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슨f 업口 7W 인 7으
INDUSTRIAL OESIGiN

특 집 : 한글 글자 표현의 가능성 

연구논단: 제품 디자인과 소비자 연구 

디자인정보:산업 디자인의 현황과 실태 

디자인자료•• 마찰표면

부 록： 1984년도 디자이너 등록자 명단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f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DDDDDDDDDDDDDDDD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DDDDDDDD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 F FFFFFFFFFFFFFFFFFF 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 FFFFFFFF 

W3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BdHH HHHHHHHHHHHHHHHHHHHHHHHHHHHHH HHHHHHHHHHHHHHHHHHHHH 

ri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h 111111111111111111 
JJJJJJJJJJJKKKKKKKKKKKKKKKKKKKKKKKKKKJJJJJJKKKKKKKKKKKKKKKKJ 
iLLLLLLLLLLLLLLLLL MMMMMMMM LLLLLLLLLLLLLLLLLLLLLLLL MMMMMMMML 
kl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M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oOOOOOOOO00OOOO00OOOOOOOOOOOOOOOOOOOO00OOOO00OOOOOo

■ ppppppp PQ 

RRRRRRRRRI 
JSSSSSSSSS 

TTTTTTTTTT

*」飞▼飞 ^PPPPPPPPPPPPQQQQQQQQQQQQRRRP
K V、RRRRRRRRRRRRRRRR RRRRRRRRRRRR

不门一口 V
JUUUU VU V 
uuuu 1\八

、UUUl/k lUUlJHinilJUUUUUUUUUUUVVVVVVVVVl 
丁V、wvvv vvvvvvvvvvvvvvv \

•二总篱B區T羅• ■ WWWWWWWWWWWWWW \ 
習YYZZZZZZZZZZZZZZZZZ)

区亡亡亡区탄亡亡亡亡EEEEA
)[[[]]】••*§§/〃 ... ,・・・・：

* 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 eeeee e

网2必이夕
teeeeeeeee< 
Nfffff gggg 注ggggggs

...ihhhi.
— I
.11111

p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h h h 

kkkkk kkkkkkkkkkkk
L. I. I. I. I, 1, I, I. L U. 1. I. ilia.

IIIIIIHlili llllllllllll ，mm. _”二스
n m m m m m m m m m

m 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xxxxxxxxxxyyyyyyyyyyyyyy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aaaddduuuaaadddd

zzzzzzzzzzzzzzzzzaaaddduuuaaaddduuuaaaddduuuu?„„„n
aiddduuuu?,, » %???““ + + + — — ••• + + +---- ••• + + +------

RmMMMMMMMMMMMMMMMMMMMMM MMMMMMMMMMMMMMMMMMMMMMMMMMM 

■ nnnnnnnnn 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boo 0000000000000 000 OOOOOOOOOOOO 0 000000 0 00000000 00 0000 
■PPPPPPPPP PQQQQQQQQQQQQ RR R pp ppp PPPPPP ppp PQQQQQQQQQQQQ RR RR 

■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  
fSSSSSSSSSSSSSSSSSSSTTTTTTTTTTTJ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UUUUUUUUUUUUUUUUUUUUUUUUU 

Kt tt h 1111” 11111111 ii 11 hi " 1111111H111111111111111 丨 11" 11111mli I m 111111111 口口 111111111111V八八八八八八八八八/



'83년 우리의 수출은 241 억불을 돌파했읍니 

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 

업은 90년대에 기필코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출을 더욱 증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 

상,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품의 개발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고 다양하며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종합된 두 

뇌 기술의 영역이며 또한 산업디자인의 전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 

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재 유통구조에 맞게 

경제적으로 포장될 때 비로소 우수한 상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결국 우리에 

게 내재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두뇌기 

술의 개발과 이것의 적극 활용 뿐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산업디 

자인과 포장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는 여러가지 국가시책 

사 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주요사업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연구개발

