조종사는 이렇다 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장치들의 상태를 

확인해볼 수가 있다. 그럴려면 조종사는 

제어판에 부착된 해당 스위치를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의 상황이 

표시판에 나타난다('상황'난은 오른쪽에, 다른 

모든 부분은 왼쪽에 표시된다). 그렇지만 

조종사가 반드시 이같은 확인 작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조종사에게는 특정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저절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각 

체제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여러 단계로 

나뉘어지는 각각의 비행 단계(비행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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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털어 12단계로 나누어진다）에서 그때 그때의 

비행 단계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듯한 부류의 모든 정보들은 

조종사가 보는 앞에서 자동으로 차단될 정도로 

이것은 잘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륙 

단계에서 비행 속도가 70노트（시속 

130킬로미터） 이상일 때에는 화재 경보만이 

통과된다.

A310 조종실을 상세히 기술함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시스템 제어에 관한 부문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항공기를 움직이는 

기술이 조종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조종사가 신경을 쓰지 않고서도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면만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시스템의 상호 보완이다. 그리하여 상공에서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상을 찾아내야 하는 

수고가 덜어지게 된다. 어쨋든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조종사의 급선무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일이다.

자동 비행 통제 체제

조종사는 기계적인 조종 업무를 위해 

일련의 보조 수단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A310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 조종 

체제에 속하는 것으로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자동 

조절판（Autothrottle）, 관제 장치 （Flight 

Management System ;FMS） 등 시스템 제어 

장치를 제외한 조종실 내의 거의 모든 

장비를 들 수가 있다.

조종 바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조종 

업무에서는 조종간을 이용하는 수동식 

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동 조종 장치에서는 어떤 비행기에 

고유한 서어보 조종（Servo Steering）방식（일종의 

자동 조종 체제）에 따른 응용사항들을 지원해 

준다.전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조종사는 

차광판 내의 제어에 관한 수치들을 조종 

장치에 알려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치로는 마하 속도, 고도, 비행 방향 그리고 

수직 속도 등이 있다. 그러면 자동 조종

<그림 4> 청색 유압계의 펌프가 고장난 경우를 예로 

들어 사고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쪽 왼편에 

있는 것이 유압계 및 조종면을 위한 제어판이고, 위쪽 

오른편에 있는 것이 경보 표시기（가운데）와 시스템 

표시기（오른쪽）로서 각각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래쪽에 있는 것이 경보 및 시스템 표시기를 위한 제어 

장치이다. 제1단계에서는 진행중인 사고（청색 펌프 

저압）와 그 여파（청색계 저압）가 경보 표시기에 

기술된다. '작동 중지（OFF），라는 글씨가 써진 파란불이 

들어오면 펌프를 工라는 신호이다. 시스템 표시기에서는 

사고의 결과가 표시된다. 즉, 문제의 청색계가 펌프와 

함께 경보색으로 표시되면서 압력이 제로로 된다. 

이미 녹색 및 황색계가 가돟되면서 300사이（psi）의 

장치는 추진 제어기와 더불어 비행기가 

이렇게 주어진 비행 수치대로 정확히 

비 행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관제 장치 

역시 자동 조종 장치에 저통으로 연결되어 

최선의 전략 항로를 비행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조건들을 전달해 준다. A”0과 같은 

비행기로서는 HIA 비행 단계（활주로 시계가 

200미터이고 비행 고도가 20피이트인 

상황에서의 착륙 비행）에서도 완전 자동으로 

착륙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의 안전망은 자동 시스템이 

비행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일단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고도는 조종사에 의해 새로운 고도가 

선정되고 기존 고도에 대한 수정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만 변경될 수가 있다.

만일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揚力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너무 

느릴 때에는 양력을 줄이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조종사는 훈련 첫날부터 “속도는 

생명에 직결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된다. 따라서 조종사는 비행기의 속도와 무게에 

따라 결정되는 이 두 가지의 한계 속도（최고 

및 최저 속도）에 접근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 조종 장치도 이것을 

알고 있다. 자동 조종 장치는 속도 및 迎角을 

토대로 이미 주입되어 있는 일람표의 도움을 

빌어 그可 그패의 고도에 따른 최저 및 최고 

한계 속도를 산출해낸다. 선회 비행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자동 조종 장치는 즉시 최저 한계 

속도를 조정한다.

관제 장치（FMS）

A”0의 동체 바닥부에 설치된 컴퓨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관제 

장치（FMS）이다. 관제 장치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관제 장치의 두뇌에는 각각 

16개의 비트（bit）마다 385,000 단어가 저장될 

수 있다. 35개로 이루어진 수치 저장 

코오드는 비행기 및 주변 상황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관제 장치의 두뇌에 공급해 준다. 

이 컴퓨터 두뇌는 매초마다 70만 가지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조작 방식을 보유하고 

정상 압력을 공급하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문제의 

펌프가 작동 중지되면서 야기된 다음의 여파가 기대돈!다. 

즉, 슬레이트（1번）와 스포일러（7・3・2번） 그리고 침로 

이탈 방지기（1번）에 유압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경보 표시에서는 해당 조종면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제3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지시 사항이 완수되고나서 청색 유압계 펌프의 정지가 

앞으로의 비행에 미치게 될 영향이 경보 표시기에 

나타난다. 즉, 스포일러가 부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까닭에 정상적인 브레이크 간격은 착륙시에 1.2배로 

티어야 하고, 기존의 최소 시계 이하의 조건에서는 

착륙이 불가능하다. 엔진 중의 하나가 가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착륙 레버가 아주 느리게 작동된다.

있어서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수치들을 

소화하여 비행기의 각 해당 부분들에 전달해 

준다.

관제 장치에는 A310의 비행 자료들만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A”0이 운항하는 

전지역（유럽/북아프리카/근동어】 대한 비행 

자료가 카아드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 공항들과 이착륙 절차, 

루푸르한자의 항로 및 경유 지점, 그리고 무선 

관제 보조망을 비롯한 수많은 사항에 관한 

완벽한 정보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통털어 16000여 개의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날마다 

수정된다. 이들 정보는 28일마다 돌아오는 

특정 기일을 기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된다.

이를테면 스위스 에어에서는 루푸르한자 

항공망을 위해 예비 자료들을 준비해두며, 

관제 장비 제작사인 스페리（Sperry）사에서는 

이 자료를 자기 테이프에 수록하여 적시에 

루푸르한자에 공급해준다. 그러면 

루푸르한자에서는 이 자료 내용을 기록 보존 

장치에 담아 비행기 밑바닥에"있는 컴퓨터에 

집어 넣는다. 이 컴퓨터는 기본 자료 전부와 

예비 자료를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원래의 기일 이전에 

정보 교환이 완결된다. 기일까지는 관제 장치는 

기존의 기본 자료를 사용하다가 기일부터 

조종사는 해당 스위치를 눌러서 수정된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관제 장치의 임무는 다양하다. 우선 관제 

장치는 그때 그때의 지배적인 상황에 따라 

시급한 비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조종사는 항로와 기후 그리고 이륙시의 무게 

등의 기본 자료만 컴퓨터에 넣어주면 된다. 

그밖의 정보는 컴퓨터의 기본 자료에서 

그대로 얻어진다. 컴퓨터는 하나하나의 통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산출해내고 경제적인 

비행에 가장 적합한 상승 - 하강 - 수평 비행의 

고도 및 속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또한 예상 

연료 소모량 및 우회 비행을 할 경우의 예비 

연료량도 계산한다.

관제 제어판의 스크린을 통해 조종사는 

비행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다. 조종사는 

모든 통과 지점에 대하여 출발에서 도착까지

경보 표시기는 다시 바깥 기온, 엔진의 수치들, 기내의 

기압 그리고 각 부분의 기온 등과 같은 일상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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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고, 통과 시의 

비행기의 예상 속도 및 고도도 알 수 있다.

물론 관제 장치는 비행 도중에도 조종의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 조종사와 자동 조종 

장치는 그들이 어떤 항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관제 장치에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우선 그때 그때의 

비행 지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A”0의 

항공 장비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관성 비행 

중추(Inertial Reference System,IRS) 이다. 관제 

장치는 사전에 출발 지점의 지리적인 너비와 

길이를 관성 비행 중추에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관성 비행 중추가 이른바 협동 

체제를 갖춘 다음부터는 항상 함께 항로를 

결정해 준다. 비행기가 무선 비행 보조망의 

지시 전달 사항을 수신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한은(거리 측정기 DME와 무선 표지 

VOR사용) 관제 장치는 이 자료등을 관성 항법 

자료의 수정을 위해 받아들인다. 유럽선 

비행에서는 언제나 이것이 가능하다.

지리상의 모든 지점에서 관제 장치는 어떤 

무선 방송이 자신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가를 

알아내어 그 주파수를 접수한다. 그리하여 

관제 장치는 또 한번 조종사를 편하게 해주며, 

비행이 끝난 후에도 참고 자료로 무선 

나침판에 표시해 주어야 할 방송국 주파수는 

자동적으로 고정시켜 둔다.

그러므로 관제 장치는 자동 조종 장치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관제 

장치는 비행기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항로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종사가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행 정보들이다. 

한편으로 조종사는 관제 제어판에 나타나는 

도표식의 비행 계획을 통해 비행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제 장치는 그림 

지도를 만들어낸다.

여태까지는 일단 수립된 비행 계획은 전혀 

아무런 방해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조종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항로의 상황은一특히 공항 근접 상공에서는 

—너무 자주 변화한다. 사람들은 계획된 

항로를 한치도 어김 없이 그대로 

비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항로를 단축시키려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신속 

간단하게 관제 장치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계가 

인간에게 훌륭히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거의 2년 여에 걸쳐 에어버스 언더스트리, 

스페리, 루푸르한자, 스위스에어, 그리고 

KLM의 조종사와 기술자들은 여러 차례의

〈그림 5> 툴루스발 아테네행의 비행을 준비중인 

관제 장치이다. 왼쪽 바깥에 보이는 관제용 제어 

장치에는 우선 “상황”면이 표시된다. 오른쪽에는 줄을 

따라 차례로 여섯 단계의 상황이 표시된다 : ①조종사는 

항로 및 비행 번호를 맨 아랫줄(금방 다시 옮겨적을 

잠정적 정보를 기입하는 줄 : SCRATCH PAD)에 

표시한다 ②왼쪽 위에 있는 줄바꿈 스위치를 누르면 

관제 장치에서는 항로 번호 20441에 관계되는 모든 

기본 자료를 표시해 준다 ③항로 번호 20441에 따른 

비행 계획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비행 계획(F-PLN)용 

누름 스위치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개는 15R 궤도 

방향으로의 활주 비행이 시작된다. 물론 이 경우에 

조종사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출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활주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조종사는 15R 옆에 

있는 줄바꿈 스위치를 눌러준다 ④그러면 그 지점에서 

수평으로 변경이 가능한 수정 항로들이 도표로 제시된다. 

표준 변경(SID)'이라는 약호와 더불어 활주 궤도 변경 

이후의 모든 활주 궤도 및 이륙 항로가 컴퓨터에 

기억돈!다. ⑤표준 변경 항로 옆쪽의 스위치를 누르면 

활주 궤도 및 이륙 항로가 선정되어 나타난다. 33L 
옆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수치가 맨윗줄로 옮겨진다. 

'인서어트(INSERT)，옆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수치가 

활성화된다 ⑥33L 활주 궤도를 통과하는 정상적인 이륙 

절차가 이제 비로소 표시된다.

회합을 통해 관제 장치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문제를 놓고 씨름했었다.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종사와 관제 장치 

사이의 대화는 훨씬 간편하고 정연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제어판은 알파벳이 표기된 건반들이 달린 

하나의 판넬과 음극선관이 들어 있는 

표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표시판의 양 

옆에는 여섯 줄의 줄바꿈 스위치가 달려 있다. 

제어판을 작용시킬 때에 입력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조종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언어로 조종실에서 비행을 준비할 때와 

같은 자료를 청구한다.

조종사가 입력시키는 수치는 처음에는 

줄바꿈 스위치가 달린 표시판의 맨 

아랫줄GCRATCH PAD,금방 옮겨 적을 

잠정적 정보를 기록하는 메모란에 나타나서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조종사는 해당되는 줄바꿈 스위치를 눌러서 그 

수치를 명시된 장소로 옮긴다 이 조작이 

잘못 되면 경보 혹은 문의 사항이 나타난다.

모든 경유 지점에서는 비행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항로가 

수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유 지점의 

왼쪽 옆에 있는 줄바꿈 스위치를 눌러 주면 

된다. 그러면 표시판에는 이 지점에서 변경 

가능한 모든 경우의 경유 지점이 표시된다.

그러면 툴루스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의 

예를 통해 관제 장치의 제어 방식을 

살펴보자(그림 5)・

지금 관제 제어 장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조종실에서는 관제 제어 장치가 

'상황'판을 보여주고 있다. 조종사는 유효한 

기본 자료가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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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종사는 '개시(INITJnitiation)'라고 

쓰여진 건반을 누른다. 그와 동시에 

'INIT'라는 표제어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네모 칸 안에 자료들이 기입되어야 

한다. 왼쪽에 항로 및 비행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입하든지 오른쪽에 1툴루스«FBO) 와 

아테네(LGAT)를 뜻하는 국제 약호를 

기입한다.

조종사는 항로 및 비행 번호를 선정하여 

그것을 맨 아랫 줄에 기입한다. 그리고는 

좌측 상단의 줄바꿈 스위치를 눌러 준다. 

관제 장치는 기본 자료에 들어 있는 항로에 

관한 모든 자료를 표시판에 나타낸다. 

LGTH는 피난 공항인 데살로니카를 나타낸다. 

그리고 툴루스 공항의 지리 좌표는 북위 43도 

374분/동경 1도 229분이다.

그밖의 자료는 여기서는 쓸모가 없다.

“관성 비행 중추를 정돈하라(ALIGN IRS)”는 

지시는 관성 비행 장치의 도입을 조종사에게 

요구한다. 조종사가 해당되는 줄바꿈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 지시는 해제된다.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화살은 다시 

한번 '개시'판은 '다음 페이지(NEXT 

PAGE)，라 쓰여진 단추롤 누름으로써 젖혀 

진다. 이제 여기에는 비행기의 무게 및 연료 

적재량이 기입된다•'비행 계획(F・PLN;Flight 

Plan)'이라 쓰인 건반을 누르면 항로 번호 

20 441에 따른 비행 계획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표시된다. 활주 궤도는 15R이다. 그 

아래에는 규정된 이륙 항로에 따른 최초의 

경유 지점이 나타난다. 두번째 단에는 각 

경유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분단위로 표시된다. 세째 단에는 속도가, 

네째 단에는 각 지점에서의 비행 고도가

44 산업디자인 74,1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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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툴루스를 기점으로 하는 15R 활주 

궤도의 마지막 지점에서의 해발 고도는 490 

피이트이다).

여기까지의 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조종사는 15R 궤도에 대한 출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3犯에 대한 출발 

허가를 받는다. 조종사는 15R 옆의 줄바꿈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이 지점에 대해 수평 

이동이 가능한 변경 항로들이 기록된 

카아드를 호출한다. 그러면 '15R 궤도에서의 

위도 수정(LAT REV FROM RW 15R)'이라는 

표제어와 더불어 일람표가 제시된다. 그러면 

조종사는 이 중에서 '표준 출발 항로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Route;SID)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표준 출발 

항로상에 있는 모든 공항에서는 모든 이륙 

항로 및 활주 궤도가 개설되어 있음을 

조종사가 알기 때문이다. 이제 '툴루스発 표준 

출발 항로@D FROM LFBO)'라는 표제어가 

나타난다. 3犯 옆의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 

수치가 첫째 줄로 옮겨져서 지금부터는 

이것이 출발 항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좌측 

하단의 '인서어트(INSERT)'라 표시된 

스위치를 누르면 이 방향에로의 비행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스크린의 표시는 

자동으로 비행 계획난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정당한 이륙 절차가 기재된다. 즉, 출발을 해도 

좋다.

그런데 비행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A”0과 A300 사이에 

승무원 간섭 자격이 성립하는 한 A300의 

비행 장비를 A”0에서도 존속시켜야 할 것은 

분명했다. 기계식의 표시 장치를 가지고는 

관제 장치가 제시해야 할 정보의 극히 

일부분밖에 표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전자식 비행 장비

승무원 前向 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새로운 비행 장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미 보잉사에서는 경쟁 

품목인 B757에 대해 스크린 장치를 표준 

설비로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에어버스사로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 

최초의 고객인 루푸르한자 즉에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했다.

민간 항공에서 스크린을 비행 장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상의 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를 개선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다. 말하자면 색채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과시키는 막이 달린 음극선관의 

개발이 문제되었다. 물론 항공계의 실제 

운항에서는 이것을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루푸르한자에서는 결정에 앞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한 끝에 전자 비행 장비 

공급업체인 프랑스의 톰슨CSF사(독일의 

VDO와 기술 제휴)에 대해 평범한 기술 

개선만으로는 도저히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웠다.

루푸르한자에서 내세운 조건은 주로 

스크린의 선명도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불균일하거나 튀겨서는 안되었다. 또한 직사 

태양 광선을 받더라도 스크린은 선명도가 

높은 그림을 제시해야 하고一이것이 가장 

어려운 요구 조건이다一여러 색채가 주는 

주관적 인상이 전체적인 명암도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훨씬 

초과하기는 했어도 결국 톰슨 CSF/VDO 

기술팀은 이 모든|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었다. 여기에 사용된 음극선관을 포장하는 

膜 사이의 간격은 0・3밀리미터에 불과하다. 

음극선의 진동수는 70헤르츠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루푸르한자 측의 조종사 중 한 명이 

스크린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의 한계 주파수가 63헤르츠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시각 여과기는 스크린 표면에서의 

빛의 굴절을 방지하며, 태양 광선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

표시판에서 정보를 싣고 있는 아홉 개의 

색깔은 모두 32개의 상이한 색채 코우드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受像管은 각자 특성 

저장 장치의 형태로 개별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 수상관에 적합한 

색채 배합 규칙이 그림의 명암이나 배경색에 

따라 확정되어 있다. 이처럼 치밀한 절차를 

거쳐서만 색채의 항상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충족될 수가 있었다.

전자 비행 체제는 주요 기계판의 조종사 및 

부조종사 쪽에 있는 두 개의 수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행기의 복부에는 세계의 

부호화 장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한쌍의 수상관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의 부호화 장치는 나머지 둘 중 하나가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설치된 

것이다. 부호화 장치에서는 41개의 자료 이동 

통로를 통하여 전달 가능한 모든 정보들이 

집결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문장과 도표 

그리고 설계도 등이 만들어져서 단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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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線을 통해 그때 그때 만들어지는 전달 

사항을 표시판으로 배급한다.

표시의 대상과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랜 논의가 

거듭되었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각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웠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로 밤낮 없이 이러한 정보들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아홉 가지의 색깔이 여러 표시 범주에 

따라 배합되었다. 그리하여 가령 눈금 및 

등급은 모두 횐색으로 나타내지고, 비행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活性価（active 

value）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미리 선택 . 

連動할 수 있는 장치에 관계된 수치는 

담청색으로 표시된다.

그리고는 모든 부호 하나하나의 형태 및 

표시 장소가 결정되었다. 부호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보기 좋은 모양이 될 때까지 

다듬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복잡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을 항상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이다. 표시기 하나를 만드는 데서도 얼마나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기술 수준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그림의 내용을 정밀화하는 작업은 1983년 

초에 A3010] 승인될 때까지도 계속 되었다. 

이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몇 차례에 걸친 최초의 

운항 경험에서 이미 몇몇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요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망 사항은 

엄밀한 검토를 거쳐 수정 계획에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각 조종사 맞은 편에 있는 스크린 중 

아래의 것은 비행 표시기（navigation display; 

ND）이다. 이것은 정확한 지도를 제시한다 

（그림6）. 조종사들은 이 장치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스크린에는 시각 90도 이내에 들어오는 

전방의 지도가 그려진다. 상황에 따라 

조종사는 지도에 들어오는 범위를 15해리에서 

240해리（약 28킬로에서 450킬로미터）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시킬 수가 있다. 도시 

범위의 바깥 경계는 나침반의 지시판에 의해 

한계 지워진다. 비행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는 언제나 윗부분에 있다（노란 삼각형）.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는 항상 

아래 부분에 있는데（노란색의 비행기 개형도） 

이 부호는 항상 돌아가면서 그때 그때의 

항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고리는 표시 범위를 같은 거리상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좌측 상단에는 （관성 비행 장치에 의해 

측정된） 対地 속도（Ground Speed;GS）와

KOR
124。

13NM

20

\>DDM

기후 관측기에 의해 측정된 실제 對空 속도 

（True Airspeed;TAS）가 표시된다. 이 두 가지 

속도의 차이를 결정 짓는 요인은 비행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복합적인 성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급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때 그때에 

지배적인 풍향 및 풍속（가령 75도 방향 

20노트）은 좌측 하단에 표시된다. 그리고 

화살표가 풍향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관제 장치가 계산한 비행 계획에 따른 경유 

지점 및 항로는 하나의 척도로서 표시판에 

기입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상 비행에서 비행기는 

이미 아테네（LGAT）로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 지점인 코린트（KOR）가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다. 오른쪽 윗부분의 모서리（여기에는 

언제나 바로 다음에 통과해야 할 경유 지점이 

표시된다에서 우리는 코린트가 현재 

위치에서 124도 방향으로 13마일（약 

24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비행기는 규정 항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탈해 있으며, 그 간격은 0.5마일 

정도가 된다（0.5R）. 그러나 비행기의 방향으로 

보아 곧 항로를 바로 잡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 표시기는 이러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이외에도 그 밖의 장점을 제시한다. 기상 

레이더의 정보가 지도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의 여객기에서는 기상 

레이더를 위한 별도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기상 레이더의 정보는 

조종사의 머리 속에서 비행 상황과 

연관지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으로 연관지워진 상황이 조종사의 눈 

앞에 나타난다.

우리는 에지나（EGN）와 아테네 사이에 

심하게 소용돌이치는 구름 덩어리（적색）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행기가 이 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얀 점선은 

이미 조종사가 관제 장치의 도움을 빌어 두 

개의 경유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대피 우회 

항로를 구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우회 

항로는 이상 기후 지역을 상당한 간격을 두고 

둘러가는 항로이다.

각 조종사 맞은편에 있는 스크린 중에 있는 

것이 일차 비행 표시판（Primary Flight 

Display;PFD）이다. 여기에는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들이 집결되어 

있다（그림7）.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가운데에 자리잡은 인공 視界인데, 이것은 

기계 振子와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인공 

水平儀（지rifical horizon） 윗부분에는 자동 

조종 장치를 위한 제어 방식 표시난이 있다. 