• 지도사업

중소기업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지도 상담

•교육연수사업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산업디자인 교육 

및 포장관리사 교육

• 출판 및 홍보사업

「산업디자인 지」및「포장기술지」발간, 기타 전 

문서적 출판

•전시사업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및 기타 관련전 

시, 상설전사관 운영 전시장 대여

• 자료수집•관리 및 전파사업

디자인 및 포장분야의 전문도서 자료를 소장 

한 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

•국제협력사업

국제산업 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국제시각 

디 자인협의 회 (ICOGRADA) 세 계포장기구(W 
PO), 아시아포장연맹(APF) 가입 및 회원 단 

체 활용

•관련단체 지원사업

•포장자재 공급사업

국제규격의 골판지상사 공급을 위한 시범공장 

운영

• 기타 정부의 위촉사업 및 승인사업

한구디자인포장선!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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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글 글자 표현의 가능성

김 진 평 서울여대 산업미술과 교수

1•머리말

각종 매체에 표현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는 그 표현 방법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활자 표현의 방법과 손글자 

표현의 방법이다. 활자와 손글자는 마치 옷에 

있어서 기성복과 마춤복으로 비교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어느 글월이라도 판짜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기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활자이고, 손글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의 

낱말이나 글월만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손으로 

맞추어 표현하는 글자이다. 따라서 손글자에 

드는 시간과 노력과 경비는 활자에 비할 수 

없이 많이 들지만, 반면에 활자보다 글자 

균형이나 개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대상에 꼭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글은 활자체의 

종류가 대단히 빈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성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손글자의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 

요구되는 글자 성격이 기존 활자체에서 

표현되지 못할 때,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불사하고 손글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 한글 활자체가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 지금의 손글자 표현 중 많은 

숫자가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수량적 감소는 또한 그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동시에 디자인의 표현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과 경비의 절감 효과로 

좀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투여될 여유를 

주게 되어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중대한 활자체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낙관적으로 볼 

때, 한글 활자체도 가까운 장래에 여러 장애 

요인들이 극복되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술 혁신으로 하루가 다르게 개선됨에 따라 

과거의 기술적, 기계적 제약이나 경제적 

부담이 오늘날 별 문제가 못되는 시대적 

상황과 경제 발달 및 국제화에 따른 문화 

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필요가 있는 곳에 

방법이 있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자 표현에 있어서 

한글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과도기적 현상으로 손글자의 표현이 이상 

발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손글자의 잠재력이 

확인될 수 있다. 글자 표현에서는 어디까지나 

활자와 손글자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숨겨진 

가능성을 먼저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글의 모아 쓰기를 전제로 할 때 활자 

표현과 손글자 표현의 각 분야 속에서 

구체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한 

것이다.

2. 글자꼴 나무

한글 사용은 글자의 표현 수단이나 그 

성격상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도표로 만들면 그림 1과 같은 한글의 

글자꼴 나무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때에 가장 

밑뿌리가 되는 것은 닿글자와 홑글자, 혹은 

받침 닿글자를 모아 쓰야만 온전한 글자를 

이룬다는 모아 쓰기 이론이다. 글자는 일정한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약속된 

기호이므로 이미 530여 년 동안 약속해서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 초등 교육에서부터 

가르쳐 오고 있는 모아 쓰기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글자 이전의 기호적 차원의 문제가 

되어 버릴 것이다. 문화 혁신으로 한글 풀어 

쓰기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한글의 모든 글자 표현은 모아 쓰기가 

대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임 

글자를 가장 큰 줄기로 하고, 손으로 한자 

한자 표현하느냐,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표현 수단에 따라 개성적 

손표현과 보편적 기계 표현의 두 줄기로 크게 

나뉜다.

⑴개성적 손표현

손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표현할 때는 

표현하는 사람의 개성이 함께 표현된다. 

따라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글자의 

성격도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이 같은 글자를 표현하여도 글자마다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개성적인 손표현을 

표현의 방식으로 보면 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된다.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하여 보통 

“글씨 쓴다”고 하는 의미의 자유 표현의 

방향과, 사전에 정밀한 계획이나 설계를 하여 

정확한 제도용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제도 

표현의 방향이 그것이다. 자유 표현의 방향은 

즉흥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제도 표현의 방향은 

의도적 성격이 강하다.

자유 표현의 구체적인 보기로는, 먼저 가장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일상적인 필기 글씨를 들 

수 있다. 이는 표현하는 사람의 개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서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 글씨체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붓글씨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붓글씨는 일상적 필기 글씨와 구분하여 

이른바 서예라고 해서 붓으로 쓰는 행위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을 말한다. 

오늘날처럼 볼펜이나 연필과 같은 편리한 

필기 도구가 없었던 옛날에는 유일한 필기 

도구가 붓이었기 때문에, 일상적 필기 글씨와 

이른바 서예라고 하는 예술적 붓글씨가 구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필기 

도구의 발달로 인해 그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붓글씨는 개인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데 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붓글씨를 쓰는 작가는 

손과 붓의 흐름이나 힘, 먹의 성격, 글자꼴의 

특징, 낱말이나 글월의 짜임새, 여백 등을 잘 

이용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술적 감흥을 

느끼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표현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손멋 烹씨이다. 

이것은 특정한 쓰임새를 위해 자유롭게 쓰여진 

글씨로서 쓰임새에 맞는 성격의 표현을 위해 

필기 도구, 재료, 기법 등이 다양하게 

응용된다. 때로는 붓글씨의 성격이나 일상의 

글씨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손멋 글씨가 이들과 혼동될 수 없는 것은 그 

실용성에 있다. 손멋 글씨는 표현 방식으로 

볼 때 자유 표현의 방향에 속하지만 그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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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제도 표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 표현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리, 표현되기도 해서 

손멋 글씨는 성격상 자유 표현과 제도 표현의 

중간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제도 표현은 손멋 글씨와 함께 손글자 

표현(hand lettering)에 해당된다. 손글자 

표현은 일상적 글씨나 예술적 표현이 아닌, 

활자의 쓰임새와 같이 대체로 대량 복제가 

전제되는 곳에 쓰이도록 손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손글자 표현 중 제도 표현은 

손글자 표현 방식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레터링(lettering)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좁게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손글자 표현 속에 손멋 글씨도 중요한 

몫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⑵보편적 기계 표현

글자가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표현되는 

글자의 기계 표현은 손에 의한 표현과는 달리, 

글자 속에 특별한 개성이 표현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균형이 요구된다. 또한 

기계에 의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는 항상 똑같이 표현될 수 밖에 없으며 한 

활자체 (type face)는 모든 글자에 일관된 

크기의 기준을 두어서 활자의 크기가 고르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한글 활자는 

표현 방식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개의 

소리 마디가 하나의 옹근 활자로 표현되는 

옹근 표현과, 한 개의 소리 마디가 닿흘자의 

쪽자끼리 모여서 모임 활자로 표현되는 모임 

표현이다.

한글은 역사적으로 볼때 글자의 원리로는 모아 

쓰기를 전제로 하였지만 목판 글자, 고활자, 

붓글씨 등에서 보이는 실제의 옛글자꼴에서 

이러한 원리가 시각적으로 철저하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모아 쓰기 원리를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차라리 한 

글자 안에서의 공간의 균형을 더 추구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간단하지만 실제의 

글자는 소리 마디 수와 똑같은 각각의 옹근 

글자의 조형을 만들어 낸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만 옹근 글자의 조형에 매우 익숙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인 활자의 성격상 활판용 활자나 

사진 식자용 활자에 이러한 옹근 글자의 

조형이 선택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말을 모두 표기하려면 약 2,20(자의 

한글이 필요하므로 옹근 활자로는 이같은 많은 

수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 모임 

활자는 한글의 모아 쓰기 원리에 따라 첫닿자, 

홀자, 받침닿자 등의 기본적인 쪽자의 활자만 

갖추면 되므로 활자로 글월을 짜는 데는 모임 

활자가 비할 수 없이 신속하고 기능적이며 

경제적이다. 그래서 주로 사무용 타이프라이터 

혹은 컴퓨터의 단말기에는 이러한 모임 활자가 

이용된다. 그런데 모임 활자는 쪽자를 

기계적으로 모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글자에 

따라 시각적 불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많고 

옹근 활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런 활자꼴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3. 역사적 유산

한글 글자 표현의 가능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한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무시할 수 

없겠다. 한글 창제시의 글자 원리가 당시 글자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떤 글자꼴로 

변천되었는가는 오늘의 글자 생활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글자꼴의 변천 과정은 글씨 도구나 

재료 및 당시 문화 사조에 크게 영향받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한글은 창제시에 이미 

완벽한 모아 쓰기의 원리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반포(세종28년 : 1446년 10월) 

이래 537년 동안 글자꼴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해도 옛 문헌에서 수집될 수 

있는 목판 글자나 고활자를 비교해서 창제 

직후 약 50년간과 이후 100년을 단위로 나누어 

보면 작은 폭의, 그러나 분명한 변천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먼저 유일한 필기 도구였던 