오른쪽에는 규정된 항로로부터의 수직 편차 

및 수평 편차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식 착륙 시스템을 동원하여 착륙하게 될 

경우에 착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A310은 기계식 일차 속도계를 전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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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6> 비행 표시기는 코린트（KOR）와 

에지나（EGN）를 경유하여 아테네（LGAT）에 이르는 

마지막 항로가 그려진 부분의 지도를 보여준다. 현재의 

비행 지점 및 방향이 아래쪽에 노란색의 비행기 

개형도로 표시되어 있다. 기상 레이더가 잡은 기상도는 

이 항로상에 소용돌이치는 짙은 구름 덩어리가 가로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제 장치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우회 항로를 제시한다. 현재의 비행 

방향은 124도 방향인 코린트로서, 규정 항로에서 13마일 

벗어나 있다. 대지（対地）속도는 210노트이고, 실제 

대공（対空）속도는 220노트이다. 바람은 75도 방향에서 

20노트의 속도로 불어온다.

우 :〈그림 7〉일차 비행 표시판에는 인끙 수평의를 

중심으로 비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여 있다. 

속도 조절기는 비행 속도（SPD）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동 조종 장치는 비행 고도ALT）및 방향HDG）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착륙 준비 신호가 오면 

활주각（Glide Slope, G/S）과 착륙 코오스（Localizer, 
LOC）를 표시한다. 제1 비행 지휘소（Flight Director NO 
N0.1, FD1）와 지휘중인 제1 자동 조종 장치（Auto에ot 
No. 1 in Command, CMD1）가 가동중이며, 

제2종（Category2：CAT2）최소 한계 시야에서의 착륙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에는 표준 

항로로부터의 수평 및 수직 이탈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에는 속도 표시기가 보인다. 이 표시기의 눈금은 

80노트 범위의 속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속도를 

표시하는 노란색 삼각형을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노란색 화살은 10초내에 속도가 140노트로 

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 

및 최고 한계 속도는 각각 135노트 및 180노트이다（각각 

황갈색 및 주적색의 발코니형 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있지 않다. 대신에 속도에 관한 정보는 일차 

비행 표시기의 왼쪽에 소속되어 있다. 이로써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는 미래의 모든 비행기 

개발에 대하여 하나의 모범을 제시한 셈이다.

하얀 눈금자는 언제나 80노트（시속 약 

150킬로미터）의 범위를 포괄한다. 이 눈금자는 

그때 그때의 속도를 표시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노란 삼각형을 따라서 움직인다. 비행 

속도가 떨어지거나 빨라지면 삼각형 

모서리에서 연장된 선에서 화살표가 뻗어나와 

10초 후에 도달하게 될 안정 속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확히 가리킨다.

관제 장치에 의해 탐지된 한계 

속도치（이것은 그때 그用의 비행기 상황一 

가령 보조 날개나 착륙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가 여부一및 비행기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림에서 눈금으로 나타나며, 

그럼으로써 어떤 속도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가를 조종사에게 알려 준다. 

이착륙 시에는 'S（보조 날개）' 및 'F（플랩）， 

이라는 부호가 언제 이착륙 장치를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려준다. 이로써 

조종사는 비행 완수에 불가결한 여러 가지 

속도치들을 일일이 외거나 들춰보는 수고를 

덜게 된다.

일차 비행 표시기의 모든 능력을 낱낱이 

열거하려면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완수에 가장 요긴한 매개 변수들을 일차 비행 

표시기에 집약시킴으로써 조종사의 비행 감시 

업무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실제 비행 경험

기술을 인간에게 적응시키고 기술 시스템을 

알아 보기 쉽게 구성하여 승무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A310 조종실 설계의 기본 원칙이었다. 과연 

이러한 기준들이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실제 비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의 새로운 비행기 개발 계획이 첫발을 

내디디면서부터 비로소 비행기가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정도이다. 

비행기의 구성 요소 일체는 일단 견품으로 

만들어진 다음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부분적인 

시스템 내에서의 기능을 평가받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부분 시스템이 •방대한 

규모의 지상 시험을 받는다. 이어서 비행 

시험이 뒤따르는데, 여기서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강도 높은 시험을 거치게 된다. 

소형 에어버스의 경우 이 시험은 16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A”0은 실제 노선에 배치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하에 정기 노선 항공기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실시한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A”0은 여객 

수송을 위해 공급된다.

그러나 정기 노선 여객기를 운항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성들이 있다. 

실제 운항이야말로一비행기의 기술적인 

신뢰도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전체적인 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 최종적인 시험이 된다. 항공사 측에서 

경험을 검토 ・ 종합하는 작업은 신속히 

진행된다. 단 한 달 동안에 루푸트한자에서는 

에어버스 인더스트리가 전체 시험 비행에 

소모한 것과 맞먹는 시간만큼 A”0（그림 

8）이 이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신형 비행기를 운항할 때에는 마치 

어린 아이의 병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린이 병은 제 때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치료해야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첫 운항 단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주된 원인이 특히 전자 조종 장치에 

있다고 여겼던 사람은 기술 제약으로 인한 

이륙 지연의 70퍼센트가 종래의 기계식 

장치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따라서 전자 조종 장치는 현재로서는 

믿을만한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리고 정기 

항로에 투입된지 1년이 되기도 전에 벌써 

A”0의 지체율이 이제는 구식으로 평가받는 

A300의 그것에 접근한다는 사실은 이 

비행기의 전체적인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산업디 자인 74,1984/6 47



〈그림 8> 에어버스 A30O을 보다 작은 경제적 

모형으로 대폭 개량한 에어버스 A310은 1년 전에 

루푸트한자와 스위스 에어에 의해 실제 운항에 

들어갔다. 하나의 새로운 비행기가 제아무리 엄격한 

사전 시험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운항이야말로

결정적인 시험이 된다. 이러한 실제 운항에서 지금까지 

소형 에어버스는 탁웤한 장점을 인정받았다. 기술 

제약적인 지체율은 이미 완선 개발이 끝난 에어버스 

300의 최소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더우기 이러한 

지체율의 70퍼센트 이상은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재래식 장비로 인한 것이다. 이 비행기를 운항한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은 소형 에어버스야말로 “조종사의 

비행기”라는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관련 조종사들은 A310은 그야 말로 

，조종사의 비행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조종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것이다.

물론 아직 도입 단계인 현재로서는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이것은 특히 

인간과 기계의 경계 부분을 좀더 개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되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은 적절한 적응 계획을 통해 현재 실행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가 그의 손님 회사와 함께 

들어선 길은 옳은 길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유럽의 항공 산업이 미국의 경쟁 

업체들을 확실히 한 단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A310이 보여준 성공은 전문가들에게 

미래의 항공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분명히 

내다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 

물론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다가는 언젠가는一 말하자면 

기술 발전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자동 

체제가 인간을 조종실에서 몰아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때때로 듣게 된다. 그러나 

A310의 조종실이 완성되기까지의 기술 혁명의 

과정은, 기계에 봉사하기 위한 모든 단순 

작업과 힘든 통제 작업에서 조종사를 

해방시키는 한편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이 기울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야만 조종사는 그들 

본래의 임무, 즉 갈수록 정밀을 요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적 비행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갈수록 

비좁고 복잡해져 가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분업이나 정보 창출 및 

보급과 같은 현대식 경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경영자는 없어도 

된다는 식의 기업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조종실의 조종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기계는 

다만 인간을 도울 뿐이며. 최후의 결단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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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 I

1983년 미국 산업 디자인상 수상작 I

미국의 IDSA(l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에서 주관하는 

IDEA(l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 프로그램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을 선정하여 

공인해 줌으로써 그 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주지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시상 제도이다. 1983년 IDEA 

프로그램의 심사는 피터 우딩(Peter 

Wooding)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리드 

바이메스터(Read Viemeister), 랠프 

캐플런(Ralph Caplan), 델 코우티스D이 

Coates)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산업 

디자이너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혁신적인 

측면. 재료와 과정의 적절성, 사용자와 

고객을 위한 배려, 그리고 외양의 적합성 

등에 기준을 두고 평가했다. 250여 참가작 

중에서 각 부문별로 1점씩 10점이 

선정되었는데, 본지에서는 이 중 몇 점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형 다이아몬드 포장 시스템- 격조 높은 포장과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

리차드슨/스미스 디자인 연구소

그래픽과 패키징 부문에서 IDEA상을 

수상한 GE사의 소형 다이아몬드 패키징 

시스템은 리차드슨/스미스 디자인 

연구소가 디자인한 것으로 심사위원단은 

그 포장 시스템이 합리화된 상품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했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세계 시장을 위한 산업 

포장 디자인은 소비자 제품을 위한 포장과는 

구별되는 접근 태도를 필요로 한다. 모든 

포장이 제품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산업 수송망의 전문화된 요구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소비자를 위한 포장은 우선 

구매 시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자극해야 하는 

반면 산업 포장은 유통 과정과 최종 수요자가 

그 제품을 다루는 데 적합해야 한다. 물론 

포장 디자인의 이 두가지 형태 모두가 제조 

업자를 인식시키기 위한 제품 모낼과 특징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래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 완성된 포장 시스템과 판촉 

자료는 R/S(Richardson/Smith)디자인 연구소 

가 GE (General Electric) 사의 여 섯 개 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품 부문(140종류의 

제품)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많은 관심이 가는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디자이너들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위한 공급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GE 사는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위한 

혁신적인 多結晶 (polycrystalline) 제조 공정을 

개척함으로써 인조 다이아몬드 제품에 대한 

세계 굴지의 생산 메이커로서의 현재의 

위치를 획득했다. 그 이후부터 이 회사의 제품 

부문은 오일 드릴링 (oil drilling), 금속 작업, 

연장 제조나 천연적인 광산 자원부문과 

같은 산업으로까지 확장시켰다・GE사 제품은 

천연 다이아몬드 제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의 며은 여전히 전통적인 

중개인의 접근에 따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들의 주된 경쟁 상대는 

텅스텐 카아바이드(tungsten carbide)로 만든 

연장이다. 인조 다이아몬드와 카아바이드 

제품을 위한 패키지 시스템의 특징은 산업용 

절단 용구의 각기 다른 타입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즉, 블리스터 팩 (blister packs ：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과 슬라이드 카드(slide 

card ：U자 형의 홈이 파진 카드)가 그것이다. 

게리 코스만(Gary Cosman)은 GE사의 특수 

재료 부문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데, 판매 상인들과 사용자 모두를 

위한 패키징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R/S 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했다・GE사의 

마케팅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전직원과 한 

팀이 되어서 일하면서 우리가 첫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사용자, 기능 그리고 

외관이라는 복합적인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표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의 목적

디자인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산업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패키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GE 사는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自社의 고도의 기술에 의한 제품의 고유한 

특성과 작업 공정상의 특색을 함축해 주기 

위한 새로운 패키징을 원했다. 더우기 그 

제품은 국제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패키징은 서로 다른 문화적인 기호를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러한 

요구에 내포된 것은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한 

나라말로 인쇄된 상표의 통일이다. 이 

시스템의 디자인에 내재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판매 상인들과 사용자들을 위한 

조작의 간편함, 즉 사용하기 쉽고 보관하기 

쉬운 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패키징은 단일 제품 판매를 능률적으로 

이루어 주는 용적의 규칙에 맞아야 했다. 

덧붙여서, 모든 패키징 디자인의 목적은 

하나의 기본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즉, 벗겨짐과 파손으로부터 값비싼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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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사는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白社의 고도의 기술에 의한 제품의 고유한

보호하는 한편,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한번에 

사용자가 제품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기준인 것이다.

미적이고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도 그 

디자인 전개에 또다른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절감 효과이다. 

코스만은 디자인팀이 지금 나와 있는 

패키징과 유사한 가격으로 개선된 제품 취급 

방법, 수송과 보관 방법을 개발하도록 

시도했다. 패키징 시스템을 증대시키면서 

GE 사는 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한 판촉 자료를 

원했는데, 그것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거래 효과, 판매 상인, 소비자 그리고 최종 

품질과 작업 특징을 함축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포장을 원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패키징을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해주며, 시장 안에서 사용자의 

만족을 창출해 내도록 의도된 것이다.

최초의 프로젝트 결정과 그 분야의 연구는 

R/S 디자인 팀에게 지금 나와 있는 패키지의 

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적인 자료, 

그리고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요구들을 부여해 주었다. 

디자인 팀은 제품 판매 방법을 추적했으며,그 

과정을 통해 그 제품과 만나게 되는 여러 

대륙,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다. 동시에 R/S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평가해 보았다. 이 

데이터는 디자인이 목표하는 바를 산출해

소형 다이아몬드 패키징 시스템 : 오하이오주의 

월싱턴에 있는 R/S 디자인 연구소의 GE사가 특수 재료 

부문을 위하여 디자인했다.

내기 위한 토대로서 사용되었다. 기본적인 

역할인 물리적인 보호 역할과 출하 규준을 

넘어서 R/S는 판매, 저장, 재고품 조사, 다양한 

규준량들의 확인과 공정 과정을 용이하게 

해줄 패키징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연구된 代案들

R/S는 압착 오프너, 단단한 플라스틱 쟁반, 

상자로 오그라진 팩과 같은 흔하고 고유한 

재료와 제조 공정에 대한 다양한 적용 방법을 

탐구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비적인 대안은 

한 두 개의 디자인 목표에 아주 잘 부응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목표들을 만족시키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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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접근 태도가 결여되어 있었다. 인체 

측정학적인 규격들과 사용과 조작에 포함된 

인간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디자인 팀은 

포장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사이즈를 미리 

결정했다. 보통 남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에 기준해서 우리는 가로 4인치, 세로 

5인礼 높이 1인치의 크기를 정했다 이 

규격이 정해짐에 따라 분리된 디자인들이 

합쳐지기 시작했다. 대안들을 좁혀가면서 

R/S팀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된 패키지는 

너무 비싸고 차가우며, 높은 품격을 지닌 

외관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외시켰다. 대상의 특징과 목적을 잘 

부합시킬 다양한 분석적 공정 과정을 통해 

추출된 가장 적합한 구상은 우리가 앞서 말한 

규격의 종이와 얇은 금속판이 입혀진 단단한 

판자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상자를 

선택하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구멍을 파면서 

도우 에타폼(Dow Ethafoam) 주물의 心型을 

선택했다. 이것은 두 장으로 만들어진 비닐에 

거품 모양의 心型을 사이에 끼우고 구멍 

속에 제품이 매달리게 하면서 그 거품의 

양쪽으로부터 구멍 안으로 밀어낸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비닐을 

벗겨내고 단지 필요한 숫자의 제품만을 꺼낸 

뒤에 포장을 다시 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사용자가 포장을 열지 않고 단지 불빛에 

포장을 비춰봄으로써 제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제품 규격에 따라 

각 포장은 포장 사이즈를 바꾸지 않고도 제품 

수가 변화함에 따른 한 개나 두 개의 거품 

모양의 心型을 가질 수 있다.

매트 실버 박스(matte silver box)의 반을 

차지하는 基部는 노랑이나 빨강 갈색과 같은 

밝고 강한 색채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색채들은 전제품을 동일한 것으로 

확인시키는 동시에 경쟁적인 외관과 고무적인 

자극을 만들어 낸다. R/S는 제 지 원료에 

스며든 색채를 명세서에 기입하게 함으로써 

색채와 끝마무리의 일관성을 확실히 했다. 

GE사는 조립하는 순간에 열처리 스탬프로 

흰색의 제품 넘버를 찍었다. 흰색의 제품 

넘버는 색채 잉크의 어떤 프린팅에도 잘 맞기 

때문에 더 훌륭한 색채 품질을 보장한다.

이 박스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제품에 

부합하기 위해 가감할 수 있는 삽입물이 딸린 

조그만 플라스틱 팩을 디 자인했다. GE사는 

작은 규칙의 드문 성과 속에서, 또는 고안품과 

거래 샘플의 발판을 이루는 제품으로서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은 여섯 개의 

제품 부문을 묘사하고 있는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매 상인과 연장 

제조자, 그리고 고객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도표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각각 여섯 개의 포스터 

대신에 이 포스터의 색채로 만들어진 정보 

체제는 브랜드 이름, 컬러, 숫자와 실제 

규격에 의해서 모든 제품들을 동일 회사 

제품으로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그 포스터는 

제품 광고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R/S는 여섯 

개 부문으로 포스터를 디자인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그 포장의 

삽입물을 위해 가늘고 길게 잘려지고 부채 

모양으로 접혀진 보다 가벼운 제지 원료에 

인쇄될 수 있다. 디자이너들은 또한 GE사의 

판매진들에게 새로운 패키징과 광고 인쇄물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판매 상인들에게 1대 1로 상품을 

설명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시청각 프로그램을 창안해 냈다.

추가된 여러 가지 장점

전문 분야 제품으로서의 명성과 판매 

상인들의 강력한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이 

디자인 시스템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패키징 시스템의 장점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다. 앞서 

말한 장점 외에도 이 새로운 시스템은 

주문품을 채워 넣거나 재고품 조사를 

용이하게 해준다. 튼튼한 보호 패키징에 의해 

보다 많이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손상을 입을 염려도 없어져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후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여섯 개의 

제품 품목들이 50개 이상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규격으로 생산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포스터와 도표를 참조함으로써 쉽게 

확인되는데, 거기에서 제품 품목들은 제품 

프로필의 생생한 포토그램 실루에트에 의해 

설명된다. 제품 품목을 색채로 구별하는 법에 

따른 이러한 시각적인 도움은 사용자가 즉시 

특수한 제품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담하게 번호를 붙이는 시스템, 색채 신호법, 

상표명 등은 또한 이질 문화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 이해를 도와 준다. 포스터, 광고 

게재, 소개 전단, 교육 훈련용 비디오 테이프와 

소책자 등을 포함하는 보조 자료들은 새로운 

산업용 다이아몬드 패키징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 

공헌했다. 그 보조 자료들은 시 장의 다양한 

부문으로 나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접근 

수단을 창출해 내는 한편 궁극적인 판매 

전략인 가격 절감 효과라는 면도 실현시켰다.

시장의 반응

GE 패키징 시스템과 친숙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품종 아파트(breed apart)'라고 

불러왔다. “그 패키징 시스템이 판매상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는지를 이야기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고객들이 이 시스템을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제품 이미지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고객들의 가장 빈번한 논평이다. 사람들은 

또한 그 포장이 제공해 주는 제품 보호 

기능과 사용상의 제품 취급 방법이 개선된 

점을 좋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패키징 시스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코스만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전의 산업용 

절단기들을 위한 패키징은 뚜렷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즉 제한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값싼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유통 과정과 제품 보호를 위한 

어떤 기준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GE사의 시스템은 

분배와 산업 제품 마케팅의 전반적인 품질 

개량을 지시해 주고 있다. 즉, 그것은 

디자이너들이 사용자들의 모든 부분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러한 요구를 통합된 디자인 처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인 것이다.

어떠한 포장도 그 자체로서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까닭에 GE사는 시장에서 

이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기여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패키징 시스템의 가능한 

모든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은 

실제적인 제품 판매에서이다. 그 시스템은 

고객들이 제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훨씬 간편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포장 시스템과 관련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배자와 고객에게 그들의 

투자물에 대한 높은 가치를 실제로 부여함과 

동시에 제조업자에게도 가격상의 이윤 증가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이다.

오하이오주의 월싱턴(Worthington)에 위치한 

리차드슨/스미스(Richa「dson/Smith) 디자인 

연구소는 디자인 풀 서비스겸 연구 회사인데, 제품 

디자인과 개발 인간 요소 디자인, 전략적인 디자인 

계획 작성, 그래픽 디자인과 마케팅 정보 교환, 모델 

제작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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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형 코르벳 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자동차 디자인
스테판 햅스버그

트랜스포테이션(Transportation) 부문의 

IDEA 상으로 1984년형 시보레 코르벳 

(Chevrolet Corvette)o]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앞서 나온 차에 비해 보다 

더 풍부하게 코르벳의 이상을 표현해내기 

위한 이 차의 깔끔한 표면 처리와 

부드러운 변화를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를 이루는 차체의 구성 요소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 위에 또한 안정감과 

동시에 신속한 움직임 모두를 암시해 주는 

차체를 지닌 이 차의 온화함과 속도감과의 

균형을 칭찬했다.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런데 1984년형 코르벳의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즉, 최초의 작업 

결정으로부터 새로운 제조 설비의 디자인까지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코르벳 디자인 계획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간의 

뛰어나게 효과적인 상호 작용이다. 복잡하고 

독창적인 프로젝트에선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계획에서도 또한 나중에는 비록 폐기되어 

없어질 계획들이지만 다른 여러 代案들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6년이 

넘게 걸려 완성된 구상이다. 1977년 제너럴 

모터즈사 디자인 스탭의 시보레 III 스튜디오에 

현실적인 연구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시보레 

엔지니어링(Chevrolet Engineering)과 

합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코르벳을 개발하는 

임무가 그 스튜디오의 디자이너들에게 

요청되었을 때였다. 실제로 시보레 엔지니어링 

스탭은 19明년형 코르벳 디자인에 대한 

공통된, 그리고 개인적인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디자인 스탭 또한 1984년형 

코르벳 엔지니어링에 대해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던 관심이었다.

이미 1969년부터 대규모의 GM 실험차 

시리즈가 다양한 스포츠카 외형을 탐구해 

왔다. 그 중요한 예의 하나가 1972년형 

에어로베트(Aerovette) 인데, 이 차는 차에 

대한 디자인 철학을 성립시켰던 실험차이다. 

즉, 소형이면서도 낮고 가벼운 유선형 차이다. 

이 에어로베트는 미드엔진(midengine : 엔진이 

가운데 있는 차) 모형이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스탭은 미드엔진 

코르벳을 계획했다. 시보레 엔지니어링 스탭이 

이런 착상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실제로 

움직이는 미드엔진 뮤울(mid-engine mule)을 

만들어 내는 한편 디자인 스탭은 계획된 

형태의 실물 크기 점토 모델을 제작했다. 그 

결과 성능과 조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77년 후반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경영자측은 기본적인 차의 

형태가 8기통 엔진에 의해 뒤에서 추진력을 

받게 되는 프런트 엔진(front engine)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미드엔진 프로그램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디자인 스탭의 진보된 스튜디오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미드엔진 디자인 개발을 

계속해 나갔다. 미드엔진 스포츠카의 기본적인 

균형미가 처음에 커다란 매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윈도우 브러쉬용 물통을 엔진 위에 놓지 

않음으로써 운전자의 시계를 넓혀 주는 것과 

같은 것 등이다. 또한 엔진의 위치를 바꾸지 

스테판 햅스버그(Stefan Habsburg)는 제너럴 

모터즈사 스탭을 위한 교육 관계 중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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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도 후드(hood)는 앞쪽 흙받이 사이로 

아래쪽을 향해 경사 지게 둘 수 있으므로 

승객이 타는 곳은 맵시 있는 세로 길이의 

패키징으로 바뀐다. 그런데 시보레 HI 

스튜디오의 수석 디자이너가 제작한 스케치가 

경영자측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참신하고 

결합력 있는, 경영자측이 기대한 바로 그런 

코르벳이었다. 이 차는 엔진이 앞에 부착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 스케치로부터 실물 

크기의 테이프 드로잉 (tape drawing)이 

1979년 12월에 만들어졌다. 1980년 초에 

시보레 엔지니어링 스탭은 8기통 샤시 

(Chassis)를 위한 명확한 설계도를 제시해 

주었다. 그렇지만 미드엔진 접근 방식에서 

했던 작업도 쓸모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작업이 산출한 많은 성과들은 폰티악 

(Pontiac)의 피에로(Fiero) 디자인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차의 가벼운 엔진은 미드엔진 

디자인을 더욱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폭이 넓어진 코르벳

바퀴와 타이어가 새로운 코르벳의 차체 

폭을 결정했다. 코르벳은 전통적으로 GM사의 

차 중에서 가장 커다란 타이어를 갖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더 많은 풋프린트(footprint ： 

타이어 표면의 돌기)를 요구했으며, 

디자이너들은 먼저 나온 차와 똑같은 크기인 

16인치의 外輸 지름을 원했다 그 결과로 

새로운 품질의 바퀴와 타이어가 나왔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모양을 바꾼 것은 

아니었으나 차의 전체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엔진 적재 범위에 

따라 차가 최대한도로 회 전할 때 앞바퀴 

앵글을 위한 바퀴집의 제거는 기본적인 차의 

회전 범위를 정해 주었다. 그래서 새로운 

VR50 타이어는 1984년형 코르벳이 1982년형 

코르벳보다 폭이 전체적으로 2인치 더 넓게 

해주었다.

이러한 폭은 코르벳의 승객용 좌석 공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뒷바퀴 추진력이 딸린 어떠한 프런트 엔진 

차에서도 승객칸의 패키징은 드라이브축과 

배기 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엔진 

가까이에 위치한 촉매 작용을 하는 변환기가 

딸려 있다. 대부분의 차에 있어서 변환기는 

앞좌석 가까이에 있는 바닥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러한 위치는 차의 좌석과 덮개 높이를 

정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 높이를 결정해 준다. 

그런데 코르벳의 해결방법은 달랐다. 차의 

폭을 넓힘으로써 GM사는 배기 기관과 촉매 

작용을 하는 변환기를 드라이브축 아래에 

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재조정은 GM사로 

하여금 프런트 엔진형의 코르벳으로 

결정하도록 해주었다. 탑승자는 앞바퀴 덮개도 

아니고 뒷바퀴 덮개도 아닌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변속 장치와 첫번째 

U-죠인트 사이의 드라이브라인(driveline)을 

정돈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재조정을 함으로써 

GM사는 엔진의 앞부분을 낮출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앉는 데 있어서의 안락함, 발을 놀리는 

공간,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 등을 위해 

충분한 배려가 베풀어질 수 있게 되었다.

더 진전된 중요한 패키징을 결정하기 위해 

승객칸 아래에 있는 크로스멤버 (crossmember)를 

제거시켰다. 분리된 차체 대신에 새로운 통합된 

차체로 바닥 자체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졌지만 앉는 데 있어서의 안락함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의 차보다 

다리를 놓는 공간이 1/2인치가 더 넓어졌고, 

부수적으로 머리가 놓이는 공간도 더 넓어졌을 

뿐 아니라 어깨가 놓이는 공간이 결정적으로 

65인치나 넓어진 것이 이러한 내부 구조의 

변경에 의한 것이었다.

바람막이 유리창(windshild) 의 각도는 

자동차 앞뒤의 차축 사이의 거리와 동시에 

정해졌다. 바람막이 유리의 각도는 처음에 

수직선으로부터 67.5°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원래 페라리 복서 (Ferrari Boxer)나 308과 

같은 각도이다. 그러나 반사광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64.5°로 낮춰졌다. 최종적으로 

코르벳의 스티어링 기어 (steering gear)를 

엔진 앞으로 옮김에 따라 후드라인이 

낮아졌고 윈도우 브러쉬용 물통 높이가 

후드라인이되도록 차 전체 모양이 꾸며졌는데, 

이렇게 해서 아래로 향한 視界와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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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전자 공학이 디자인의 독립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든 계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 주도록 그 디자인 

독립성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놓여 있다 

제너럴 모터즈사의 모델 제작자들이 공기 역학적인 

실험을 위해 코르벳의 실물 크기 점토 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조작이 개선되었다. 두 개의 조절판 몸체에다 

원료 주입 흡입구 시스템을 장치함으로써 

카뷰레이터(carburtor)에 의해 가능한 것보다 

더 낮은 후드를 제공해 주었다. 이제 차축 

사이의 거리가 96.2인치로 결정되었다.

공기 역학적 시험

새로운 코르벳의 공기 역학적인 모양에 

대한 개발은 기본적인 프런트 엔진 패키지가 

정해짐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다 

공기 역학적인 연구 성과들을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본적인 

기준이 그 측면도에 작용되었다. 즉, 좌석의 

폭과 탑승자의 머리에서 천정까지의 거리에 

의하여 천정의 높이 결정, 시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차창 윗부분의 상승, 아랫 차창 

모서리는 배전관 캡(ditributor cap)의 뒷쪽 

윗부분에서 마감, 범퍼의 돌출 정도는 관계 

당국의 규정에 맞춘다는 것 등이다. 디자인 

스탭은 계속해서 그러한 한계 내에서 최상의 

공기 역학적인 차 모양을 개발했다.

1978년 후반에 처음으로 4분의 1 규모의 

점토 모델을 시험해 보았는데, 여기엔 주의 

깊게 세부가 결정된 언더보디(underbody)와 

엔진 구획 부분이 딸려 있었다.

리어 데크(rear deck)의 경사가 톡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면은 뒤쪽 

창문 밖으로 좋은 시계를 주기 위해서 충분히 

낮게 놓여져야 했으나 백라이트 (backlite) 

에서의 전압 회복을 통하여 바퀴에 

받는 장애를 최소한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높이를 유지해야만 되었다. 

이 팀은 주요한 백 라이트 기하학과 다양한 

데크 립스(deck lips), 스포일러(spoiler) 등을 

탐구했다. 이들은 레어 리프트(rear lift)를 

축소시키는 한편 바퀴의 장애를 증대시켰는데, 

그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은 최고도로 활용된 

데크가 단순한 패스트백(fastback : 뒷쪽으로 

미끈하게 경사진 유선)이나 형식적인 V자형 

보다는 장애를 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최종적인 차의 후미부 

디자인이 비교적 무디다고 할지라도 단지 

차의 후미부를 연장시키는 것만이 전체적인 

방향 조종 능력과 무게의 탓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애 정도를 축소시켜 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실물 크기의 점토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 모델은 실물 크기의 車臺로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타이어, 차대 받이 

장치(suspension), 엔진, 라디에이터와 

스티로폼(styrefoam)으로 만들어진 배기 장치 

등을 나타내 주고 있는 언더 보디 구성 요소 

등을 포함시켰다. 드랙 계수 0.34CD가 최종의 

외형에서 측정되었다. 네트 효과는 1982년형 

모델보다 공기 저항이 25%나 낮은 코르벳 

물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계수일 것이다.

공기 역학적인 작업은 엔진을 냉각시키는 

데 영향을 미 쳤다. 실물 크기의 윈드 턴넬 

(wind tunnel) 모델 안에서 연구팀은 이러한 

형태가 차앞의 돌출한 부분과 바람막이창의 

기반 부분에서 대개 발견되는, 압력을 높게 

받는 부분이 충실치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돌출부 아래와 앞바퀴 전방에 댐(dam)을 하나 

추가한 것이 이중의 효과를 낳았다. 그렇게 

한 것이 나아가서 차에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라디에이터와 엔진을 위하여 차의 

돌출부 아래에 높은 압력의 공기 입구를 

만들어 주었다.

경사진 후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갖고 있다. 내부의 공기 유통로와 

몸체 구조는 단일한 문제로서 해결되었다. 

냉각된 공기는 차앞의 돌출부 아래에서 

받아들여져서 라디에이터를 통해 후방으로 

흐르며 배기 시스템과 촉매 작용을 하는 

변환기 (catalytic converter)를 치나 아래로 

흐른다. 구조적으로 후드를 보강해 주는 한 

쌍의 분리된 통로는 엔진의 공기 여과 장치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준다. 공기 클리너의 모양 

자체는 스튜디오 안에서 디자인되고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차 전체의 외관과 

기능을 통합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작업의 

일부분이었다.

計器 디자인

진보된 전자 공학이 모든 계기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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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학은 품위, 경량감 그리고 수준 높은 

디자인의 독립성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디자인의 독립성을 운전자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1979년 

초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디자인 스탭의 

인테리어 스튜디오는 코르벳의 실물 크기의 

3차원적 형태로 된 여러 가지 계기 패널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는 液晶으로 표시되는 

정보 수신 기기(liquid crystal readout)5. 

포함하고 있었다. 계기판 자체는 

아날로그(analogue : 지시침에 의한 표시 

방법)형인데, 그것들은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둥근 다이얼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계기판은 계기들을 더 쉽게 한 눈에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은 계기판의 

침이 움직임에 따라 그 움직이는 부분만큼의 

색채 띠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1980년 2월, 디자인 스탭은 새로운 

코르벳의 인테리어를위한 설계 방향을 

좁히기 위해 회사 경영진에게 세 개의 분리된 

목업(mock-up)을 제시했다. 원형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시도 중의 하나인 전통적인 

전자 장비들이 1980년 3월에 나왔다. 이 

디자인에서 계기들은 액정으로 표시되는 반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계기 표면을 통해 . 

전자 회로망이 나타난다. 이것을 반투명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위급시에 

운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얻게 해줄 수 

없다는 요인 때문에 거부되었다. 생산되고 

있는 계기 패널은 전자 액정 아날로그형인 

속도계와 流速計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중으로 읽을 수 있는 디지탈형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색채 

그래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엔진의 

다양한 디지탈형 정보 수신 기기와 전자 

시스템 통제에 의해 배치되었다. 모든 계기는 

영어나 미터법의 구성 단위로 표시되도록 

제작되었다.

계기판을 디자인하기 위해 핸들 계기판의 

암흑화된 패턴의 사용을 컴퓨터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팀은 중요한 계기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시켰다. 

핸들은 하나의 조종간 표면에 여러 개의 

조종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부터 횡으로 

움직이는 패드 위에 항공기의 조종간과 같은 

타원형의 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계기 암혹화, 통제 

범위와 충돌시의 안전을 토대로 하여 

검토되었다. 원형의 바퀴는 최소한의 

불규칙한 진동을 가진 가장 일관성 있는 

노면을 제공해 주었다.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인 또다른 영역들

다른 영역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초점을 맞춘 것은 앉는 데 있어서의 안락함, 

안전, 혁신적인 재료와 프로세스의 적용이다. 

다음은 이들 탐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앉는 데 있어서의 안락함 : 시트 디자인에서의 

어려운 문제는 몸체를 안정감 있게 받쳐 주는 

것과 함께 여하한 운행 조건하에서도 적절한 

조정 능력을 갖춰 주는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의 충고에 따라 몸체를 받쳐주는 것에 

대한 주의 깊은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시트 

자체는 평평하고 비교적 딱딱하다. 측면의 

보울스터(bolster： 긴 베개)는 엉덩이의 위치를 

알맞게 잡아주고, 12°이상의 적절한 자세조절 

외에도 손쉽게 확실히 고정될 수 있도록 허리 

부분을 받쳐주는 패드가 뒷쪽 낮은 곳에 

부착되어 있다.

승객의 안전 : 1980년형 코르벳을 시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났다. 즉 

핸들테 앞에 에너지 흡수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비록 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라 

할지라도 차량 안전 표준인 208 기준 

한계내에서 감속시 수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승객을 위해 이러한 운전 

규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넓고 

안전한 패드를 디자인했는데, 이것은 무릎을 

고정시켜 주는 동시에 가슴에 오는 

충격으로부터 에너지를 홉수한다. 이 충격 

실험은 실험용 마네킹에 핸들에 부착한 

에너지 흡수 장치와 같은 충격 방지 패드를 

부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테스팅이 진행됨에 

따라 마네킹에 부착한 패드를 제거시키더라도 

마네킹, 즉 승객의 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

개선된 구조와 재료 : 코르벳은 여 러 가지 

개선된 구조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운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벼운 계기, 규격에 

맞는 강철 구조물은 공장에서 가장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 과정에 의해서 단일 조립 

부품으로서 결합된다. 유선형의 차체는 구조 

조직상의 일부분이다. 더우기 이 차에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었다. 

즉, 전기 도금에 의한 몸체 조립, 짜여진 틀에 

어울리도록 형성된 섬유와 유리 전체가 

완전히 채색된 탄력성 있는 

완충기 등이다. 네 바퀴의 독립된 차대받이 

장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유리 

섬유箔 스프링은 특별히 디자인된 타이어로 

제조되었다.

이 해결 방법의 영향

코르벳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혁신적인 구상들을 

평가해 주었다. 이러한 개선된 차량에 의해서 

디자인 리더쉽과 탁월성이 성취되었으며, 

다른 관련 제품을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해주었다. 판매점의 진열장에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 

비록 어떤 양적인 수치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해도 어쨌든 판매 반응은 

매우 좋았다. 매스컴 또한 열광적인 것이었다. 

'지구상에서 생산된 차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자동차'(Car and Driver 1983년 3월),

• • 세 계 적으로 탈월한 자동차'(Motor 

Trend,1983년 3월) 등의 찬사를 퍼부었다.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위한 치열한 국제 경쟁 

기간중에 새로운 코르벳을 유럽어로 소개한 

것은 세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GM사의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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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정보 I

육상 인력 운송 기구의 기체 역학

앨버트 C. 그로스 ・ 체스터 R. 카일 ・ 더글러스 J. 밀레위키

자전거와 그것을 타는 사람은 기류의 

저항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는다. 기체 

역학적 전략은 인간이 평지에서 운송 

기구를 다른 보조물 없이 시속 

6。마일까지 달릴 수 있게 했다. 즉, 

인간은 기체 역학적 전략으로 평지에서 

다른 동력 없이 시속 6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교통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수십년간 기체 역학의 원리는 항공기, 

자동차, 모터싸이클의 속도와 효율의 개선은 

물론 스키와 스케이트 경기에까지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력으로 움직이는 

교통 기관은 사실상 최근까지 무시되어 

왔는데, 이것은 공기 저항이 그것들의 속력을 

늦추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다. 자전거를 예로 들면 

그것은 시속 18마일 이상의 속도에서 그 

속도를 지연시키는 힘의 8(说를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무지를 설명하고 

기체 역학이 육상 인력 운송 기구(human- 

powered land vehicles)의 성능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착수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일 세기 

동안 같은 모양에 머물러 있다. 영국에서 

1884년에 소개되었던 로버 안전 자전거(Rover 

Safety Cycle)는 쉽게 현대의 자전거로 통용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버팀대만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다이아몬드형 뼈대와 브레이크, 

다단 기어 같은 몇 가지 부품을 부착하게 

되었다. 거의 처음부터 자전거 디자이너와 

사용자들은 기체 역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디자인상의 부자연한 제약 때문에 

필요한 공학 기술을 적용할 수 없었다. 시속 

20〜30마일 속력으로 달리는 자전거에서 

바람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명백한 사실이다.

1900년 이전에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구부린 자세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900년 이전에 채택된 또 다른 

방법은 1인승 자전거를 탄 사람 앞에 다인승 

자전거를 바람막이 방패로 앞세우는 것이다. 

1895년 웨일즈(Welsh) 지방의 자전거 선수 

지미 마이클(Jimmy Michael)은 한 시간에 

28.6마일을 4인승 자전거 뒤에서 달렸다. 

1899년 미국의 찰스 머피 (Charles Murphy)는 

행사를 위해 건설된 널판지 길 위로 

롱아일랜드 철도의 기차 뒤를 따라서 시속 

63.24마일의 속도로 1마일을 자전거로 달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다.

1912년 프랑스의 에띠네 부노 바릴라 

(Etienne Bunau-Varilla)는 최초의 비행선의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서 자전거와 그것을 

타는 사람을 씌운 유선형의 덮개로 특허를 

얻었다. 이 자전거의 개량형과 그 후속 

작품들이 1912년에서 1933년까지 유럽에서 

속도 기록을 세웠다. 1933년 프랑스의 마르셀 

베르테 (Marcel Berthet)는 벨로다인(Velodyne) 

이라는 유선형 장비를 타고 한시간에 

〃佻마일을 달렸는데, 그 속도는 다른 어떤 

사람의 기록보다 시속 3마일 이상 더 빨랐다.

같은 해 프랑스의 발명가 찰스 모쉐 (Charles 

Mochet)는 뒤로 누워 기대서 타는 자전거 

(뒤로 누워서 패달을 밟는)를 만들었는데후에 

그것을 유선형화했다. 직업적인 자전거 선수 

프란시스 폴(Francois Faure)과 함께 이 

벨로카(Velocar) 자전거는 1933년에서 

1938년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속도 기록을 

세웠다. 모쉐와 폴은 세계 자전거 경기 관리 

기구인 국제 싸이클 연맹으로부터 기록을 

공인받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1938년에 그 연맹은 경기에서 기체 

역학적 장치와 기대어 타는 자전거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그 규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금지는 고속 자전거 개발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으며, 자전거가 그렇게 오랫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된 두 가지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또 다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전거를 과거보다 덜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 연맹은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자전거의 기체 역학과 다른 공학 기술적 

변화를 원칙적으로 속임수로 간주했다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수의사 존 보이드 

던럽이 1887년 자전거의 공기 타이어를 

개발했을 때 이 연맹이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딱딱한 쇠바퀴로 된 자전거와 아마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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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 경기용 자전거는 카일이 디자인 했으며, 미국의 

올림픽 자전거 선수인 로널드 P 스카린이 탔는데 기립 

출발을 해서 시속 31.88마일로 한 시간 동안 달려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 비결은 자전거와 선수의 기체 

역학적 지연력을 감소시키는 유선형이었다. 스카린은 

1979년 캘리포니아의 온타리오에 있는 온타리오 자동차

경기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匚卜. 유선형 구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표준 경기용 자전거와 근본적으로 

같았다.

자동차까지도 타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연맹은 비록 기대어 타는 

자전거는 여전히 금지시켰지만 점차 기체 

역학의 변화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기 

시작했다. 1976년 이후로 피부에 달라 붙는 

상하로 붙은 옷이 자전거 경기에서 

일반화되었다. 유선형 헬멧, 뼈대 조립을 위한 

물방울 모양의 횡단면, 유선형 브레이크 

손잡이와 기타 기체 역학적으로 개량된 

부분들이 허용되었다. 사실 모든 형태의 인력 

운송 기구의 공업 기술적 변화는 19세기의 

자전거 전성기 이래로 놀라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이 급속한 변화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乃년 우리들 중 한사람(카일)과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 기체 역학의 고문인 잭 H. 

램비 (Jack H. Lambie)는 미국 최초로 두 대의 

유선형 자전거를 제작 실험했다 그들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카일과 램비는 유선형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저항의 감소를 실제로 

측정했다. 그들은 수많은 내리막길 주행 

실험을 통해서 측정했는데, 그 실험에서 

하나의 무동력 운송 기구는 평지에서 

감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운송 

기구의 감속은 거기에 작용하는 전체 

저항력에 비례하는데, 장치들은 속도나 감속을 

측정한다. 카일과 램비는 그들의 결론을 각자 

독자적으로 출판을 했는데, 양쪽 모두 

자전거의 전체 지연력(drag)은 자전거와 그 

탑승자를 완전히 둘러싸는 수직 날개 

모양으로 유선형화함으로써 G。%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카일과 

램비는 2년 여가 지나고 나서야 비슷한 

자전거가 유럽에서 이미 먼저 만들어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74년 미국의 올림픽 자전거 선수인 

로널드 P. 스카린(Ronald P.Skarin)은 로스 

알라미토스 해군 항공 기 지 (Los Alamitos 

Naval Air Station) 에서 카일의 유선형 

자전거를 타고 다섯 개의 속도 세계 기록을 

세 웠다. 이 성공 때문에 카일과 램비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자전거 경기를 계획하기로 

결심했다. 1975년 4월 5일 캘리포니아의 

이윈데일(Irwindale)에서 14대의 다양한 

모양의 자전거들이 이 역사적인 첫번째 

경기를 가졌다. 그중에는 뒤로 기대서 타는 

것도 많았고. 어떤 것은 반듯이 누워서(얼굴을 

위로 향하게), 어떤 것은 엎드려 누워서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페달을 밟게 되어 

있었다. 어떤 것은 두 손과 발로 추진하는 

것도 있었다. 이 경기에서 시속 44.87마일로 

달린 캘리포니아 에지우드(Edgewood)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설계한 유선형 2인승 

자전거가 우승했다. 그것을 탄 사람은 노턴 

(Norton)과 크리스토퍼 디튼(Christopher 

Deaton)이었는데, 그들은 숙달된 자전거 

선수였으나 세계 수준급 선수는 아니었다 

(보조 장치 없는 표준 자전거의 최고속 세계 

기록은 시속 43.45마일로 달린 소련의 

세계적인 자전거 선수 Sergei Kopylor에 

의해서 세워졌다).

유선형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 싸이클 

연맹의 방침에 대항해서 이 경기의 선수들은 

국제 인력 운송 기구 협회 (International 

Human Powered Vehicle Asso.) 를 1976년에 

창설했다. 창립 목적은 인력 운송 기구가 

디자인상의 제한 없이 경쟁을 허가받기 

위함이었다. 그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기가 열려 기계는 훨씬 더 세련되고,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 4대의 자전거가 미국의 자동차 

제한 속도인 시속 55마일의 기록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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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인력 운송 기구의 초기 개량형은 1884년 

영국에서 로버 안전 자전거의 소개로부터 시작된다. 

1912년과 1913년 프랑스의 에띠네 브노 바릴라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았다. 비슷한 자전거가 

많은 속도 기록을 세웠다.