붓의 영향과 다음으로 당시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한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글이 

창제, 반포된 직후 약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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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훈민정음 원본. 세종28년（1446년 ）간행/목판본

（1446〜 1450년의 기간으로 이를 창제기라 

한다） 발간된 훈민정음 원본,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에 나타난 최초의 한글은 붓으로 

쓰기가 어려운 성격으로 모서리가 반듯하고 

대단히 기하학적인 직선과 정원, 사선들로만 

이루어진 글자꼴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글월 

속에 동시에 찍혀 있는 유연한 붓글씨체의 

한자와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그림 2, 3）.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글 창제 의도와 이러한 

글자꼴의 대조가 잘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창제기 이후 약 50년 동안（1450〜 1500년으로 

이를 과도기라 한다. ）에 발간된 원각경언해, 

증도가언해 등의 많은 불경 번역저에 나타난 

글자꼴은 이미 창제기 글자꼴에서 보이는 

한자와의 대비는 없어지고 동일한 글월 속의 

한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서리가 반듯했던 글자는 붓에 의한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창제기의 

기하학적인 성격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고 

특히 닿글자의 비례와 균형이 창제기와 

유사해서, 보다 분명한 글자꼴을 이루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그림4）. 
과도기 이후 약 10。년 동안인 1500년대의 

글자꼴은 과도기에 보이던 기하학적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벌써 오늘날의 활자 균형에 

가깝게 정착되고 있다（그림5）・ 붓에 의한 

글자 표현이 자리 잡혀서 닿글자의 기하학적 

특징은 붓글씨 성격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동일한 글월 속에 같이 표현된 한자와 똑같은 

필법으로 동화되어 있어서 이때부터 일반의 

글자 생활에 한글이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1600년대의 글자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숙 • 중조 이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한글 宮体의 출현이다. 이는 

궁중이나 규중의 여인들에 의해 확립된 한글

그림3. 용비어천가, 세종29년（1447년 ）간행/목판본

붓글씨로 한글이 생활화됨으로써 붓에 의한 

한글의 필법이 정리되어 나온 결과라고보겠다. 

글자 공간의 균형 원리나 필법은 한자 

붓글씨에서 영향을 받아 한글에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궁체는 글씨 쓰는 속도에 따라 

바른체（棍書体） 에서 흘림 체（草書） 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간행본에 사용되는 

활자의 균형에는 가로로 배열하였을 때 이러한 

궁체의 성격이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1700년대의 민중 사회에는 실학과 문예가 크게 

발달하고 시가와 소설이 전성기를 이루어 

한글'소설의 책자가 목판본으로 많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행본에 

찍힌 고활자는 오히려 그 균형이 조잡한 것이 

특징이다（그림6）. 그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따른 활판 시설의 파괴와 

기술자들의 피해로 인해 활자를 새로 

급조하여 제작한 결과였다. 1800년대의 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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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원각경언해, 세조1아虫 1465년）간행/목판본

그림5. 악장가사, 중종〜명종（1506〜1567년）간행추정/목판본

그림6. 내훈. 영조12년（1736년）간행/고활자본（훈련도감자）

그림7. 오륜행실도, 철종10년 （1859년 ）간행/고활자본（정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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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윓궁에 이쇼믈 봃저긔

이보、미너、비 두려위 상빵귁에

긔자^리서! 니-조 r卜리已卜 니，손兄全 

디■"티 或기•츠니 업다 

不녀이다 펼바긔 나r겨들멍 

디러로러이 다
그림8. 원각경언해（과도기）글자의 가로배열

1700년대에 비해 짜임새 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1500년대의 활자 균형과 

비교하면 별다른 진전이 없다（그림5,7）. 

활자꼴의 균형은, 활자로 파기 전에 붓글씨로 

글자를 반듯하게 먼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의 글씨 쓰는 사람의 기술과 글자 균형 

감각에 많이 좌우된다. 따라서 DOO년대에 

벌써 붓글씨에 의한 한글 활자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모아 쓰기로 

해서 일정한 공간 속에 글자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옹근 활자의 기본이 되어 1800년대 

말의 신활자 제작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갔다. 