고리케(Goncke)는 1914년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벨로다인은 1933년 프랑스의 마르셀 베르테에 의해서

한 시간에 31.06마일(신기록)로 달렸다. 같은 해에 오스카 

애그(Oscar Egg)는 로켓트를 디자인 했다. 또하나의 

프랑스 자전거 벨로카는 1933년부터 1938년 사이

몇개의 속도 기록을 세웠다. 대부분의 그림은 스위스의 

비닝겐에 있는 Wolfgang Gronen Archive°|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들은 각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명예 스피드 티켓을 받았다). 

그것들 가운데에는 노턴이 설계한 저〕3 세대 

유선형 4륜 자전거도 있었다.

현재 세계 최고속 인력 운송 기구는 기대서 

타는 유선형 2인승 자전거 백타 텐덤(Vector 

Tandem)이다. 이것은 주로 대기권 보조 모터 

디자인을 하는 베사트론 연구소(Versatron 

Research, Inc.,)의 소장이며 엔지니어인 앨런 

보이트(Allan A. Voigt) 가 이끄는 한 연구팀에 

의해서 제작 되었다(얼굴을 반대편으로 하고 

드러누워서 탄다). 1980년에 1마일 가량 

가속도를 붙여 질주하면서 출발시킨 이 기구는 

시속 62.92마일로 온타리오의 자동차 경기장 

트랙을 200m 달렸다. 그후 같은 해 이 백타 

텐덤은 스탁톤과 쎄크라멘토 주 사이 5번 도로 

40마일을 평균 시속 50.5마일로 달렸다.

이러한 놀라운 속도는 거의 전적으로 기체 

역학에 대한 관심의 결과이다.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자전거 선수는 1분에 약 1000파운드의 

공기와 부딪친다. 자전거와 탑승자가 

유선형화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많은 기류 

흔적을 남기고 인간의 에너지도 많이 

소모된다.

두 가지 형태의 기체 역학적 지연력이 

자전거의 진행에 영향을 끼친다. 압력(혹은 

형태) 저항과 피부 마찰 저항이 그것이다. 

압력 저항은 공기의 흐름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흐르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 

분리가 신체의 공기 압력의 분배를 

변화시킨다. 그 분리가 신체의 前面을 향해서 

일어나면 공기의 압력은 저항의 원인이 되는 

뒷표면에서 일어날 때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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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타 싱글지퍼

카일 유선형

현대의 인력 운송 기구는 자전거와 탑승자의 결합에서 

오는 기체 역학적 지연력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을 

철저히 이용한다. 가장 단순한 것은 지퍼인데 그것은 

유선형 덮개 조각을 탑승자 앞에 부착한다. 카일 유선형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보다는 여행이나

통근용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바타 2000인데 탑승자의 

기대는 위치의 이점을 활용했다. 벡타 싱글은 완전 

유선형인데 이론적으로는 탑승자가 1마력의 힘으로 

거의 시속 62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이지 레이서는 주로 

여행가 통근용으로 설계 되었으나 경기용으로도 사용

되었다. 마지막의 기대서 타는 전천후 자전거는 독일의 

폴 샌돌프가 디자인 했는데 노인과 장애자용이다.

피부 마찰 저항은 공기의 粘度에 의해서 

생긴다. 그것은 경계층에서 생기는 가르는 힘 

때문에 생기는데, 그 공기층은 신체의 피부와 

직접 접촉되어 있다. 자전거에 볼 수 있는 

원주, 구,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둔탁한 

외형률은 기류가 표면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기체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물체 

뒤의 저압력 지대는 피부 마찰 압력보다 

수백배의 저항을 받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선형은 공기가 주위를 부드럽게 흐른다. 

물체가 지나갈 때 공기가 뒤쪽을 폐쇄시킨다. 

압력 저항은 대단히 많이 줄었으며, 피부 

마찰 저항은 더욱 중요해졌다.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운송 기구는 

그 두 가지 형태의 저항에 의하여 회복 

불가능의 에너지가 공기로 이동되어 버리는 

것을 극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기체 역학적 저항이 시속 

55마일의 트럭이나 자동차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40〜5（冼를 홉수한다. 자전거는 힘과 

무게와 회전 저항이 적고 유선형화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시속 10마일 이상의 속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보다 더 많은 부분이 기체 

역학적 지연력으로 설명된다.

어떤 모양의 기체 역학적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용어로 '저항 계수'가 있다. 

球形과 같은 비효율적인 모양은 저항 계수가 

L3인데 비하여 물방울형같은 유선형은 저항 

계수가 1이하이다. 그러므로 물방울형의 

물체는 원주형 물체의 1/10이하의 에너지 

손실만을 당하고도 움직일 수 있다.

육상 운송 기구에 있어서 기체 역학적 

지연력은 前面積과 저항 계수의 곱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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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 편의상 그 곱을 유효 전면적이라고 

한다 두개의 운반 기구 중 어느 것이 기체 

역학적 지연력이 적으냐를 논할 때 저항 

계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 운송 기구의 크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유효 전면적의 

개념에서 시행된다. 보통 자전거와 그 

탑숭자는 3・4〜6평방피트의 유효 전면적을 

가지는 데 비해서 유선형 인력 운송 기구는 

05평방피트 이하의 전면적을 가진다.

기체 역학적 지연력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힘은 저항력과 속도의 곱과 

같다. 따라서 공기속을 통과해서 달리는 

물체에 필요한 힘은 속도의 세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속도를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의 증가가 필요하다. 자전거 선수가 

시속 20마일로 달리다가 26마일까지만 속도를 

증가시키려 해도 갑자기 두 배의 힘을 내야만 

한다.

반대로 기체 역학적 지연력의 감소는 

생각보다 적게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자전거의 공기 저항이 

반으로 줄어들고 타는 사람이 힘을 똑같이 

쓰고 있으면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4.4마일 

정도로 속도가 증가하는 데 그친다. 그 

이유는 회전 저항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마찰이 무시될 수 있다면 

마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거나 유효 전면적을 

반으로 감소시키면 속도는 시속 26마일로 

증가될 것이다.

요약하면, 높은 속도는 극도의 높은 기체 

역학적 효율성을 요구한다. 백타 텐덤을 탄 두 

선수는 1마력 약간 넘는 정도의 힘을 더 

소모함으로써 시속 62.92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표준 자전거가 그 정도의 속도를 

내려면 6마력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이 

그 정도의 힘을 낸다는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디자이너와 자전거 선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 운송 기구의 기체 역학적 

지연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운송 기구와 공기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유선형화하고（&력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앞뒤의 둔중한 부분을 유선형화 한다） 

피부 마찰 저항을 극소화하기 위해 거치른 

표면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다. 

둘째, 전진할 때 매초마다 부딪치는 공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와 그 

탑승자의 유효 전면적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다. 

고.지대에서 타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공기가 뒤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추적이다. 즉, 

다른 운송 기구의 뒤에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다.

고지대에는 공기가 희박하므로 자전거를 

다는 사람은 보다 적은 공기와 부딪친다. 

멕시코시티（해발 7,414피트인 이 곳에는 

공기의 밀도가 바다 표면 높이의 80%밖에 

안된다에서는 낮은 지대보다 자전거의 

기록이 3〜5% 빠르게 나온다• 볼리비아의 

라파즈（해발 12,000피트）에서는 해면 높이의 

기록이 이론상 14% 향상될 수 있다. 달에는 

기압이 없고 引力이 1/6밖에 안되므로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타면 1마력 

정도의 힘만 들여도 시속 238마일로 달릴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공기 저항을 극복하여 평지에서 시속 

18마일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 선수가 내는 

힘의 80%를 분석해 보면 소모되는 힘의 

70%는 탑승자에 대한 공기 저항이며 30%는 

사전거 자체에 대한 저항이다. 이 결과를 볼 

때 표준 자전거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기체 역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선수에 대한 국제 싸이클 연맹의 

제한은 이미 채택되고 있는 구부린 자세, 

유선형 핼멧, 피부에 달라붙는 옷, 그리고 

자전거 부품의 유선형화 이외에는 개량을 위한 

재량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이트가 

예측했듯이 '완전한' 자전거（어떤 속도에서는 

기체 역학적 지연력이 없고 타이어에 회전 

저항이 없는）를 가지고도 탑승자 하나에 대한 

기체 역학적 지연력은 주행 개선에 심한 

방해를 받을 것이다. 보이트에 의하면, 재래식 

자전거를 구부린 자세로 1마력의 힘으로 타면 

최대속도 시속 34마일까지 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자전거를 똑같은 힘으로 타면 

시속 38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자전거 선수가 아닌, 단순히 능률적으로 

타기만을 원하는 수백만의 자전거인들에게는 

몇 가지 기체 역학적 개량이 가능하다• 그것은 

비용이 드는 순서로 연결할 수 있는데, 가장 

값싼 것부터 시작하면, 지퍼와 같은 부분적인 

유선형은 캘리포니아 싼타크루즈의 글랜 

브라운（Glen Brown）이 개발 생산했다• 그것은 

탑승자 앞에 투명하고 조그마한 유선형의 

투명 유리를 부착시키는 것이다. 약 6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기체 역학적 지연력을 2（洗 

가량 줄일 수 있고 1마력의 힘에 대하여 시속 

2・5마일의 속도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기체 역학적 지연력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서 타는 자전거가 

있다（그것은 보통의 여행용 자전거보다 

가격이 수백 달러가 비쌀 것이다）. 이 방면의 

선구자들은 이지 레이서（Easy Racer））를 

디자인한 캘리포니아의 Gardner Martin of

Freedom, 아바타 2000（Avatar. 2000）을 

디자인한 메사츄세츠 기술 연구소의 데이비드 

고든 윌슨（David Gordon Wilson） 등이다. 

누워서 타기 때문에 생기는 보다 좁은 전면적 

때문에 바람의 저항은 15〜20% 감소하는데, 

유선형 지퍼에 의해서 얻어지는 만큼의 

속도가 증가된다.

기대서 타는 자전거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그것은 표준 자전거보다 타기에 편하다. 

자동차와 마주 부딪히지 않는 한 사고가 날 

경우 그것은 훨씬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탑승자는 지면과 더 가깝고（떨어져도 덜 

다친다） 발이 앞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경우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적다）. 

문제는 기대서 타는 자전거는 도로를 

살피기가 어려워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자전거에다 깃발을 

단 가늘고 긴 지주를 세운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일 값비싼 자전거는 완전 유선형이다. 

백타 텐덤을 1인승으로 개조한 백타 

싱글（Vector Single）은 완전 유선형의 외부 

덮개가 있는, 패달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가장 

좋은 본보기이다 （그것은 이 방면의 전문 

잡지인 Scientific American의 표지에 화보로 

실렸었다）. 보이트에 의하면 그 자전거는 

이론상 표준 경기용 자전거보다 28・2마일이 

많은 시속 61.7마일까지 1마력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백타 싱글은 

1급 경기용 자전거와 가격이 비슷하다.

오르막이나 내리막 길을 달리는 데도 역시 

완전 유선형 자전거는 재래식 자전거에 

비해서 이점이 있다. 재래식 자전거의 무게가 

25파운드임에 비해 백타 싱글은 

80파운드이지만 완만한 경사를 오르는 데 

있어서 일반 자전거만큼 또는 그 이상의 

속도를 달릴 수 있다. 0.4마력의 힘으로 보통 

자전거는 2.5% 경사를 시속 16마일로, 

6퍼센트를 11마일로 달릴 수 있다. 똑같은 

힘으로 백타는 그 두 가지 경사길을 각각 

20.5마일, 11마일로 달릴 수 있다.

내리막 길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일반 자저거는 2.5% 경사에서 시속 295마일인 

데 비해 백타는 54마일이다.6% 경사길에서 

일반 자전거가 시속 39마일인 데 비해 백타는 

100마일이다. 그러한 가능한 속도 때문에 만약 

유선형 인력거가 일반화된다면 브레이크와 

뼈대의 디자인 그리고 자전거의 안정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체 역학적 지연력은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앞바람, 뒷바람, 그리고 

옆바람까지도 기체 역학적 지연력과 필요한 

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없는 곳을 시속 18마일로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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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선수가 시속 10마일로 부는 바람과 

마주치며 같은 속도를 유지할려면 10（洸의 

힘을 더 써야 한다. 보통 자전거 선수가 

바람과 마주치면 속도를 늦추고 그의 습관적 

다리 힘을 유지하면서 기어를 올려서 페달의 

보조를 맞춘다. 이것 때문에 자전거는 

평지에서도 다단 기어가 필요하다.

뒷바람은 습관적인 힘에 부가되어서 

자전거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그 속도의 반만큼 자전거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한다. 어떤 자전거가 

다른 교통 기관의 뒤를 따라서 달리면 필요한 

힘은 30%쯤 줄어든다. 앞에 달리는 물체가 

인공적인 뒷바람을 일으킨다.

뒤따르는 자전거가 앞에 달리는 물체에 

가까이 붙을수록 그 효과는 크다. 매우 가깝게 

붙어서 타는 것으로 텐덤（Tendem）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텐덤을 타는 두 사람은 

완전히 독립된 두 사람이 내는 힘보다 20%의 

힘을 덜 사용하게 된다.

앞에서 달리는 자전거 선수와 뒤에 붙어 

달리던 자전거 선수가 위치를 교대하면 

대부분의 그룹이 혼자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4,000m（약 2.5마일） 추적 경기에서 

4인승 자전거는 1인승보다 시속 약 4마일쯤 

더 빨리 달린다. 일반적으로 같은 그룹을 

지어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같은 능력의 

사람들은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 시속 1〜3마일 

더 빨리 달린다. 그 집단이 클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말하자면 12명 

이상까지도）.

옆으로 지나가는 모터 추진 교통 기관이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서 자전거의 속도가 약 

7초 동안 시속 1〜3마일 증가될 수 있다. 

지나가는 차가 클수록 효과는 크다. 일상적인 

차량의 흐름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일정한 

주어진 힘으로 그것이 없을 경우보다 시속 

3〜6마일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한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바짝 뒤따라 가면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것을 모터 

페이싱（motor pacing） 이라고 한다. 19乃년 

8월 25일 캘리포니아의 의사 알랜 V. 

애버트（Allan V.Abbott）는 유타주의 보네빌 

살트 플레트Bonneville Salt Flats in Utah）에서 

모터 페이싱으로 시속 138,674마일의 속도로 

1마일을 달렸다. 미국의 올림픽 자전거선수 

존 하워드（Jone Howard）는 모터 페이싱으로 

시속 150마일 이상의 속도로 애버트의 기록을 

깰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 기록 상승의 효과 이외에 

실용적인 응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전세계 자전거 선수들에게는 

그것들이 당장 실용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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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육상 인력 운송기구의 속도 기록은 1976년 디자인의 

제한을 철폐한 국제 인력 운송 기구 협회의 창립으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 시기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이전에는 공인된 자전거 경기에서는 유선형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국제 싸이클 연맹의 규칙 때문에 

속도 기록은 수년간 변화가 없었다. 위의 그래프는 

200m를 다인승 자전거가 질주를 하며 출발을 해서 세운 

기록（컬러）과, 같은 조건에서 혼자 탄 자전거가 세운 

기록（회색）과, 선수가 한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페달을 밟았을 때 세운 기록（검은색）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 수단인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는 가끔 짐을 실을 때도 

있지만 보통 시속 약 7마일의 속도로 

달리는데, 기체 역학적 지연력은 시속 

10마일 이상이 되어야 다른 방해 요소보다 더 

큰 방해 요소가 된다. 여기에도 기체 역학은 

약간의 공헌을 한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5 6

하 :유선형화의 효가는여러 방법의 인력 투입을 통하여 

인력 운송 기구의 성능 개선에 목적이 있다. 꼿꼿이 

앉아서 타는 도로용 자전거는 가장 유선형화가 적게 된 

것이며 벡타형은 가장 많이 유선형화가 된 것이다. 

추적이란 하나의 자전거가 다른 물체（여기서는 자전거）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 간다는 뜻이다. 훌륭한 운동 

선수는 30초동안 1마력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보통사람은 

12초 동안 낸다. 그들은 으，8초 동안 0.4마력, 01마력을 

각각 지탱할 수 있다. 유효 전면적은 저항 계수와 설계된 

전면적의 꼽이다.

자전거 디자이너들은 왜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인력 운송 기구의 기체 역학을 

전적으로 무시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느리기는 하나 확실한 진보를 할려는 

자전거에 있어서 타이어를 개량하고 도로를 

포장해서 회전 저항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디자이너들은 언덕을 오르는 데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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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기체 역학 자료 바람없는 평지 언덕에서의 효과

종 류
20 마일 
에서의 

힘
지연 

계수

전면적 
（遍쵸g

유효전면적 

（평방피트）

회 전

저항계수 필요한 

마력

하루 

관광속도
최대속도

오르막길 

평균속도

내리막길 

활강속도/

RMX 자전거 30파운드
珍管 탑승자 120파운드
自箕篇気 굴곡 타이어

占돈可쎼서 20인치, 다이아몬드형 뼈匚
다匸 交） 타이어 압력 40 Psi Jc 5. 52

6. 14 1. 1 生9 5.4 .014 146 10. 1 27.8 12.2 19.8

丑 

주 

자 

전 

거

。円혀 자전거 40파운드 /

墨弍值 악아서 탑승자 160파운드 O

■ 반-當으앙서 타이어 27인치 다이아몬드형 彳、尸
타= 동는옹 타이어 공기 압력 40PSI 产 )

6. 14
1.20 1. 1 5.5 6 .006 140 11.3 27.6 10.9 24

g해요 자전거 25파운드
탑승자 160파운드

屋륜悬। 하 크린처 타이어

안 27인치 다이아몬드형
자세） 압력 go PSI

)

4.40
.83 1 4.3 가. 3 .0045 100 13. 1 31. 1 12. 2 27.7

자전거 20파운드

경기용 탑승자 160파운드

（완전히 쌔우프 타이어

구부림） 27인치 다이아몬드형

압력 105 PSI
)

3.48 
.54 .88 3.9 3.가 .003 77 14.7 33.9 13 31.2

기치।여등卜저 자전거 20五운드
징쳇역?-, 탑승자 go파운드

百£亠| 쌔우프 타이어
스紫이 27인치 다이아몬드형

0雪） 압력 105 PSI 셔E 3. 27 
.54 .83 3.9 3.2 .003 73 15 34.6 13 32.2

개

『曰저 자전거 21파운드

石耳晨 탑승자 160파운드
牙그亨 쌔우프 타이어

笠瞿 1、 27인치 다이아몬드형

〒十o' 압력 1。5 PSI 셔広 2. 97 
.54 .70 4. 1 2.9 .003 67 15.4 35.7 13. 1 33.9

량

모

자전거 27파운드
탑승자 160파운드

세亠 기대 크린처 타이어

타는 것 앞바퀴 20인치

（이지레이서） 뒷바퀴 27인치, 90 PSI

2. 97 
.54 .77 3.8 2.9 .005 75 14.4 35.2 12.5 33.7

델 자전거 42파운드
탑승자 160 파운드 2 명

텐덤 크린처 타이어

27인치 다이아몬드형

90 PSI
)

5.32
2. 66
1.62
.81

1 5.2 5.2 .0045 66 15.2 36.6 13 35.2

자전거 20파운드
추적（다른 탑승자 160파운드
자전거를 바짝 쌔우프 타이어 

뒤쫓아간다） 27인치 다이아몬드형
105 PSI 새Fxl 1.94

.54 .50 3.9 1.9 .003 47 17.5 41 13.6 가 1.7

자전거 40파운드

匸曰베 탑승자 160파운드
不三루이스） 쌔우프 타이어

MhI」。丿 앞바쿠। 20인치

뒷바퀴 27인치, 105 PSI
、

.흐1 .12 5 .6 .004 27 22.5 58.6 12.9 77.4

기

록

曰

자전거 52파운드
카일 탑승자 160파운드2명 1
（2륜2인승） 쌔우프타이어

105 PSI

1.44
.72

1. 12
.56

.2 7 1.4 .003 24 23.3 56.6 14 69.9

모

유
자전거 68파운드

베타 싱글 탑승자 160파운드
「屮쌔우프 타이어 

（ 3 五丿 앞바퀴 24인치

뒷바쿠 27인치

.51
1.02 .11 4. 56 .5 .0045 29 21.8 61.2 11.3 90. 1

자

자전거 75파운드

버目 터। 더 탑승자 160 파운드 2 명 __一—_
썼泰타이어 

다이아몬드형 뼈대

.62 

.31 
1.78
.89

.13 4.7 .6 .0045 23 25.6 72.5 13 108.4

와저 회전 저항과
垃岩겨 자전거에 대한
자口거 지연력이 없다

3.07 
0 .8 3.8 3 0 59 16.7 35.9 13.4 34 7

지여력 어- 회전 저항이
짚需 없= 탑승자 무게롤

자전거 포함

0 0Q 1. 33 
.81 1. 1 1.2 1.3 .0045 41 18.4 45.8 13.3 50.3

이

완전히 탑승자의

누워 타는 지연력만

자전거 존재 （5一K .72 
0 .6 1.2 .7 0 14 27. 1 58.3 16.8 66.9

론

적

한

완전히 작고 강한

납작한 탑승자에 대한

자전거 지연력

.51 .6 .8 .5 0 10 30.4 65.3 23.2 65.3

계 완전히 
납작한 

유선형

.07 .05 1.4 .07 0 1 58. 3 125.9 25.6 174. 5

자전거 42파운드

口『」 탑승자 160파운드2명
馅터厶 자동차 도로 경주용
네이싱 타이어

70 PSI
湛 1.21

속도에 

따■라서 

다양함

.006 23 29.4 294 12.6 ?

너 / 曰 右、 자전거 25파운드
름空여面 탑승자 160파운드

우주복 15파운드 兔)

0
.15 0 .0045 3 237.5 2, 375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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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인력 운송 기구의 성능의 요약 시속 20마일에서의 힘 

아래에 쓰여 있는 숫자는 각 자전거에 대한 공기 저항과 

회전 저항을 나타낸다. 오른쪽 끝에서 다섯 개의 칸은 

각각, 여행용으로 타는 사람이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마력（백분율）, 1마력의 힘으로 관광 

속도로 하루 종일 달릴 때 시간당 거리（마일） 1마력의

힘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마일）, 4마력의 힘으로 5% 
경사면을 올라갈 때의 평균 속도（ 마일）, 똑같은 경사면을 

내려갈 때의 활강 속도（마일）를 나타낸다.

상 :벡타 텐덤의 평면가 측면도 : 이것은 "Scientific 
American”의 표지 화보로 실린 벡타 싱글과 같은 

종류의 자전거이다. 그 텐덤은 등을 맞대고 탄 두 사람이

1마력 가량의 힘으로 시속 6292마일로 200m를 달린 

기록을 1980년에 세웠다（탑승자는 1마일 이상을 

질주해서 출발했다）. 같은 해 말경 벡타 텐덤은 

캘리포니아의 주 경계 고속도로 40마일을 평균 시속 

50.5마일로 달렸다.