이상과 같이 한글 창제 이래 乃0여 년간의 

기간은 균일한 공간에 적절한 글자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옹근 활자의 균형은 

이러한 역사적 변천 과정의 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글 역사에서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결코 짧지 

않은 한글의 역사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글자의 성격은 찾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영자 알파벳의 경우도 따져

그림9. 악장가사（1500년대）글자의 가로배열

보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활자체를 비롯해서 

소문자까지도 글자 역사 속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한글의 경우, 새로운 활자체의 

표현에 앞서, 이러한 한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가지 귀중한 유산들을 찾고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보기를 든 연대별 활자꼴 중에 가로로 

배열한 것은 그림&9이다. 옛 활자는 모두 

세로 배열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성격이 

정리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밖에 연대별 

활자뿐만 아닌 독특한 흘림체같은 붓글씨들도 

정리되어 활자체로 표현될 가능성이 큰 

역사적 유산이다.

4•글자 표현의 가능성

글자 표현의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글자 표현의 범위를 정해야 하겠다. 좁은 

의미의 글자 표현은 손글자의 표현 

（hand lettering）을 뜻하겠으나 이 곳에서는 

넓은 의미를 뜻하고자 한다. 즉, 일상적 글씨나 

예술적 표현만을 제외한 글자꼴 나무의 전 

영역이 포함된다. 이는 글자 표현에 있어서 

실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량 전달에 쓰여질 목적이 있는 

글자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글자 표현 

역시 기계 표현이 활자 표현과 손글자 표현으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특성에 따른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1）활자 표현

한글 활자의 형식에는 앞서 언급한 바 옹근 

활자와 모임 활자로 나뉘며 이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옹근 활자는 역사적인 

글자 유산을 이어 받아 다듬어진 활자 

형식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글자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2,200여 자에 이르는 

많은 활자의 수량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복잡도에 관계 없이 일정한 네모틀 안에 

똑같이 맞춘 글자 균형에의 비판이 늘고 있다. 

모임 활자는 한글 타이프라이터 개발에서 

비롯된 글자의 입력과 출력의 필요에 따라 

뒤늦게 개발된 활자 형식으로 단순한 입력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고 기능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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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장점은 있으나 글자 출력의 

결과에서 일반 대중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나날이 혁신되어 가는 

전자 기술에 의해 입력은 간단해도 글자 

출력의 결과가 점차 기술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 해도 모임 

활자에서 역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닿자와 

홀자의 효과적인 집단화(혹은 표준화)이다. 

즉, 획일적인 집단화로는 출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기계적 여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각 조정의 정보가 입력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옹근 활자의 균형에 

익숙해 있으므로 시각적 만족을 느끼는 기준을 

대체로 옹근 활자에 두려는 경향이 있다. 모임 

활자의 형식으로 옹근 활자꼴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시각적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옹근 활자꼴에서 찾아서 

이를 수시로 참고해서 모임 활자가 표현된다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겠다. 활자의 

형식상 활자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옹근 활자에서 대단히 높다. 활자 

형식에 따른 활자꼴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옹근 활자의 표현 가능한 방향으로는 먼저 

모임 활자꼴을 응용하는 방향이 있다. 즉, 

모임 활자꼴의 첫닿자와 받침닿자가 일정한 

자리에 찍혀서 닿자 기준선이 위로 올라간, 

모임 활자꼴의 독특한 성격을 그대로 응용할 수 

수도 있고, 닿활자를 부분적으로 표준화 시켜서 

간판 글자나 전사용 글자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모임 활자와 옹근 활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각각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다 메울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모임 활자, 옹근 활자 모두가 손 표현의 

영역에서 새로운 활자 표현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글자의 변천 과정에서 그 당시 

필기 기구의 영향이 컷던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필기구에 의한 새로운 성격을 

발견하여 정리할 수도 있다. 또한 손글자의 

제도 표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 방향이 

활자로 정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글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물려 받을 수 있는 

유산도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방향이다.

이처럼 활자 표현은 가장 보편 타당한 

균형과 성격의 방향 이외에도 어느 정도의 개성 

표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개성 있는 활자체가 

활발히 개발됨으로써 활자가 제 몫을 온전하게 

발취할 수 있는 것이다.