주기 위해서 자전거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소개된 '산악 자전거 （mountain 

bikes）'는 울퉁불퉁한 길이나 비포장 도로에 

잘 견디는 자전거 개발을 향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인력거의 기체 역학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쓸모가 있다. 비록 표준 자전거가 

대중적인 선호도, 낮은 가격, 단순함과 기계적 

신뢰성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많은 개량의 

여지가 있다. 라이트（light）를 예로 들면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들게 앞을 유선형화 하면 

실질적으로 표준 자전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누워 타는 자전거는 그 

능률성과 안락성 때문에 통근자들과 

여행자들에게 많이 사용될 것이다.

기술을 더 많이 응용하면 누워 타는 

자전거는 소형화되고 낮은 마력의 가벼운 

모터를 부착하는 데 알맞게 될 것이다• 그 

모터는 주로 정지 상태로부터 혹은 언덕을 

오를 때 가속을 도와 주는 역할만을 할 

것이다. 통풍과 안정성의 필요와 일치할 

만큼만 유선형화하면 그 기계는 진짜 

모패드（moped）이다（지금 그 이름으로 달리고 

있는 기계는 진짜 모터-페달 자전거가 

아니고 저마력의 모터싸이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는 몇 가지 특수 목적의 

인력거를 개발하도록 발명가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Cologne의 Fachhochschule의 공학 교수인 

폴 샌돌프（Paul Sch6ndorf）는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간이 페달의 전천후 누워 타는 

자전거를 시리즈로 제작했다. 이와 비슷한 

자전거들은 은퇴자들 거주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Palo 

Ako）에 있는 재향 군인 관리청 복원 기술 

연구 개발 센터（Veterans Administrations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의 더글러스 스완트Douglas 

Schwandt）는 하반신 불구자들을 위하여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를 만들었다. 국제 인력 운송 기구 

협회가 주관한 경기의 손으로 달리는 자전거 

대회에서 기록을 보유한 바 있는 윌리엄 

워너는 장애자가 된 사람은 그러한 자전거를 

표준 휠체어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와 기동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맞볼 수 있다고 하였다（현재의 시속 

25.09마일의 기록은 1981년 팔로 알토 회복 

센터의 아셔 윌리엄즈가 세운 것이다）.

원칙적으로 완전히 덮개가 씌워진 유선형 

인력 운송 기구는 수송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탑승자는 모든 기후 

조건하에서 시속 20〜30마일로 달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전거가 요즈음의 넓은 

도로에서는 부적당하다. 그것은 적당한 

높이와 시야 확보, 방향 조종 능력, 그리고 

라이트와 창문 유리 닦는 장치 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종류의 실질적인 자전거를 생산할려면 

투자와 기술적인 노력에 있어서 새로운 

자동차의 생산에 비교될 만큼 막대하게 

소요된다. 그 경우에라도 페달로 움직이는 

운송 기구는 다른 많은 모터 달린 운송 

기구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연료 

부족 때문에 모든 모터 달린 교통 기관이 

도로에서 사라질 때까지 혹은 페달로 달리는 

교통 기관 전용 도로가 생길 때까지는 완전히 

덮개가 씌워진 인력거는 실용적인 운송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연구해 왔던 많은 기술을 도입해서 

더 가볍고 연료가 적게 드는 자동차의 개발을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들 중 한 사람（밀레위키）은 벌써 230파운드 

무게의 그러한 1인용 장비를 제작했다. 그것은 

시속 55마일의 속도에서 개솔린 엔진（1갤런당 

157.2 마일）과디젤엔진（1갤런당 156.3 마일）의 

연료 경제성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디젤 기록은 

로스엔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주행에서 

세워졌는데, 평균 속도는 시속 56.3마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 방향은 에너지의 방편을 

넓혀 주는 데 도움이 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완전한 운송기구 시대가 오는 시기를 오히려 

늦출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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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스위치 디자인

수명 표시가 있는 제품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경우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제품을 적당히 고쳐 만들거나 제품의 

수명을 줄이거나(그리하여 시장으로부터 

축출해 버리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제품에 투자할 수 있다.

산업용 스위치 기어 (switchgear: 개 폐 

장치)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금속으로 

모든 바깥 부분이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에 걸쳐 폴리카아본네이트와 

나일론 및 폴리에스텔이 수 백만 달러 상당 

규모의 이 분야 사업에 침투하여 현재는 

시장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 제임스 

하아디 전기의 윌코 상표(James Hardie 

Electrical's Wilco Brand)는 항상 전체 

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해 왔으며, 특히 

스위치/플러그 컴비네이션 분야에선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윌코(Wilco)사는 현재의 

금속 피막 부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구식 스타일이어서 엔지니어와 

전기 청부 업자들의 마음을 끈 어떤 새로운 

제품과 경쟁하게 했었더라면 참패를 당할 뻔 

했다.

전혀 새로운 금속 스위치기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하고, 윌코의 기술 이사 

마이클 럼리(Michael Lumley)가 계획에 

착수하면서 외부에 디자인 자문을 위촉했다. 

가끔 이런 시책들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더 잘 어울렸을 것같은 스위치를 위한 디자인 

제안에 그치곤 했다. 금속 피막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맞추어 옥내 디자인 시설을 세우기 위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리 하여 

认，시리즈로 명명된 새로운 금속 피막 제품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개발하여 

압형하기까지 2년에 걸쳐 25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34가지의 캐스팅 (casting： 주형)이 %가지의 

피막을 만들어 낸다. 모듈(module)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의 전체 가지 수는 

218개나 되는데, 헨리 (Henry)사의，T'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게 노랑색의 경우는 거의 모든 

색깔을 다 취할 수 있다. 주문에 의해 

오렌지색 (electrical orange)도 만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색깔도 가능하긴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환경에 있어서 색깔은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이 노랑색 제품이 

회색빛 산업 환경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회색빛의 제품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띈다. 

'A'시리즈는 디자이너 팀 피콕(Tim Peacocke) 

이 디자인했으며 전체 프로젝트는 

개념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사내에서 

개발되었다.

금속 스위치 기어, 특히 30암페어 이상의 

유니트에 대한 시장이 전통적으로 상존해 

왔지만 이처럼 제한된 용량은 다른 유형의 

재질이나 과정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시리즈는 너무 꽉 조이게 제작된 피막 

상태를 조금 느슨하게 했다. 새로운 제품은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의 다른 스위치 

기어보다 크면 안되었으므로 피막의 외부 

사이즈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요소는 2년 전 용량 케이블로의 

전환이 이전보다 더욱 뻣뻣하고 때로는 보다 

더 두꺼운 케이블 시설로 끝나고만 사실이다. 

보다 많은 유선을 가진 방이 피막 내부에서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정면 고도의 사이즈를 

늘이지 않고도 깊이를 증가하고 도관 

내용물과 마운팅 포인트(mounting point)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해결되었다. 디자인도 또한 

비교적 소규모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되었지만 선택된 생산 과정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새로운 금속 피막 제품은 모듈 레인지 

(module range)를 지방에서 제조함으로써 

부품과 제조 기술 양면에 걸쳐 생산 경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경우 재료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피막의 

벽 부분 디자인으로 인하여 캐스팅에서 많은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캐스팅에 

대한 재료의 유동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졌다. 디자인을 생산으로 바꾸는 데에 

있어서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 기술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로 한 결정은 

또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구식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을 들어주었다. 구식 금속 

피막 제품은 'A，시리즈 제품의 판매량이 

구식의 생산 중지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구식을 따라 잡을 때까지는 생산량을 

줄여 나갈 것이다.

플라스틱 기술은 해외에서 앞서 있는데, 

합성 과정만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다. 철과 알루미늄은 지방에서도 이용이 

용이하며 아주 기초적인 기술로 처리가 

가능하다. 향후 20년간 플라스틱은 아마도 

규제, 가격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단계적 

확대) 및 공급 제한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금속 제품 고수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었다. 알루미늄이 소비자가 

더 좋아 하는 재료인 것처럼 보였지만, 

설비는 다른 금속을 위해 만들어져야 했다. 

알루미늄 합금 BP401 은 부식 저항성 때문에 

캐스팅으로 선택되었으나 압형은 다른 

재료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플라스틱 성분들은

폴리카아본네이트를 형틀에 맞추어 주사한 

것이다. 피막 그 자체를 위해선 압력, 중력, 

그리고 형틀 이 세 가지의 주요 캐스팅 

방법이 고려된다. 압력 다이 캐스팅(pressure 

die casting;수압기를 사용한 주형)은 너무 

비싸며 아마도 불필요한 정도로 높은 마감 

공정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중력 다이 캐스팅(gravity die casting)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선택되었으며, 형틀 

캐스팅(shell casting)은 관련된 생산 용량 

때문에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에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3가지의 기본 사이즈가 있다. 사이즈 1은 

가장 작은 것으로 단상(single phase) 24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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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지 15암페어이다. 사이즈 2는 3상Gphase） 

500볼트에 15에서 50암페어 제품에 맞는 

케이터（cater;네끝）이다. 사이즈 3은 3상 

500볼트에 45에서 65암페어 크기이다.

한 가지 중요한 'A'시리즈의 특징은 세 

가지 사이즈 각자의 범위 내에서 모든 요소의 

상호 교환 가능성을 허용하는 모듈 

디자인이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다른 

캐스팅의 수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변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다. 많은 내부 요소들은 윌코의 

현재의 폴리카아본네이트 모듈 레인지에서 

차용했다. 이로 인하여 개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얻었고, 잠재적인 부품 재고품을 저 

줄일 수 있었으며, 많은 시험과 검증을 거친 

요소들을 사용하는 가장 빠르고 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보했다.

스위치 손잡이는 장갑낀 손으로 작동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고압이 흐르는 스위치는 

동력을 연결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았다.

콘센트는 유연한 케이블의 상태를 

고려하여 각도를 조절해야 하며, 

사이즈 2와 3의 경우는 DIN 레일（DIN 

rail）이 설비되게 되었다・ DIN 마운팅 레일 

（DIN Mounting rail）은 차단기, 타이머, 

어어스 누출 차단기, 모우터 스타터 및 

스위치와 같은 클립인（clip-in；핀이 달린） 

요소들의 첨가를 고려한다. 최종 모듈 

디자인 해결책은 세 가지 사이즈 각자의 범위 

내에서 싱글 및 더블 집단의 변형으로 

이루어졌다.

안전 요소는 디자이너의 여러 가지 문제들

? |② 
찌④⑤
⑥|⑦ 
—⑧
1. 금속 피막 프로젝트를 위한 디벨럽먼트 렌더링 

（development rendering:초벌칠）의 일부.

2. 동력 스위치가 연결된 플러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연동의 대안적 취급 초기 금속 피막 레인지의 

표준이 되었던 회색 피니쉬 （finish: 마무리 칠하기）를 

주목할 것.

3. 이런 렌더링은 색채 계획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며 

노랑색이 기준색으로 채택되었다.

4.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초기 렌더링. 한 가지 준거 

기준은 유니트들이 사이즈 3에서 50볼트, 65 암페어 

정도의 고압 동력 스위치를 연결했을 경우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5. 모든 'A，시리즈 외부 피막들은 국제 보호 명칭

（International Protection designation）＞ 가지고 

있는데, 5는 먼지나 유해하지 않은 퇴적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체를, 6은 무거운 바닷물과 유사한 힘을 지닌 

물의 분사로부터 예방이 가능한 액체를 나타낸다.

6. 사이즈 1 컴비네이션 앞덮개의 알루미늄 캐스팅.

7. 윌코의 스탭 디자이너 팀 피콕.

8. 이전의 몇 가지 제품과 함께 진열된 새로운 레인지의 

고리.

산업디자인 74,1984/6 65



표준 윌코 'A'시리즈 금속 피막 제품

그림은 제한된 수의 상호 관련성 있는 캐스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환의 경구를 보여준다.

사이즈 1 : 단상 240 볼트，1이내지 15암페어 사이즈 2 ： 3상 500 볼트, 15에서 50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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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3 : 3상 500볼트, 45에시 65암페어.

wilco

17 .이런 큰 스위치/플러그 컴비네이션은 스위치 레버로 

조작되는 기계적 연동을 사용한다.

18 . 사이즈 3의 어어스 누출 차단기는 봉인된 푸시 버튼 

유니트 내지는

19 .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니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DIN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20 .싱글 집단 콘센트

⑮

11. 스위치/플러그 컴비네이션

12. 더블 집단 컴비네이션

13. 싱글 집단 모듈을 회전시켜 수평 

더블 집단 컴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다.

14. DIN 레일이 설치된 어어스 누출 

차단기는 스위치/플러그 컴비네이션이나 

더블 집단 모듈과 똑같은 백 박스를 

사용한다.

15. 싱글 집단 스위치

「Lil
___ S3

J一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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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위치/플러그 

유니트 컴비네이션의 주요 안전 특성은 동력 

스위치가 켜져 있을 동안은 절대로 플러그가 

이탈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사이즈 

과 2의 플랩과 또 사이즈 3의 컴비네이션 

유니트의 외부적 연결 대신에 스위치와 

교묘한 단면의 경첩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기계적 연동을 통해서 성취된다. 부수적인 

이익으로는 동력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엔 

플랩이 열리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색채, 

견고성 및 일기 저항성도 또한 안전 양상에 

기여한다. 모든 유니트들은 먼지나 물의 

침입에 대해서 IP56이라는 국제 보호 명칭을 

가지고 있다. 5는 먼지나 고체, 6은 액체의 

침투로부터의 보호를 나타낸다. 어어스 누출 

차단기는 또한 우연한 접촉과 같은 어어스상의 

결함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즈 2와 3에서 DIN 레일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전반적인 개념이 수립되고 난 뒤에 

세부적인 문제들이 제도판상에서 진행되었다. 

작업 성분들은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먼저 전반적인 외부 규모를 확정하고 난 

뒤에 이것은 엄격하게 고수되어야만 한다. 

여러 가지 원형들이 지방의 패턴 제작자들에 

의해 목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듯이, 디자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형에서 생산까지이다. 

이것은 팀 피콕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들 

중의 하나였으며 패턴이나 압형 그리고 

캐스팅 제작자와 같은 생산 팀의 어느 한 

부분을 선호하여 어떤 주요한 양보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듈 디자인이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변화도 요소들간의 상호 

교환 가능성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디자인은 공차의 오차에 대한 여백을 거의 

남겨두지 말고 아주 정확성을 기해서 

기록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조电과 

걱정 없는 조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형과 

생산에 있어 공차가 빈틈 없어야 한다. ■

㉓
㉑㉒逐

㉕

21. 계량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유선을 

가진 방이 내부에 필요하였다.

22. 플러그를 뽑기전에 먼저 스위치를 꺼야하며. 

23. 그리고 동일한 기계적 연동은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플랩(flap)이 열리는 것을 막아준다. 

24.컴비네이션 유니트 내부.

25. 모듈 디자인은 금속 피막 제품에 많은 유관한 변화를 

허용한다.

일러스트레이션:팀 피콕

활동 전선(active lead)

어어스 레드(earth lead)

앞 덮개

3phase 스위치

스위치 조절기

자형 고리

스위치 손잡이

개스킷 (gasket)

어어스 레드(earth lead)

/3phase 콘센트 어셈블리

플랩 개스킷

，플랩

덮개 고정 나사

폴랩(flap) 스프링과 굴대 

브斗 박스back box)

깊이를 증가시키고 도관 내용물과

마운팅 포인트(mounting point｝를 

외부로 돌려서 피막 내부의 많은 유선을 

넣는 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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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口

미래의 자동차

민 경우 명지실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교수

평소에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간 

몇 년 동안 산발적으로 모아진 자료를 토대 

삼아 그것들을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글을 

쓴다. 본문이 주로 외국의 서적들에서 인용한 

글이라서 그 용어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그 나름대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다행이겠고,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자동차에 관한 제반 내용들 

(새로운 재료, 소형 자동차, 에어다이나믹한 

형태, 실내 공간과 안전성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간접으로 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분야의 

관련 산업과 함께 자동차는 이제 그 계속적인 

발전을 중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는 그 발전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19세기까지는 발명품(invention) 

이라고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세기 후반인 지금까지도 

그것을 답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상 

그간 기계 동력 시대(motorization civil)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다 강력한 

동력(motor)만을 생각했지, 석유의 

위협이라든가 오염 문제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적인 관점이라든가 

생산성의 조직이나 체계가 아직도 완숙한 

단계의 생산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자동차에서 도입하고 있는 

내연 기관의 경우, 1850년경에 바산띠 

(Barsanti) 와 말레우찌 (Malleucci)에 의해 

발명된 이래 130여 년 동안 계속적인 사용과 

개발을 한 지금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효율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보통 28〜30%정도임). 그러나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정체와 답보의 

상태에 서 깨어나, 특히 에너 지 쇽크(energy 

shock) 이후에 이제는 몇몇 선진국의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그 사이에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에 전념하는 것 같다. 이러한 연구는 

에너지의 절약, 차체의 경량화, 엔진의 능률화, 

생산과 유지가의 절감, 소음과 유해 가스의 

제한, 기능성의 향상, 차량의 견고성 등에 

걸친 것들이며 이를 위해 생산 기술의 향상,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적용, 전자 제어 장치의 

적용 부품의 표준화 등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산업 사회의 제반 생산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항공 제조술이나 

텔레커뮤니케 이션(telecommunication) 

분야처럼 보다 향상된 기술적인 내용이 

특성지어지는 분야나, 일상 가정 용품처럼 

그것이 질적으로 한정되는 제품분야들은 그 

사이에 보다 향상된 생산품과 아울러 

가격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들 나름대로 각기 

첨단의 정상을 향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 분야만은 이와 달리 자동차 

세계에서의 경쟁은 오로지 생산 방법의 

혁신에 대한 생산 설비에의 투자와 이에 대한 

노력만이 있었고, 이와 아울러 항상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다.실례로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에 부가띠(Bugatti), 이소타 

프라치니(Isotta Fraschini), 매이바흐(Maybach), 

오토유니온(Autounion)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를 택했었으나 시장에서 또 

자체의 재무상의 위기로 인하여 냉혹하게 

현실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경우도 있다.

사실 역사상 시장에서 기억되고 남는 

자동차 모델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링 

(engineering)적인 측면에서 훨씬 

발전적이면서 흥미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적용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생산 가격이 보다 

적게 들고, 이로 인하여 시장의 경쟁에서 

보다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59년에 생산된 알렉 

이시고니스(Alec Issigonis)의 'MINI'는 전륜 

구동 방식과 아울러 차체와 90°의 각도를 

갖게 놓여진 트랜스버스 엔진(Transverse 

engine)을 설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의 유용성을 

더욱 크게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었으나 

불과 전체 길이 3m에서 네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공간이 절약되었으며, 견고하고 단순한 

외양과 아울러 이러한 단순함에 의한 저렴한 

가격이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더우기 일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드(mode)의 요소가 포함되어 전륜 구동의 

도입은 운전을 쉽고 즐겁고 스포틱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더욱 빛을 

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들은 오히려 제조자와 함께 후세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는 묘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1954년에 

생산된 팬하드(Panhard)의 'Dyna'의 경우가 그 

예로 차체가 거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경량이며, 공기 저항 계수, 

CX치도 오늘날의 것보다 훨씬 낮아 연료 

소비 역시 매우 적었는데도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자동차가 기술적인 산물이냐 또는 

외형상의(costume) 산물이냐”라는 중요한 

논제가 있는데, 이 의미는 자동차 산업에서 

그 기술은 기술 본연의 입장보다는 항상 

대중과 시장에 관한 미래의 취향을 

예측해야만 하는 고민과 함께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강요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에 관여하는 그들은 항상 미래의 

예측을 정확히 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잘못된 예측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수많은 자동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에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투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간 생산 

업체들은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만을 해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과 아울러 자동차 산업의 느린 발전과 

또한 생산자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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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 STYLE CEN I ER의 4석의 쿠페로서 본문에서 다룬 내용과 아주 흡사한 외관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자유로움에서 볼 때 자동차 생산에서 남겨진 

결정적인 요소는 어찌보면 모드(mode)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모드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장에서의 동향을 

의미하며, 이 동향은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는데, 왕왕 기술에 의해 

오히려 뒷걸음칠 것을 강요하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실례로서 1930년대에는 자동차의 외양에서 

에어다이나믹 (akdynamic) 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오토유니온에서는 CX 치 0.19인 

프로토타입(prototype)까지 만들었으나 그때는 

별로 빛도 못본 채 1950〜60년대에 사각진 

형태와 평평한 앞부분이 나옴에 따라 이들은 

사라졌지만 에너지 위기 이후에야 다시 이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자동차의 핸들(steering han시e) 옆에 

부착되었던 변속장치(change lever)로서 

이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었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럽에서는 결정적인 모드의 요소로 

받아들여 I960년대까지 시장에서:각광을 받으며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듯이 실상 자동차는 불필요한 모드의 

요소와(크롬 장식, 수직으로 확대된 전조등, 

비닐 지붕, 말하는 계기판 등) 사회적인 

현상에 의한 유용한 모드의 요소(공해 문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소비 절약을 

위한 연구 등) 등 많은 모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드에 의해서 자동차의 생산은 

역사적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결정하여 주는 요소로서 

이러한 모드 이외의 요소로 예상못할 외적인 

충격(shock)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위기와 같은 

것이다. 1970년대 초에는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그때는 오히려 자동차의 안정성과 

오염에 관한 낭만적인 내용들만이 주로 

다루어졌다. 더우기 시장에 대해 민감하고 

준비성 있는 세일즈맨들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충격인 에너지 

위기가 닥쳐 왔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전망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게 해 줄 능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8년이 

걸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장 전문가는 팔릴 

수 있는 자동차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개체화시킬 수 있고, 팔릴 수 있는 제품의 

질을 비교적 정확하고 명확하게 

시사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시장 조사와 

연구를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전이나 새로운 경향의 

갑작스러운 폭발같은 외적인 충격(traumatic)은 

거의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십 수년 전에 현실적인 에너지 

위기를 예측 못하고 낭만적인 이야기만 

하였듯이 현재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전륜 구동, 디젤 엔진, 전자화, 

도자 재료, 플라스틱 차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외적인 

충격을 예상 못하면서 ….

앞으로 5〜10년 사이에 과연 자동차에 

무엇이 필요할 것일까?라는 데에 대하여 

미래를 시험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소비 절약과 이에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점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소비 절약에 관계되는 

것은 에너지 위기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하여 개선된 해결책을 연구 조사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물론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 년이 

걸리겠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판매 상황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는 유럽에서 새로운 

효과 있는 의미를 유발하고 있다. 원래 

자동차의 질(quality)은 시장이 활발치 

못할 때 성장하는데, 이에 따라 생산 

업체들은 모든 의미를 보다 더 제공하기 위해 

자극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더 적게 소비하고, 

더 편하고, 전자 장치를 더 설비하고, 더 

정숙하고, 따라서 더욱 자동차는 비싸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의 질은 항상 과거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개량된다. 

자동차의 질이란 그 정의하는 바가 각기 

다르겠지만 자동차의 튼튼함, 가구의 쾌적성, 

정숙성, 외부의 마감, 스타일 등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문제에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중의 의향을 예측하는 

업체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소비 절약에 관한 것으로 

동력 장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훨씬 더 멀리 미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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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수소나 태양 에너지를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시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멀리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내용은 동일한 배기량의 오토 

사이클(otto cycle)의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서 

연료 소비를 약 20% 가량 절감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디젤 엔진에 비중을 둘 것이다. 

이는 또한 벌써 사용되고 있듯이 배기 가스에 

의해 작동되는 터보(turbo)를 정착할 수 있어 

더욱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한 배기 가스와 그로 인한 오염과 소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종래의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 

대신할 수 있는 내연 기관으로서는 가스 

터빈(gas turbin)이 있고, 외연 기관으로서는 

증기 엔진이나 스터어링 엔진(Stirling 

engine)과 에너지를 전기로부터 구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다. 가스 터빈은 오늘날 깊게 

연구되는 분야로 현대의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열 에너지에 의해서 가스 자체에 

고속의 유동을 주어 이 유동의 반동(reaction) 

에 너 지에 의 하여 터 빈의 날개차를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것이다.따라서 

동력이 연속적이고 엔진의 작동이 원활할 

뿐 아니라 효율이 높으며 변속기의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인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소형화시키는 

문제와 기능성의 단순화와 유지의 용이함, 

또한 소음 문제 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큰 

마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버스나 

트럭용으로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증기 기관은 자동차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200여 년 전에 최초의 증기 

자동차가 나타났다(1900년경 생산된 자동차 

4,192대 중 1,681대가 증기 자동차였고 

1,575대가 전기 자동차였다). 이러한 증기 

자동차는 시동성과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솔린 자동차에 압도 당하여 빛을 

못보았으나 최근에 들어 어떤 연료를 

사용해도 무방한 외연 기관에 해당하므로 

연료 절약과 아울러 공기 오염 문제, 소음 

문제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부활(revival)되어 전기 자동차와 함께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원리는 펌프로 

압축된 물이 예열된 후 보일러로 들어가고, 

연료의 연소열에 의해 과열 증기로 되어 

유량 조절 밸브를 지나서 엔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과열 증기를 팽창시켜 저온 저압의 

증기로 만들어 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는 

열 효율이 낮고 보일러나 응축기 등의 여러 

가지 부속 설비가 있어야 하므로 소형화가 

곤란하다.

또한 전기 자동차는 오늘날 벌써 

유용화하고 있으나 그 사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처음 

단계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가솔린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해당하는 

배터리(battery)와 엔진에 해당하는 

전동기(motor)와 변속 장치에 해당하는 

제어 장치로 구성되는데,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배터리의 성능이다. 배터리에는 충전 

방전의 배터리 방식과 연료의 산화 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 에너지를 얻는 연료 전지 

방식, 그리고 이 양자의 특성을 조합한 혼합 

방식(hybrid)이 있으나 이의 유용화는 

배터리의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가볍고 현재의 납전지 

보다 강력한 알카리 배터 리, 수소에 의한 

배터리, 또한 소위 말하는 4fuel cells' 등의 

새로운 배터리의 연구가필요할 것이다•그러나 

위의 모든 것이 모두 연구와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일단 생산 - 저장 - 

운송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며, 

신뢰성이 있는 현재의 내연 기관이 그 우위를 

갖고서 계속 시장에 나올 것만은 확실하다. 

즉, 1980년대 말까지는 추진 동력에 관한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혁신적으로 달라진 특별한 기계 기술적인 

새로운 소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차량에서는 한정된 석유 자원의 

문제를 당분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은 내연 

기관에 의한 엔진과 전기에 의한 모터의 

혼합 형식이 설치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 형식의 기본적인 컨셉트(concept)는 

도시에서 일반 공공을 위한 교통 수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시내의 복잡한 교통 

혼잡에서 오랜 정차 동안 사용되어지지 않는,

72 산업디자인 74,1984/6



즉 운행중 서 있을 때 손실되는 운동 

에너지의 회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실험을 한 결과 약 18%의 

에너지를 절약했고, 약 30% 정도까지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앞으로 

10여 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엔진의 

모듈화(modular)인데, 이의 기본적인 컨셉트는 

시내같은 곳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와 

고속도로에서처럼 자동차가 갖는 최대의 

속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엔진을 쉬게 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쉬던 엔진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4〜6개의 실린더(cylinder)가 있을 

경우, 그 반수만을 작동케 하고 나머지는 

멈추게 하는 것이다. 즉, 두 개의 엔진이 각기 

자유롭게 작동하면서 이 두 개 사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이러한 방법을 

Modulization of Cylinder라고 함). 또한 

두 개의 엔진이 비록 다 함께 움직일지라도 

한 개의 엔진을 기계적인 구조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게 하는 모듈리제이션 오프 

리차아지(Modulization of Recharge)의 

방법과 연료의 공급 금지를 통하여 몇 개의 

실린더가 작동치 못하게 하는 모듈리제이션 

오프 컴 버 스티 블 (Moduli zation of 

Combustible)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실험은 

벌써 BMW와 알파 로메오｛Alfa Romeo)에서 

이루어졌으며, 맨 위의 방법에서 약 45%의 

연료 절감을 가져 왔고, 나머지 두 개의 

방법에서는 약 2(洗의 절감을 가져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연료 절약을 위한 엔진에 관한

C.N.R.에서 연구한「Talp린로서, 에어다이나믹한 

프로토타입의 처음의 형태에서 서서히 바뀌면서 

구체적인 차량의 형태로 변해 가고 있다(특히 뒷부분은 

기하학적으로•절단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처음의 모델에서는 CX 0160이었으나, 결국 모든 

디테일(detail)읠 포함한 마지막 모델에서는 

CXO230을 기록하였다.

연구와 아울러,연료 자체를 지금과는 달리 

석유와 알콜을 혼합시켜 공급하는 연구가 

한정된 석유 자원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알콜을 생산키 위한 1차적인 재료인 사탕수수 

나무와 지육(greese) 이 풍부한 미국이나 

브라질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이를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에너지 

균형상의 문제에서, 사탕수수 나무의

재배 • 수확 • 운송 • 알콜 제조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알콜의 생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C.N.R(Consiglio 

Nazionale di Ricerche ： 국립 과학 연구 자문 

기관)에서 1979년에 검토한 바로는 그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경우 가격이 현재의 

시가로 1Q에 한화로 약 400원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위와 같은 동력 기관과 연료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와 함께 발생된 동력을 구동 

장치에 전달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히 그 

중에서 변속기(transmiss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결국 이의 목적은 

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의 보다 나은 

유효화에 있는 것이다. 변속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엔진에서의 힘을 저항의 힘(실제로 

바퀴)까지 계속적이고 일정한 비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스템으로 

연구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압(hydraulic)에 의한 형식일 것이고, 이를 

위해 미니 컴퓨터와 또 다른 자동 장치 

(automatism)의 종합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인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프랑스의 레놀(Renault)에서 벌써 정수력 변속 

시스템 (hydro stasic transmission)을 철도의 

차량 견인과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조정기의 중재로 액셀레이터(accelerator)의 

제어를 통해 부하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엔진에 일정한 부하가 걸리도록 

하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트랜스미션은 전자 조정기에 의해 제어되는 

판(plate)의 경사에 따라 피스톤(pistion)의 

용량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트랜스미션의 

부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유압 

펌프(hydraulic pump)로 축소될 수 있다. 이 

펌프는 액체의 원심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방사상의 수력 펌프이며,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의 저항에 의해서 유압 모터(hydr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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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에 공급되는 액체의 용량을 계속적이고 

자동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며, 또한 액체는 

두 개의 유압 모터에 작용되고, 이 두 개의 

유압 모터들은 조정기의 전자 감응에 의해서 

용량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자동 장치와 

바퀴들에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또 다른 

연구의 하나로서는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와 

CN.R의 공동 연구에 의한 벨트 드라이븐 

시스템(Bek-Driven System)이다. 이는 고무 

벨트와 두개의 V형 풀리(pulley)에 의한 

무단 변속 시스템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두 개의 풀리는 각기 그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축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장치가 된 것들로 무단 변속의 변화(variation 

of ratio of transmission)는 전기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피니언과 랙(pinion & rack)에 

의해서 풀리의 축의 위치를 변화시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의 실험 결과, 약 

10〜 15%의 연료 절감을 가져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적 공학(mechanical) 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동적 공학(technological)의 

분야로서 전자화(electronics) 또한 오늘날 

간과해서는 안 될 미래의 자동차를 꾸며줄 

요소임에 분명하다. 특히 근자에는 자동차 

기업의 대량 생산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소형 컴퓨터(mini computer)의 값이 떨어졌고, 

자동차 산업 역시 이에 자극받아 전자식으로 

조정되는 폐쇄 회로에 대한 모니터(monitor)의 

관리에 관한 시스템화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초정밀 작동의 골자는 앞의 무단 

변속 시스템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작동중의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감지기(sensor)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은 초정밀 작동기를 통하여 디지탈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주행 속도, 적정한 속도, 연료의 소모, 

엔진의 회전수, 엔진의 온도, 배터리의 상황 

등에서부터 앞에서 언급한 변속 시스템에까지, 

또한 현재의 캬브레이터(carburator)를 벨브의 

몸체에 전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입기(injector)로 대체시킬 수도 있으며, 

더욱 연구를 한 후에는 레이더(rader)에 

의한 자동 장치의 출현과 차량의 상태를 

진찰하는 시스템 등도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화에 의해 앞으로의 자동차는 

더욱 간소화, 안전화, 운전의 쾌적화를 

가져오므로 자동차에서 전자의 정복과 혜택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자동차는 그 생산가 

총액의 약 15〜20%가 전자 부품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자동차의 생산가는 더욱 

비싸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와 같은 생산 업체들이 연구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부적인 특성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현재의 스타일(style) 경향과 

일반 시장에서 사용자 일반의 취향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모드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의 

외관을 살펴본다면 우선 

에어다이나믹(airdynamic)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명히 하나의 모드이면서 

확실히 연료 소비를 절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속 140km에서 공기 

저항 계수 CX치의 15%의 절감은 연료 소비를 

약 7〜8%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978년 이탈리아의 C.N.R. 에서 연구한 

叮如가 4인승 승용차에서 CX치 0.23을 

기록했을 때 이는 분명히 그 때로서는 

경이적(fantastic)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생산 

업체가 이에 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의 차량은 거의가 이 수치에 

가까운 실정이다(이제까지의 자동차는 평균 

CX 046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차량에서는 그 외관에서 점점 모서리를 

부드럽게 수정해 갈 것이며, 이 결과는 연료 

소비를 낮추어 줌과 동시에 주행시 바람 

스쳐가는 소음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앞으로 약 5년 안에는 부드러운 

표면과 유려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각진 선은 없어질 것이다. 일례로 

물홈받이(gutter)가 없어지면서 물을 모으기 

위해 내부에 숨겨진 도랑(canal)이 접착된 

지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철판은 

굴곡진 표면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굴곡은 판(panel)을 

단단히 해주고, 차량 내부의 공명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과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조등(head 

lamp) 주변이나 엔진실 주변의 돌출된 절단 

부분과 틈바구니(crack) 부위는 최소로 줄어들 

것이고, 이들 부위는 모두 고무 장식품으로 

완전하게 밀봉될 것이다. 객석의 공기 

배출구는 뒷편의 기둥(pillar)에 의해 제거될 

것이며, 소용돌이 현상(vortex)의 해결을 위해 

차량의 측면은 자연스럽게 뒷면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차창의 유리는 별도의 

틀(frame)이 없이 차체에 부착될 것이며, 방풍 

유리 (windshield)나 창문 또는 물받이에 있는 

크롬 도금과 알미늄(anodized aluminum)의 틀 

역시 위와 같은 컨셉트에 의해 그 존재가 더 

이상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표면의 변화와 함께 요즘 자주 

오르내리는 경향 중의 하나가 엔진실의 

낮아짐이며, 결국 엔진실은 방풍 유리와 같은 

경사를 가지면서 그 각도와 같은 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엔진실의 

유동성(fluidity)은 에어이다나믹에 좋은 

구실을 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앞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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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nhard의「Dyna」로시 1954년에 생산된, 

기술적으로는 첨단적인 차였으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성공치 못하였다(배기량 850cc이나 

시속 130km까지 달릴 수 있고,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가볍고 에어다이나믹한 형태라서 연료 소비도 적다).

2. 1950년에 나타난 시대착오적인 모드의 한 가지 

예로서, 자동차 끝부분에 극도로 많이 돌출된 여러 가지 

장식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Mercedes까지도 받아들였었다. 사진은 

1959년의 Cadilac rEldorado Brougham丄

3. 한 가냘픈 소녀가 자동차 바퀴를 아주 편한 자세로 

쉽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는 합성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무게의 경량화를 볼 수 있다(금속가 

비교할 때 약 1/3의 무게밖에 안됨).

낮아짐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동그랗게 

생긴 전조등이 쓰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방형의 얇고 기다랗게 생긴 형태가 

범퍼(bumper) 부위에 삽입될 것이다.

자동차의 전면에서 한 때는 상표의 

상징이었던 공기 흡입을 위한 그릴(grille)은 

범퍼의 하단부로 밀려나 공기 홉입구는 

가느다랗고 길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확산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될 것이다. 또한 방열기 설비의 기본 

이론(찬물은 더욱 무겁고, 아랫쪽으로 내려 

가는)에 의한 결과인, 냉각수가 위 아래로 

들어가고 나가는 물통(tub) 의 수직 다발의 

형태에서, 앞으로의 라디에 이터(radiator)는 

강제 순환식 냉각 방법에 의해 수년 내로 두 

개의 측면에 배열된 물통(plastic tub)과 함께 

수평으로 된 것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한때는 

어떤 모델을 특징지어 주었던 요소인 

디스크 휠(disc wheel)은 당연히 

에어다이나믹해져야 하므로 깨끗한 표면의 

표시나지 않는, 어찌 '보면 개성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한 재료 자체는 지금 쓰이는 

경합금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바뀔 것이다.

자동차의 질적인 향상은 단순히 외형상의 

수정(retouch)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기능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체 차량이나 엔진실의 하단 부분을 덮어 

감싸 주는 방법(carinate)은 CX치를 더욱 

개량시키고, 이제까지 소홀했던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더 이상 엔진실 하단 

부분이 지면과 직접 맞닿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바퀴의 진흙 튀김이나 먼지에 의해 

지저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더욱 

발전하여 엔진실의 내부를 더욱 깔끔하게 

정리 정돈시킬 것이고, 엔진도 

스타일리스트가 그의 사인(sign)을 할 정도로 

고상하게 꾸며서 '디자인된 물건(object of 

design)'이란 느낌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는 엔진실의 공기 

흐름에 별도의 압력을 가하여 방풍 유리의 

저변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주행시에 별도의 

공기층을 이루게 하여 빗방울이나 고속주행시 

유리에 부딪치는 각종 작은 곤충들에게 

공기층(cushion)을 만들어 유리를 더럽히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유리 닦는(wiper) 시스템은 지금의 물리적인 

운동에 의한 것에서 공기의 분출에 의해 

빗방울이나 진흙 먼지를 날려 버릴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에어다이나믹해질 수 있고, 

운전자의 시계성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또한 

이는 건강상 해로운 겨울철의 뜨거운 공기를 

내부에서 흘려보내 유리의 얼음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이로울 것이다.

차량에 플라스틱의 추가는 그 중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비교적 느리게,그리고 

논쟁거리였지만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는 

훨씬 빨리 이루어져 혹연과 탄소, 붕소에 

바탕을 둔 합성 재료로 바뀔 것이며, 이는 

결국 차량의 무게를 지금의 보통 무게보다 약 

1/3 정도로 감소시키고 스타일과 기능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다. 즉, 플라스틱의 특성은 

실용적이며,동시에 어떤 스타일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기 위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집중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차량의 충격 

방지를 위하여 앞뒤의 범퍼가 바퀴 

부분까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차량의 모든 주위를 플라스틱으로 

에워쌈으로 인해 에어다이나믹한 효과와 

아울러 충격 흡수 장치도 되므로 이러한 

재료적인 특성과 함께 스타일상의 특성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벌써 차량의 

하단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둘러싸거나 금속의 

구조(frame)에 합성수지판을 접착시켜 만든 

차량도 볼 수 있으나 이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플라스틱 재료가 조각으로 분쇄되어 

사고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준다는 점이다.

결국 이제까지 산발적이며 피상적으로 살펴 

본 대로 자동차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기계적인 혁신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항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모드의 

현상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는 

시장의 전통적인 조사 연구로서는 그 예측이 

어렵고, 더우기 외적인 충격(shock)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래에 대두된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은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모드로 등장하였으며 

이 모드는 이제까지의 정체와 부동의 

상태에서 머물었던 자동차 산업에 기술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모든 

분야가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연구할 것이며,그들 중 대중의 구미에 

적절한 질(quality)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것만이 살아 남을 것이므로 그들은 지금도 

상존하는 미래의 염려와 함께 매일 새로운 

형태를 찾아 헤메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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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현대 포스터전에 관한 小考

김 교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교수

이 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계는 눈부신 과학 문명의 옥외의 벽면에 부착되어 대중과 호홉을 같이 할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된「한•일 현대 포스터전」의 관련 

기사로 일본현대 그래픽계의 현황과 

수준을 가늠해 보고 우리 나라 

그래픽 디자인의 향방에 관해 살펴보기 

위膂H 다.

본 기사는 원래 지난 73호의 화보와 

함께 실릴 예정이었으나 편집상의 

사정으로 인해 이번 호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물결을 타고 새로운 영역과 표현으로 줄달음 

치는 추세에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컴퓨터 그래픽 (Computer Graphic), 비디오 

그래픽 (Video Graphic), 레이저 빔 라이트(Laser 

Beam Light) 등등 새로운 영상의 출현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계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현대는 그래픽 디자인의 위대한 

突撃時代로 접어들었으며, 電子的 五感時代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과학이나 기계에 커다란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시대 감각에 뒤져 가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가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그래픽 디자인계는 새로운 

적응책이 개발되고 있으며, 포스터의 위치도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시트 포스터(Sheet 

Poster)로서 무한대의 거대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태양빛이 차단된 우리의 생활 공간에 

적응이 되고 있는 투명 포스터 (Transparency 

Poster: G Print Poster) 의 표현이 가능한 점과 

포스터 기법이 점차 장식화되어 가는 경향 등은 

나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다.

이러한 착잡한 심정을 가진 채 맞이한 한•일 

현대 포스터전은 일본 포스터계의 현황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

먼저 이를 통해 현대 포스터의 위치가 

아직까지 그래픽 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인쇄술의

때 더욱더 그 기능과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된다고 느낀다.

특히 亀倉雄策 씨의 최신작「広島 

어필 (HIROSHIMA APPEAL)」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70을 바라보는 老作家의 

아이디어와 테크닉은 젊은 세대가 추종할 수 

없는 작품 경지를 보여주었으며, 신선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은 원폭 투하에 의한 

히로시마의 비참상을 단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 자신의 성실성과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자신의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신력의 결정체라고 

느꼈다.

永井一正 씨의 작품은 작가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과 같이 섬세하고 정밀한 조형미를 

통해 매력을 주는 작품이었다. 광학적이고 

투명적이고 우주적인 공간에 의한 형태 구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인 면과 동시에 

긴장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인쇄술이 그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 이외 田中一光, 福田繁雄 씨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들의 포스터들을 직접 

대하니 친밀감과 감동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옛날 베레 에포그(Belle Epoque) 시대의 

체렛 (Cheret), 스테인렌 (Steinlen), 

로트렉 (Loutrec) 등의 작가가 그린 등신대 

크기의 포스터가 파리 시가에 붙어 있을 때 

시민들이 환호를 올리며 거리의 벽화이며 

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 당시의

발전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완벽한 경지까지 

표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작품 세계를 통해 

나타난 뚜렷한 개성은 작가 자신의 고유한 

생활관과 비전(vision)이 사회와 타인의 공익과 

이익을 위해 공헌하는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었다. 

행사•제품•계몽•개인전 포스터 등 작가 자신의

상황을 잠시 머리 속에 그려 보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 옛날 파리의 포스터나 현재 

일본의 향상된 그래픽 수주 그리고 런던의 

지하철 역마다 부착된 수 십만 매의 포스터 

정글과 스위스의 도시 환경 조성에 빼놓을 수 

없는 포스터 게시판 시설 등을 보고 단지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은 일본의 그래픽 전문지를 부러워하거나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생각한다•이제 우리 나라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포스터 매체는 역시 거대한 점에 박력이 있으며, 끊임 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포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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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亀倉雄策작/広島 어필/103X73cm/1983
하좌 : 白金男 작/韓 日 現代포스터展/90X60cm/1984
하우 : 永井一正 작/天理/103 X73cm/1982

사회의 공익과 기업을 위해 이익이 되는 

귀중한 매체라는 사실을 대중 속에 인식시켜야 

할 시기이다.

전시회 기간중 前田 주한 일본 대사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디자인계와 미술계의 

인사를 비롯하여 永井一正 시】, 그리고 양국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은 물론 각자가 처한 디자인계의 상황 및 

정보에 대한 교환•전파 등에 대한 방법과 

아울러 그래픽, I.D.,공예 등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간의 디자인 상호 교류는 각 단체나 

협회를 통하여 이미 실현되고 있고 그 효과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종합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교류할 때 더욱 큰 효과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이번 한•일 포스터 교류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확신한다 

우리 나라 기업이나 사회는 물론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좁은 학생과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의욕을 불어 넣어 

주는 교육의 場이 되었으며, 일반 기성 

작가에게는 일본 최고의 그래픽 수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아이디어 •일러스트레이션•타이포그래피•색채. 

인쇄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전시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의 김 성수 회장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다. 더우기 

대전•광주•부산 등지의 지방 전시를 개최함에 

따라 포스터의 기능이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방 상공인과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재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디자인 분야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나 

전시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서로의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상호 이해의 

場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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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뉴스 [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식

제19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상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주관하는 제 19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가 한국 방송 공사의 후원 아래 

오는 9월 1 일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예년과 같이 시각 디자인•공예•제품 및 

환경 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하는 이번 

전람회의 출품 원서 배포처는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와 각 시•도 상공회의소이며, 작품 

접수는 제 1부 시각 디자인 부문이 8월 7일 

（화）, 제2부 공예 부문이 8월 8일（수）, 제3부 

제품 및 환경 디자인 부문이 8월 9일（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금도 대폭 올라 

대통령상 300만원, 국무총리상 200만원, 상공부 

장관상 150만원이며,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이사장상을 비롯한 8개 기관장상은 각 50만 

원씩의 부상이 수여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일간지 및 본지에 

게재된 개최 안내 공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19th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The 19th annual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organized by rhe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will be held from September 1 
through November 10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The 
exhibition, as usual, will include three fields: 
Graphic Design, Handicrafts, 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Various kinds of prizes will be given to winners. 
The Presidential Prize winner will be awarded 3 
million Won（equivalent co US$3,750）.

디자이너 등록 실시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디자인 전문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디자이너의 효과적인 

인력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여 국가의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이너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 부문은 시각 디자인•공예•제품 및 

환경 디자인이며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구체적인 등록 실시 요강은 서울신문 

('84 5. 15)에 공고되었으며, 본지 이번 호 

(P.17)에 게재되어 있다.

Registration of Designers

The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has 
started a 'Registration of Designers', since June 1,. 
to protect and support the design profession, and 

to efficiently manage and optimize designers. This 
will consequent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gistration is comprised of three fields: 
visual design, handicrafts, and 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KOGDA
Kcxea Graphic Designers9 Association
한국그라피디자이너협회

한국 그라픽 디자이너 협회 창립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안으로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 아래「한국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 

KOGDA）」가 지난 5월 12일 창립되었다.

본 협회는 앞으로 교육•출판•전시•국제 

교류 등과 기타 시각 디자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회장 및 각 

분과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 명광, 부회장 : 유 재우, 총무 : 

오 근재, 기획 : 김 학성, 출판 : 여 홍구, 사업 : 

최 용천, 국제 : 안 상수, 섭외 : 유 병돈, 감사: 

이 원구, 방 재기.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Established

The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May 12 to upgrade member 
designers' quality an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all sorts of 

activities involving graphic design. The 
association plans to conduct various projects 
which will be of help to rhe development of 
graphic design. These include education, 
publication, exhibi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Mr. Kwon, Myong-Kwang was elected the firs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t the inaugural 
meeting.

3회 아시아 디자인 교류전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는 제36회 회원전 및 

제20회 공모전 개최와 아울러「제3회 아시아 

디자인 교류전」을 개최했다.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된 이 교류전의 

출품 작가는 산미 회원 30명, 일본 구주 

신공예가 연맹 회원과 이과회 상업 디자인부 

회원 각 30명, 일본 칠공예 초대작가 10명, 

중화민국 미술 설계 협회 회원 40명 등이다.

3rd Inter-Asian Design Exhibition

The Korea Industrial Artists Association held 
the 3rd Inter-Asian Design Exhibition at the 
exhibition hall of the KDPC in June, 
concurrently with the 36th Association 
members' exhibition and the 20ch competition. 
Many designers from Korea, Japan and Taiwan 
presented their works at the exhibition.

제 20 회 산미 공모전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회장 : 김 성수）에서 

매년 개최하는 산미 공모전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여 제%회 회원전과 아울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열렸다.

시각 디자인과 공예 부문에서 1,300여 점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을 차지한 

유 영호 씨의「오란一씨 포스터」를 비롯한 

17점의 입상 작품과 입•특선작 329점이 선정- 

전시되었다.

성신산미대학원 섬유 작품 창립전

성신여자대학 산업대학원의 섬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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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전이 지난 6월 12일부터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열렸다.

염색 작품과 직조 작품을 중점적으로 

발표한 이번 전시회에는 40여 점의 대학원생 

작품이 전시되었다.

Students* Textile Exhibition

Graduate students of Sungsin Womens College, 
Seoul, held their 1st textile exhibition at KDPC in 
June.

The exhibition concentrated on weaving and 
dyeing.

장 경희作

5회 뜀 그래픽전

대전의 목원대학 산업미술과 학생들이 

펼치는 제 5회「뜀 그래픽전」이 대전(5. 5〜 

5. 11)의 시민회관과 서울(5・ 16〜5. 22)의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동물을 주제로한 시각 디자인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목원대학 재학생들의 시각 디자인 

작품 30여 점이 출품되었다.

5th DDWIM Graphic Exhibition

The 5th DDWIM Graphic Exhibition, organized 
by the Mok Won College, was held in Seoul and 
Daejon respectively in May. A total of 30 visual 
works on various animals, produced by the 
students majoring in industrial art at the college, 
were displayed at the exhibition.

이 정희作

，84 서울 국제 가구 전시회

「제1회 ‘84 서울 국제 가구전」이 지난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KOTRA 종합 전시장 

(KOEX)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이탈리아 등 

8개국에서 36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가구류•자재•목공 기계류 등이 출품되었는데, 

한국은 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84 Seoul Int'l Furniture Exhibition

The 1st Seoul International Furniture E아libition 
was held at the Korea Exhibition Center, Seoul in 
May. 36 companies from 8 countries including 
Korea, U.S.A., Japan and Italy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with their furniture, materials, 
and wood working machinery.

Many negotiations between manufacturers and 
prospective buyers were arranged at the 
exhibition.

한국 섬유 비엔날레 창립전

섬유 예술 분야의 작가 44명으로 구성된 

「한국 섬유 미술 비엔날레」(회장 : 배 만실)의 

창립전이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미술 회관에서 열렸다.

이 비엔날레는 각 여자 대학 응용미술과・ 

자수과•섬유예술과 등의 오랜 역사와 많은 

배출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단체전이 

없이 소수 작가의 개별 활동에 그쳤던 섬유 

미술계의 활기를 불어 넣는 한편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출품작은 자수•염색•직조, 꼬지나 땋은 

로프 작품 종이와 천과 실을 혼합한 조형 

작품 등 섬유를 사용한 모든 미술품이 

망라되어 있어 한국 섬유 예술의 현황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었다.

1st Exhibition of Korea Textile Biennale

The Korea Textile Art Biennale held its 

inaugural exhibition at 出e Art Center, Seoul in 
May. The Biennale, consisting of 44 women 
textile artists,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textile art profession and to 
promote public understanding. Various textile art 
works such as clo出ing, embroidery, dyeing, 
weaving, thread and others represented the 
status of Korean textile art.

이 선호 장신구 디자인전

귀금속 디자이너 이 선호 씨의 두번째 

장신구전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롯데호텔 에머럴드룸에서 열렸다.

한국적인 멋을 살리기 위해 銀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銀장신구들인 가락지•비녀•뒤꽂이•노리개 

등을 현대 감각에 맞게 깎고 다듬은 7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Lee's Personal Ornament Exhibition

Ms. Lee, Sun-ho, a precious metal designer, held 
his 2nd Personal Ornament Exhibition at the 
Lotte Hotel, Seoul in May. Ms. Lee redesigned and 
displayed 70 pieces of silver ornaments, such as 
rings, hairpins, necklaces, bracelets, which were 
widely used during the Yi Dynasty.

2회 비주얼 포인트전

덕성여자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한 

동문들의 모임인 비주얼 포인트(VISUAL 

POINT)의 두 번째 작품전이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덕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전시회에는 강 진원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졸업생 작품 다수가 전시되었다.

2nd Visual Point Exhibition

The Visual Point, an alumni association of the 
Duksung Womens College, held its 2nd 
exhibition at the Dongduk Art Gallery in June. 
Ms. Kang, Jin-won and other nine members 
showed their graphic works at the exhibition.

계 인숙作

산업디자인 74,1984/6 79



생활 공예품 상설 전시장 개장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나인아트（대표 

최 민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현 빌딩 1층에 생활 공예품 상설 전시장을 

개장했다.

70평 규모의 이 전시장에는 목공예품을 

비롯한 도자기.금속•유리•가죽 공예품 등 

작품성이 가미된 생활용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나인아트는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의 국내 개최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생활용품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들의 수공예 생활용품에 대한 

보급을 확대키 위해 이 전시장을 열었다.

Handmade Articles Exhibition Hall Opens

The Nine Art, an interior design firm, opened a 
year-round handmade-articles exhibition hall at 
Nonhyon-dong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Lots of household goods made of wood, 
porcelain, metal, glass, leather and o出ers ar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hall.

The host company opened the exhibition hall, 
prepared for the '86 Asian Games and '88 
Olympics, to introduce Korean household goods to 
foreign tourists and to increase the domestic 
supply of handmade goods.

해외 정보

이동식 접는 전시대 개발

접어서 휴대할 수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도 

단 3초 이내에 펼쳐서 전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시대 인스탠드(Instand)가 

개발되어 홍콩의 이스트 아시아 컨택트 

뷰로우(East Asia Contact Bureau)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스탠드를 구성하는 기본봉의 

규격은 78X78cm와 78X75cm로서 직선과 

곡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선반, 

판넬, 조명 설비를 부착할 수 있다. 중량이 

10파운드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관, 운송, 

인건비,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전/영국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nterior 

Design International)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상업용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로서는 유럽 

최대의 규모인 본 전시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34회 아스펜 국제 디자인 회의/미국

북미 3국(멕시코•미국•캐나다)의 저명한 

디자이너, 역사가, 건축가들이 아스펜 

(Colorado, U.S.A.)<H1 모여 '이웃( neighbours)' 

이란 주제하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윤리와의 

관계 등 디자인 관련 제반 문제를 다루었다. 

인접국간의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성을 비교할 

수 있는 영화 상연,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인상을 수상한 

「창틀 없는 창문」

케니시 셔그 조이너리 (Kenneth Shugg 

Joinery) 사가 디자인, 제작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산업 디자인상을 수상한 이 셔그 윈도우

(Shugg Window)는 상하 같은 무게의

창유리가 도르래 위를 지나가는 2개의 가는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창틀 없는 창문은 가정 또는 상업 

건물용으로 視界가 방해되지 않고 최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신축성 있는 환기 

조절이 가능하면서 내후적이며 무고장 작동이 

특징이다.

World Design(국제 디자인 대회)

제 13차 ICSID 총회('83・ 10. 22〜 1L 2,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미국이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IDSA)는 총회 기간('85. 8. 20〜 

24)중 World Design을 워싱턴 및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4,000여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현실과 야망'이란 주제하에 현대 

비즈니스의 경향과 디자인 경향을 세계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국제 우수 디자인 전시회 : 세계 각국의 

제조 업체, 디자인 전문 회사, 학교에서 

출품한 우수 디자인 작품이 전시된다.

•미국 우수 디자인 전시회 : 뉴욕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주요 도시에 미국에서 

제작된 우수 디자인 작품이 전시된다.

• 디자인 교류 :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디자인 회사를 방문한다.

「디자인 경영진단」발간/미국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IDSA)는 디자인 

컨설턴트회사에 디자이너 채용, 시설, 예산, 

고객 관계, 마케팅 분야에 관한 정보 및 통계 

자료 제공 목적으로 1984년판「디자인 경영 

진단(Consulting Design Office Profile US$ 

80)」을 발간하였다.

구입 및 문의처 •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6802 Popla Place, Suite 303, 

Mclean, Virgin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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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한菊자인포장센터를 

잘 알고 계십니까

步

'83년 우리의 수출은 241억불을 돌파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 

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업은 90년대 

에 기필코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출을 더욱 증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기술혁신, 생산성 항상,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품의 개 

발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고 

다양하며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바 

로 종합된 두뇌 기술의 영역이며 또한 산업디자인 

의 전문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들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재 유통구조에 맞게 경제 

적으로 포장될 때 비로소 우수한 상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내재 

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두뇌 기술의 개발과 

이것의 적극 활용 뿐 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산업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한국디자인포장센터」 

는 여러가지 국가시책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읍니다.

주요사업

• 연구 개발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연구 개발

• 지도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지도 상담

•교육연수사업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산업디자인 교육 및 포장 

관리사 辺육

• 출판 및 홍보사업

「산업디자인」지 및「포장기술」지 발간 기타 전문서적 

출판

• 전시사업

「대한민국산업□자인 전람회」및 기타 관련전시, 상설 

전시관 운영, 전시장 대01

• 자료수집•관리 및 전파사업

디자인 및,포장분야의 전문또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

•국제협력사업

국제산업 디자인 단체협의회 (ICSID), 국제 시각디자인 

협의회(ICOGRADA) 세계포장기구(WPO), 아시아포 

장연맹 (APF) 가입 및 회원 단체 활용

• 관련단체 지원사업

디자인 및 포장 관련 단체활동 지원

• 포장자재 고급사업

국제규격의 골판지상자 공급을 위한 시범공장 운영

• 기타 정부의 위촉사업 및 승인사업

한구口자인포장세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골판지 상자의 생명은
압축강도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골판지를 

제조 공급하고 있읍니다

한국匚I 자의포장선!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공 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50 TEL.
부산지사 : 부산직할시 학장동 261-8 TEL.

762-9461 ~ 5
855-6101〜5
92-8485 〜7

사업 수익금은 디자인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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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이즈 2

플라스틱 디자인 技法 n
디자인과 구성

3•측면

지금까지 언급햔 바에 의하면 측면은 

횡단면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런 

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먼저 형태를 주거나 플랜징 (flanging)에 의해 

보강하는 방법처럼 단면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는 디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3.1•측면의 보강 

(1)형태를 주는 방법

커빙(curving)： Fig.63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서리의 반경을 크게 함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Fig.63의 

C 또는 F처럼 측면 전체가 곡면일 경우 

언더커트(undercut)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밑부분뿐만 아니라 배의 

디자인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Fig.65에서는 

밑면이 둥근 경우 자연히 측면이 곡면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66과 

67에선 곡면 형태의 측면으로 

하우징 (housing)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선 하우징이 안정된 밑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강을 하기 위한 플랜지가 

필요 없다. 곡률이 큰 경우에는 측면과 밑면이 

서로 맞물려 들어 가게 되는데 Fig.68뿐만 

아니라 Fig.64의 뒷쪽에 있는 것과 Fig.63의 

D가 그러한 예이다.

포울딩(F이ding): 이것은 측면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로 접어 보강하는 

방법인데 Fig.63의 E와 Fig.69에 그 예가 있다.

스텝(steps)과 비드(beads) : 오직 

밑면으로만 이루어진 평편한 부품의 디자인은 

측면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다. 주형을 

빼내는 방향과 수직 또는 수평을 이루며 보강 

효과를 갖는 디자인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Fig.70의 Ai과 같은 비드가 필요하면 

부품은 외부의 언더커트( I ) 때문에 개방식 

주형에서는 빼낼 수 없게 된다. 폐쇄식 

주형에선 추가적으로 내부의 언더커트(II)가 

있다. 이러한 난점은 AN 경우에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은 비록 좋은 보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복잡한 주물 작업과 

주형 제작을 할 수 있는 벤드DI (bend 出)이 

필요하게 된다. 디자인 B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것으로 B와 C와 같은 보강 

디자인은 선박에서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주형이 풀리는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보강 

디자인의 경우는 측면의 드래프트(draft)를 

감소시켜 준다.

주형이 풀리는 방향과 평행으로 위치한 

비드에 의해 보강된 측면은 운반용 상자나 

다른 컨테이너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비드는 밑면에선 넓게 되고 모서리 (D)를 따라 

가면서 점점 가늘어진다. 이러한 디자인은 

밑면으로 갈수록 단면 두께를 크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디자인 E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데 피팅 (fittings)은 Fig.기에서와 

같이 사출 단면과 같은 높이에 있을 경우는 

보다 가파른 쪽의 측면에 놓이게 된다. 

E에 있는 모서리는 위에서 볼 때 완연한 

곡선으로 보이고 E에선 직선으로 나타난다. 

균일하게 비드 처리된 측면(F)은 쌓아 올릴 

수 있는 컨테이너에 매우 적합하다.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경우 용기가 차 있을 때는 

Fig.72에서와 같이 다른 것 위에 쌓아 놓을 수 

있고 용기가 비었을 때는 다른 것의 안쪽에다 

쌓아 올릴 수 있게 된다. Fig.乃에서의 덮개 

위에는 비드•가、밑면을 가로 질러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길게 나있다.

Fig.74의 운반용 상자에 있는 비드는 측면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시키는 

효과는 표면 위에 반구 형태의 비드를 

만들어야 가능하게 된다.

(2) 단면 두께를 국부적으로 크게 하여 측면을 보강 

수작업에 의하면 프로파일을 적층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때 밑면을 보강할 

때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의 실제 예가 Fig.75와 위에 예시되어 

있는데, 습식 주조를 하면 측면의 단면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SMC와

BMC의 경우 늑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주형이 풀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3)플랜지에 의해 측면을 보강

Fig.77의 A와 같이 벽이 얇거나 상자 

형태의 부품의 경우 평편한 측면을 얻기 

힘든데, 이는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축이 

일어나 내부에 뒤틀림이 생기기 쉬워서 

그렇다.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플랜지를 사용하면 감소시킬 

수는 있다.

수직 측면에서의 플랜지와 단면 두께가 균일한 

경우

단면 두께가 균일한 경우의 플랜지는 

Fig・78에서와 같이 수작업과 압력 주조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플랜지 처리를 하지 않은 A와 같은 모서리는 

부품이 밑면에 놓여져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모서리는 다듬질하는 곳에선 

흔들리기 쉬운데, B와 C는 매우 평범한 

디자인으骂 가능하다면 반경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플랜지는 부품의 

높이가 허용한다면 수직으로 가공하는 것이 

좋다. D는 다른 부품과 순차적으로 접합해야 

하는 부품에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수평으로 가공하는 것이 좋고 E와 F는 

수작업에 의해 주형에서 적층을 입힌 부품에 

적합한데, 용기의 부드러운 안쪽 면은 

플랜지로 연결된다. 이러한•형태의 플랜지는 

손잡이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만약 반원형 

단면을 피하고자 할 경우는 F와 같은 것이 

좋다. 또한 E와 F는 수직으로 가공하는 것이 

용이하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G는 SM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플랜지는 큰 부하를 견디기 힘들다. 

Fig.79의 공원 벤치의 등받이는 V자 형태의 

플랜지로 보강된 것이다. 

단면 두께가 변하는 경우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Fig.80의 A에서 D까지와 같이 SMC와 

BMC로는 두께가 커진 플랜지밖에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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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형태를 주어 보강한 측면. A : 보강 안되 B : 
모서리의 반경이 커져서 부분적으로 둥글게 됨. C와 F : 
완전히 둥글게 되며 C는 오목하고 F는 볼록하게 됨 D ： 

밑부분이 곡면을 이룸, 또한 C 와 D의 중간 형태 디자인 

역시 있을 수 있는데 모서리는 여전히 쌍곡선이나 

포물선 모양을 갖게 된다. E ： 접혀진 형태.

<Fig. 64> 보강된 측면으로 앞의 그림은 부분적으로 

보강된 형태이고 뒤의 그림은 완전히 보강된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자인들은 오토바이의 흙받이와 

같이 이중 곡면을 가진 것으로 금속 주형에서 습식 

주조로 만들어진다.

Fig. 65> 둥근 밑부분에 단일 곡면을 가진 측면으로 

밑면 모서리가 조금 말린 것은 보강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Fig. 66> 커빙(Curving)에 의해 보강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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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커빙(Curving)에 의해 보강된 측면으로 

날카로운 모서리는 각진 효과를 낼 수 있다.

<Fig. 68> Fig. 63의 D와 같이 밑면과 측면이 

균일하게 서로 맞물려 들어간匚卜. 밑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형이 풀리는 방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단면 두께는 

2.5mm 너비 120mm, 안지름420mm八무게는 600g이다.

<Fig. 69> 포울딩에 의해 보강된 측면.

<Fig. 70> 수평 스텝(A2,B,C)과 수직 스텝(D,E, 
F)에 의해 보강된 측면.

길이 너비 높이 단면두께 무게

좌측 680 309 150 3~4 2680g
714 106-68 195~45 3 1540g

없다. 또한 단면 두께가 커질수록 주조 시간은 

길어지는데, 디자인 D는 뚜껑이나 덮개에 

사용되는 것이다. SMC에서의 다른 디자인 

형태가 Fig.81 에 나타나 있다.

플랜지의 보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작업인 경우엔 E와 F와 같이 튜브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끼울 수 있다. 강화 재료 

사이에 철사를 삽입시키는 것은 G에서 보듯이 

습식 주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E와 같은 플랜지를 보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데, 튜브 대신 철사를 쓰게 

되어 플랜지와 측면의 단면 두께가 커지지 

않게 된다. 철사와 그와 유사한 강화 재료를 

SMC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끝이 斜角 모서리 (bevelled edge)로 된 

면을 가진 Fig.82의 예들은 A 또는 B와 같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것은 또한 예리한 모서리로 인한 상해를 

막을 수 있으며, 다른 재질에 파손을 가져오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서리 끝을 마무르게 하는 모울딩 (frimmed 

mouldings) 이나 강재 모울딩 (steel moulding) 

등으로 직선적인 예리함을 C와 같이 

펀치 (punch)를 이용해 완화시킨다. 또한 D와 

같이 모서리가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다.

E에서 H까지의 예는 디자인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이 된다.

3.2• 옆면의 경사각과 언더커트 

⑴경사각

모울딩을 확실히 하는 방법에는 사전에 

단면에다 '측면 드래프트(side draft:옆면에 

경사를 주는 작업)'와 언더커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여진다. 이러한 방법은 

단일한 부분(single part), 개방형 또는 두 

개의 부분, 폐쇄형 디자인의 주형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울딩을 할 경우, 주조물이 빠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형의 측면이 

경사각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경사각의 결정 요인은 주형 해체 (mould 

release) 방향에 의해(압력을 받는 상태에서의 

주형 해체의 방향) 좌우되며, Fig.61 의 E?와 

같이 밑면과 수직을 이루는 경우에는 적당치 

못하게 된다. 그것은 단면에 있어 두 개의 

반대되는 측면의 바깥쪽 경사각이 Fig.83의 

경우일 때만이 가능하며, 다음의 공식이

적용된다.

川 丨 l 주형 해체 방향의 편차 a 1 
경사각二—~측면의 길市——二又 

(draft) 「「큰 I

각도의 수치는 드래프팅 머시인 (drafting 

machine) 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사각은 

대부분의 경우 각도를 지시한다. Fig.83의 

그래프는 각도상의 경사와 1/X비율의 경사각 

사이의 비교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시된 

경사각은 측면의 길이 (side length)로 해석될 

수 있다. 경사각은 결코 평탄한 모울딩 出前 

moulding) 방법에서와 같은 정도 이하로 

주어져서는 안된다. 여기에서는 편리한 수지 

시스템 (resin system)을 위한 최소 가치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低측면 (low-profile)' 

시스템을 증가시킬 것이다.

(2)언더커트

1)균일한 단면 두께를 가진 언더커트

측면의 바깥 경사각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주형을 해체시킬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만일 경사각이 안쪽면의 전체 길이를 

초과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벗어나게 

된다면 옆면을 도려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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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주형의 풀림 방향과 평행한 수직 비드에 

의해 보강된 측면으로 금속 주형에서 고온 압력 주조에 

의해 제작된다.

〈Fig. 72> 외부의 수직 비드에 의해 보강된 측면으로 

길이는 495mm, 너비는 390mm이고 높이는 275mm, 
두께는 2mm, 무게는 2,160g이다.

너비 깊이 높이 단면두께 무게

좌측 800 600 400 3 13.8kg
우측 505 465 290 3 17.3kg

<Fig. 73> 내부의 수직 비드에 의해 보강된 측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 Fig. 74> 내용물을 고정시키면서 측면을 보강하는 데 

사용된 수직 비드.

< Fig. 75> 적층을 입힌 수평 및 수직 프로파일에 의해 

보강된 측면.

< Fig. 76> 경화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이 기울어진 적층을 입힌 대각선형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측면을 보강한 형태로 크기는 255X190X 
145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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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7> A와 같이 비교적 얇은 측면은 주조하기 

힘들다. 또한 그런 것들은 B와 같이 내부에 뒤틀림이 

생기기 쉬운데 플랜지를 人용하면 이러한 결점을 줄일 

수 있다.

< Fig.78> 균일한 단면 두께를 가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의 유형으로 A는 보강이 안되고 B 에서 

F까지는 수작업과 압력 주조에 의해 모두 생산 가능하나 

G만은 SMC와 BMC를 사용해야 한다(예상되는 부하가 

작을 경우).

< Fig. 79> V자형태의 플랜지에 의해 보강된 측면을 

가진 공원 벤치의 등받이인데, 이는 주형에서 적층 

처리를 하며 바깥면은 거칠게 된다.

< Fig. 80> 단면 두께가 변하는 측면에 사용되는 

플랜지의 유형으로 A에서 D까지는 추가적인 프로파일이 

필요없고 SMC와 BMC만 필요하다. E에서 F까지는 

삽입되는 프로파일이 필요하고 E와 F는 수작업이 

용이하며 G는 습식 주조에 의해 제작된다.

Fig.61 B의 횡단면은 측면이 함께 안쪽으로 

경사진 예를 보여 준다. 만일 옆면을 

언더커트해야 할 부위가 쉽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 밑면에서 시작하는 경사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언더커트는 경사각이 안쪽으로 

향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Fig・84). 

Fig.68에서와 같이 밑면이 없고 표면 전체가 

휘어진 부품에 있어선 가장 아래쪽 

부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Fig.85에서와 

같이 모서리가 각도진 부분에 있어선 시작하는 

지점 (starting point)이 만들어져야 한다. 

Fig.85에 있어 왼쪽 그림은 주조되는 동안 

이러한 부분의 위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Fig.70의 A과 비교해 볼 때)주형 

해체 방향에 대해 가로 질러 지니가는 비드는 

언더커트가 없다. 비드의 측면은 안쪽으로 

경사지지 않는다.

언더커트는 만일 분말층 (gel coat) 이 주조 

바깥면에 입혀져 있고 간격이 적층 

작업 (lamination work) 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면, 수작업 과정 (manual processes) 에 

의해 분할 주형 (spHt mould) 방법으로 산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하다 Fig.86은 주형 

분할 방법의 예들을 보여준다. 만일 분말층이 

안쪽 면에 입혀진다면 적층은 주형 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주조성에 있어 과오를 

범하기 쉬운 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입의 건조는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 

국부적으로 한정되게 침하된 곳이거나 옆면의 

엘리베이션(elevation)상에서는 부가적인 측면 

처리로 성취될 수도 있다. 주형상에서 처음에 

고정만 된다면 이러한 측면(pro£k)은 

모울딩을 따라 해체될 수 있다. 언더커트는 

원칙적으로 습식 주조 방법에서는 삼가해야 

한다. 분할 주형은 대부분의 경우 단면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언더커트가 필요한 SMC와 BMC의 부분을 

위해 사용된다.

2)다양한 단면 두께를 지닌 언더커트(SMC와 

BMC)
여기서 우리는내부면의 언더커트와 

바깥면의 언더커트와의 차이를 구별해야만 

한다<Fig.87). 전형적인 바깥면의 언더커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l=완전한 

구멍 (through hole), 2=관통(thread), 3=돌출면 

(projection on side), 4= 홈(groove) 또는 

침하부위(depression)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암 

주형 (female mould)에 적합한 滑従動部 

(slide follower)나 기타의 삽입 형태 그리고 

분할 彳走動咅follower)의 도움으로 쉽게 

산출된다. Fig•窮은 분할 従動部 주형의 원리를 

보여준다. Fig・89의 부품은 유사한 주형의 

SMC로 인해 주조되었다.

보다 현격히 복잡한 주형 디자인에서는 내부 

언더커트 B가 포함되도록 요구되어진다. 외부 

언더커트 A와 비교해 볼 때 두꺼운 모서리 

5는 언더커트를 의미한다. 돌출면 6은 외부면 

A의 디테일 3과 상응된다. 7과 같은 부위의 

디자인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내부면 언더커트의 경우에 있어선 숫주형(male 

tool)이 종종 앞부분이 파들어간 원추형 조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측면 従動部는 

그것이 똑같이 파들어 가절 수 있을 때 

중심부에 전해지기 위해 안쪽으로 움직인다. 

그러한 디자인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를 요하기 때문에 권할 만한 

것이 못된다.

낮은 부품상의 작고 국부적인 내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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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플랜지에 의해 보강된 측면

좌측 U자 형태이며 균일한 단면 두께를 가지고 있다.

우측: 단면 두께가 변한다. 두 부품 모두 SMC로 

주조되며 우측의 것은 단면 두께가 커질 경우 주조 

시간이 길어진다.

<Fig. 82> 경사진 측면을 위한 플랜지의 예. A와 B = 
예리한 가장자리 : C와 D=좀 더 나은 디자인 : E에서 

H = 강화의 가능성을 주는 보강의 예들.

<Fig. 83> 측면의 경사각。와 측면 길이 h의 

기능으로서의 1/X의 관계.

<Fig. 84> 한쪽 면이 개방된 空洞 구조체(hollow 
structure)상의 안쪽과 바깥쪽 언더커트.

<Fig. 85> 주형 해체 방향을 위해 정상적인 비드를 

지닌 각도를 이룬 부품의 예. 좌: 주형의 위치 : 비드 

플랭크(bead flank)는 언더커트를 제거하기 위해 

경사를 이룬다.

<Fig. 86> 바깥쪽 언더커트를 가진 주조를 위한 분할 
주형의 예들(수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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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단면 두께의 차이에 의해 초래된 언더커트 : 

SMC와 BMC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A=바깥면, B = 
안쪽면.

<Fig. 88> 분할 從動部 주형. A : 닫혀진 상태. B : 
열려진 상태（빗금 부분이 모울딩이다）.

<Fig. 89> 바깥쪽 언더커트를 가진 모울딩（비드로 된 

가장자리）. .

<Fig. 90> 모울딩의 탄성적 변형에 의해 빠질 수 있는 

안쪽의 언더커트（화살표） : SMC.
<Fig. 91> 안쪽의 언더커트: 주형은 프로필을 옆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빠진다.

<Fig. 92> 동시에 평행하게 이루어지고, 주형 해체 

방향에서 가로질러진 가장자리. D는 수작업 가정에서 

강화된 재료를 계속해서 접합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 

E와 F는 단지 SMC와 BMC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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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 주형 해체 방향가 평행하게 강화된 

가장자리 (C).
<Fig. 94> 주형 해체 방향과 평행하게 늑재(rib)에 

의해 강화된 가장자리. SMC에 의해 주조된 배터리

케이스(battery case).
<Fig. 95> 연결 요소(link 넝ement)의 수직적인 

가장자리는 인접된 요소들과 보다 잘 접합되기 위해 

안쪽으로 파여져 있다.

I ®

언더커트는 숫주형(male tool)내의 滑従動部와 

같은 사출체 (ejector)를 만들기에 용이하다. 

암주형 (female mould｝은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고, 구조는 사출체나 滑従動部에 의해 

들어 올려지기 전에 숫주형 위에 놓여진다. 

그러면 옆면에서 끌어당겨질 수 있게 된다.

분할 주형이 보다 작은 쪽의 언더커트일 

경우에는, 만일 주형 해체 (mould release)시 

주조가 변형되어도 괜찮다면 제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ig.9O에서와 같이 길다란 스트립 

램프의 하우징 (strip lamp housing)은 보다 낮은 

단면 원리에서 고정되도록 걸쇠(catch)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걸쇠는 주조가 

변형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중심에서 1/3 

이하의 자리에 위치되어야만 한다.Fig.%의 

이중 프로필 모울딩(double profile moulding) 

에서는 숫주형에 고정되며, 그러면 화살표 

방향의 면에서 열려질 수 있다. 캠(cam)과 같이 

엘리베이션상의 면이 주어진 경우에 있어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끌어올리는 것이고 

주형의 마감을 적당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복잡한 부품의 계획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매우 간략한 정도밖에는 담고 있지 못하다.

4 •가장자리

이것은 다음의 내용들에 의해 생긴다.

1. 밑면과 옆면 사이에서 : 일반적으로 주형 

해체 방향에 대해 수평적 상태로.

2• 두개의 면 사이에서 : 일반적으로 주형 해체 

방향에서 보다 수직적이거나 또는 덜 수직적으로

4.1 • 밑면과 옆면 사이의 가장자리

Fig.92의 A와 B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작업 

과정에 있어 가장자리 디자인은 일반적인 

작업이다. 안쪽 반경은 가능하다면 10mm 

이하여서는 안된다. 비드 형태를 지닌 디자인 

B는 증가된 보강성을 제공하고, 바닥에 있어 

비드는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표면의 비정형성 

(山egularities)은 전혀 효과가 없다. D 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장자리를 겹침으로써 (butt joint를 

사용하지 않은 수작업 과정에 의해) 재료를 

강화시킨다. C는 다소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매우 주의 깊은 작업을 요한다. 

거기에는 사실상 산출되어야 할 가장자리가 

3개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쌓을 수 

있는 콘테이너 형태에 사용된다.

습식 모울딩 방식에 있어 가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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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 수작업 과정을 위한 가장자리 디자인（습식 

모울딩 과정에 적용할 만한）.

I. 매우 빈약홈이 진 C, 수지가 응결된 C）.
II. 좀나은 편（가장자리 반경이 5mm인 내부 반경은

<Fig.97> 응력의 최고점을 피하기 위해 각을 이루게 

한 모서리（오른쪽）.

<Fig. 98> 예리한 가장자리를 지닌 결함 있는 적층 

（수작업 과정）.

적층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m. 좋은 예 : 외부반경 10mm, 내부 반경 15mm, 내부 

반경은 5mm의 적층 두께를 포함한다. 옆면이 경사지어 

있다.

디자인이란 A, B 그리고 C뿐이다. SMC와 

BMC에서는 A에서 F 까지의 디자인을 

허용하지만 D는 일반적이지 못하다. F는 

바닥 처리까지 함께 한 좋은 디자인의 예라 할 

수 있다. 모두가 라운드가 진 융기된 

가장자리는 역하적 긴장력에 대해 방어 역할을 

하며, 바닥의 단면 두께에서 적층을 감소시킴 

없이 둥근 표면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가장자리는 또한 케이블（cable）의 통과를 

기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리프팅 

（lifting）에 어려움이 있다. 90° 의 각도로 완전히 

돌아간 가장자리는 부품이 고정될 수 있는 

사출을 제공한다.

4.2 . 두 면 사이의 가장자리

기본적으로 Fig.92에서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 

이러한 가장자리들은 부가적 기능으로 

취해진다 （Fig・9灣 C）. F의 경우를 위한 실례가 

Fig.%에서 보여진다. 추가적 보강 방법 A는 

자주 습식 보울딩 또는 수작업 과정에 의해 

산출된 적재 가능한 콘테이너에 쓰여진다. 

삽입 없이도 B는 증가된 하중 전달 능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측면（flank） 사이의 

거리가 충분할 경우 모든 프로세스에 적합하다. 

C는 단지 SMC와 BM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돌출부（lug）는 삽입 구조된 너트에 의해 대치될 

수도 있다. Fig.95와 같이 안쪽으로 파여진 

가장자리는 인접 부위의 접합 요소에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다.

5•모서리

모서리는 기본적으로 가장자리와 똑같은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반경을 크게 하면 

할수록 압력이 높아질 위험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모서리의 반경은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접해지는 

모서리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어떤 모서리의 

반경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Fig.96과 같이 

모서리를 사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SMC、} RMB} 사용된 곳에서는 

모서리에서의 재료의 두께는 어떤 것이든 

충분하다.

산업디자인 74,1984/6 91



<Fig. 99> 극한점까지의 훰 모멘트(flexural

Direction

No failure

momont)M： 모델一넓0|100mm, 두께 8mm( 10layers 
of 45Qg/nM mat).

믜 二1 1 目』 ja 迪J 쁘쁘丿 —시 風 . 二瀬
of testing

<Fig. 100> 다양한 반경울 지닌 가장자리.

6• 가장자리와 모서리에 대한 반경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반경에 있어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대단히 예리한 

가장자리에서는 단지 SMC와 BM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mm 이하의 반경은 습식 모울딩이나 

수작업 과정에서는 적당치 못하다. Fig.96 I의 

예리한 유리 섬유의 가장자리는 5mm 정도의 

반경을 지니며 형성한다. 이것은 파여진 B 

위의 가장자리 A와 가장자리에서 수지 축적이 

이루어진 c를 야기시킨다. 실제 작업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Fig.97에서 제시되고 

있다. 만일 5mm 정도의 반경이 채택되었다면 

(Fig.96의 II) 적층은 가장자리 D에서 아주 잘 

처리될 수 있는 반면에 가장자리 F와 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적층은 가장자리 

E의 내부 반경보다 더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 주형의 가장자리를 디자인할 

때는 적증의 두께가 나타난 최소 반경에 

접근하도록 해야만 한다. 보다 큰 반경은 

Fig.%의 in과같이 보다 더 유연하게 적층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옆면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주형 해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수작업 과정으로 할 때 안쪽 반경 G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홈이 진 로울러(grooved 
roller) 디자인의 반경에 적합하다. 반면에 ' 

Fig.98에서와 같은 결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바깥쪽 주형 가장자리⑴의 반경이 커지면 커질 

수록 과도하게 유리 섬유가 뭉쳐질 위험성은 

감소되며, 따라서 단면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습식모울딩 방식에 있어 작은 반경

(10〜 15mm이하)에서는 수지(resin)가 뭉쳐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건조시 얼룩이 

지게 된다. 일단 내부 반경에 유리 섬유의 

얼룩이 지게 되면 바깥 반경에서는 보다 짙은 

얼룩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경이 

크면 클수록 노칭 효과(notching effect)와 

응력의 최고점(peak stresses)이 감소된다. 큰 

가장자리의 반경을 지닌 적층은 작은 반경을 

지닌 것보다도 분리 해체시 보다 용이하게 

된다. Fig.99의 후자는 안쪽 가장자리상에서 

쪼개질 것이다. Fig.lOO은 가장자리 반경의 

기능으로써 둥근 가장자리와 예리한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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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武器입니다.

ar

金新韓画具工業社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724 4119

CARMINE CARMINE

이제부터 디자이너 여러분은 외국제 

마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읍니다. 
일본 홀베인과 기술협조로 신한에서 

제조한 간즈마카는 디자이너 여러분 

의 아트•워크를 한결 즐겁게하여 드 

릴 것입니다.

imtnwnfei
QANZ

신한 일러스트•패드는 일러스 

트 • 마카용 용지를 수입하여 

제본한 제품으로서 적당한 투 

명도와 백색도를 유지하여 마 

카의 발색을 촉진시키는 전문 

디 자이너용입니다.

2 절 크기와 4 절 크기의 2 종 
류가 있읍니다.

12.83. COLORS SET



제19 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안내

THE 19th KOREA lADUSTRIflL DGSIGA GXHIBmon

1 •개최기관
주최: 상공부

주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후원: 한국방송공사

2. 전시기간
서울:'84년 9월 1일- 9월15일（15일간）

부산: '84년 9월25일- 9월3嗅（ 6일간 

대구 ： '84 년 10월10일- 10윌15일 （6 일간） 

대전 : '84년 10월23일- 10월28일 （6 일간）

광주: '84넌 11월 5일一 11월10일（6 일간）

3. 전시장소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지방: 각 시•도 상공회의소 전시장 （단, 전라남도는 예술회관 전시실）

4. 춥품자격
제한없음（단, 합작인 경우 2인 이내의 공동출품만 인정）

5. 출품부문

가. 제1부: 시각디자인 부문

1） 선전디자인: 포스터, 구예시점（POP）강고 신문，잡지 광고 등

2）출판디자인 : 카다로그, 팜프렛, 서적 둥의 장정 및 레이아웃

3） 포장디자인 :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둥의 상업포장

4）디자인 이미지 통합계획（CIP）

5） 일러스트레이션, 심볼마크, 싸인, 타이포그래피 둥

나. 제2부 : 공예 부문
1） 산업공예품: 기게생산, 조百쌍산이 가능한 양산공예품 및 반수공예품

2） 생활공예품: 실용성이 높은 가정용품 사무용품 완구，장신구 기념품 둥

다. 제3부 : 제풍 및 환경디자인 부문

1） 소비자제품디자인 : 가전제품, 주방용품, 레저용품, 완구, 가구 둥

2） 공공용, 상업용제품디자인 : 사무기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상업용 

서어비스기기 둥

3） 산업장비디자인 : 공작기계, 농업기계, 광산기계 수산기계 섬유기게 둥

4） 수송, 교통설비디자인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항공기 등

5） 환경설비디자인 : 교통부대설비물, 옥내외 공공 환경설비물 등

라. 초대•추천작가 부문

초대 및 추천작가에 한함

6.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가. 제1부: 시각디자인 부문

1）작풍규격
（가） 평면작품인 경우 전지규격（73anX 103cm）의 판넬（두께 3cm） 또는 

73cbX73cb 규격의 판'虫두께 3cm）2매 이내

（나） 입체작품（CIP, POP포장디자인）인 경우, 작품진열면적은 90s X 100cm 

이내로 하고 작품과 별도로 2매 이내의 설명판넬（규격 73c«X73c»,

두께 3cn）을 동시에 출품

2） 제작요령
（가） 공공의 시각전달 매체로써 다양한 분야의 시각디자인 작품을 제작

（나） 실용화를 위하여 가급적 실존하는 업체 및 제품올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

（다） 가능한 한 인쇄처리된 작품을 제작

（라） 내용상의 유의사항

。독창성 （아이디어）

。표현내용（의미, 문안）

。표현기술（형, 색 질감, 레터링 레이아웃

。실용성（용도 가격, 인쇄방법）

나. 제2부 : 공예 부문

1） 작풍규격

（가） 작품진열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50cm 이내

（나） 훼손, 망실의 우려가 큰 작품은 별도의 보조장치를 설치

2） 개작요령

（가） 양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

（나） 제작기법의 합리성 및 난이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품올 제작

（다） 가급적 다양한 소재, 재료 및 아이디어를 혼합•응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유도 가능한 작품

（라） 내용상의 유의사항

。독창성 （아이디어）

。심미성（형, 색, 질감）

。실용성（용도 기능）

。생산성（제작기술, 제작방법）

。경제성（가격, 제작비용）

。상품성 （구매선호도）

다. 제3부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1） 작풍규격

（가） 작품 진열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50cm 이내

（나）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2매 이내의 설계도 판넬（규격 : 739X73（4 

두꺼 3c», 설계도는 횐색 바탕에 검정색 제도）을 동시에 출품

（다） 디자인 발의,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관한 내용올 기술한 연구서 

제출（연구서 규격은 8절지 10매 정도 전면만 사용하여 타자）

2） 재작요령

（가） 현실적인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는 디자인 대상을 선정

（나） 문제해결의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

（다） 합리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

（라） 기술상의 문제에 각별히 유의

（마） 내용상의 유의사항

。테마선정 및 방향설정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종합 및 제시

- 형태（조형상의 심미성,독창성）

- 기능（용도의 합목적성,편리성, 안전성）

- 구조 및 재료（재작, 가공, 조립상의 기술 및 과학성）

- 가격（생산, 시장성）

7. 출품제한
가.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한 작품

나.모방성이인정되는작품 /

다.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풍

라.요강에 명시된 제작규격에 적합하지 않온 작품

8. 출품절차
가.출품원서배포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각 시•도 상공회의소 

나. 배 포 기 간:'84년 6월 1일 부터

다. 작품접수

1）제1부 시각디자인 부문 : '84년 8월 7일（화）

2） 제2부 공예 부문 : '84년 8월 8일（수）

3） 제3부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 '%넌 8월 일몪 

라. 작품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마출 품 료: 작품종당 5,000원

9. 작품심사
가. 심사기구: 관게기관과 사계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나.심사기준 : 부문별 제작요령의 내응에 엄격히 준함 

다. 심사발표 : 1984넌 8월 25일（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

10. 전시작품
가.입•특선 및 입상작품

나. 심사위원 및 초대•추천작가 작품

다.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및 제품

11•시 상
가.일 시 :'84년 9월 1일

나.장 소:한국디자인포장센터

다내 용:

구분 시 상 내 용 점 부 상

일 

반 

작 

픔

부 

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상공부장관상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이사장상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희장상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전국경 境 인연합회 회장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상 

중소기업진 흥 공단 이사장 상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륙선 및 입선

1
1
1
3
1
1
1
1
1
1
1

W 3,000,000 
2,000,000 
1,500,000 

（각）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튝선•입선상

齧 

雜

초대작가상 

추천작가상

1
1

1,000.000
1.000,000

12. 작품반출
출품작온 다옴 기간나에 반출하여야 하펴, 기간내 미반출품은 주관측이 임의 

처분한다

가. 반출기간

1）낙선작품 : '弘년 9월 3일 〜9월 8일

2） 초대•추천작가 작품 : '弘년 10월 일〜10월 6일

3） 전시작품 : '84년 11월 19일 〜 11월 2川0出 반출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나. 반출장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3. 문 의 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전화 : 762 9137, 9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