(2)손글자 표현

독특하고도 창의적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손글자 표현의 영역이다. 한글은 

글자에 따라 조형 조건이 아주 달라서 하나의 

낱말이나 몇 개의 낱말이 모여진 글월의 조형 

조건이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기에 유리하고, 

불리한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가령 같은 

세글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라 해도 받침닿자가 

하나도 없는 '개나리'와 '갈월동'은 그 조형 

조건이 아주 달라서 표현상의 어려움이 있다. 

손글자 표현의 가능성은 주어진 글자의 조형 

조건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서 개성 있고 

균형 있게 만드냐 하는 데에 크게 좌우된다 할 

수 있다. 개성 있는 손글자 표현을 참고로 같은 

성격의 활자 표현의 전개가 어려운 것은, 

이처럼 손글자 표현이 주어진 글자의 조형 

조건에 의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조형 조건의 글자에 성격을 통일해야 하는 

활자 표현에서 이러한 개성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한글 활자의 독특한 표현이 어렵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한글의 손글자 표현의 매우 활발한 

근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손글자표현의 

가능성은 먼저 옹근 활자와 모임 활자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들은 기본으로 

새로운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모임 

활자의 독특한 기준선의 변화를 응용할 수 

있으며 이같은 방향은 최근의 손글자 표현에서 

자주 시도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붓글씨나 

일상의 필기 글씨, 혹은 손멋 글씨에서 보이는 

손의 필력을 응용하여 글자꼴에 손의 흐름과 

필력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 줄기는 대체로 가로, 세로 줄기, 

빗침 줄기, 이등 줄기 등의 가로, 세로, 사선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단조롭기 때문 

때문에 손의 흐름에 따른 곡선적 성격은 보다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 활자의 다양한 활자체에서도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수천종에 

이르는 영자 알파벳의 경우는 돋보임 활자 

(display type) 뿐만 아니라 줄거리 활자(body 

type)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격이 개발되어 

있어서 손글자의 표현에 많은 암시와 자극을 

주고 있다. 손글자 표현에서도 한글 변천 

과정상의 여러 가지 성격이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가령 훈민정음 창제기의 

단순 명쾌한 목판 글자의 성격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밖의 글자와 연관되지 않는 

어떠한 시각 요소라 해도 손글자 표현의 소재와 

내용으로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그 시대의 문화 사조나 경향조차도 

글자의 성격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글자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글자 표현의 모든 

영역은 서로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다. 활자 표현과 손글자 표현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했을 때 각 표현에 주어진 표현 수단의 

차이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성격 표현의 가능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글자꼴 나무의 모든 영역은 표현의 커다란 

寶庫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영역은 서로 

끝없이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새로운 성격이 

창조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글 창제 이후 530여 년 동안의 기간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옹근 활자꼴의 완성 

과정으로만, 아니 역사적 유산을 담고있는 

제2의 寶庫로서 그 속에 있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고활자체나 붓글씨를 정리하면 

새로운 활자체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한글의 모아 쓰기 안에서 글자 

표현의 어려움을 찾으면 그 어려움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글자 표현의 가능성을 찾으려 

들면 그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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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라세트의 발달
-변화하는 활자의 字面-

레트라세트는 1958년에 濕式 

転寫法(wet transfer system)으로서 

처음 제작되었는데, 그 당시엔 실크 

스크린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매우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를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었고 또한 

인쇄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레트라세트사의 

字体 담당 중역인 콜린 브리그날(Colin 
Brignall｝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글자체의 디자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전통적 가치들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아마도 거의 틀림 없이, 지금까지 발명된 

다른 어떠한 방법들보다도 레트라세트를 

사용하여 몸소 植字를 만들어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다른 식자 수단과 비교해 

볼 때, 레트라세트는 대단히 낮은 기술 수준의 

것이기는 하지만, 乾式転寫法(dry transfer 

system)만이 유일하게 디자이너들이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한 

전사법이다.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dry 

transfer lettering)과 사진 식자법 (phototypeset

ting)은 지난 1950년대 이래로 나란히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완전히 인쇄계를 

지배하고 있다.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과 사진 식자법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 양자의 기법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고안되었고, 또 영국의 국내 

시장에선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사진 식자법이 조금 먼저 

시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와는 

약간 달랐다. 오늘날, 레트라세트는 국제적 

무대에서 상당히 활발한 분야이며,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새로은 字面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 레트라세트는 수 년 동안 

제품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화되어서, 팬톤 

매칭 시스템 (Panton Marching System)과 

베 인브리 지 아트 보드(Bainbridge art board)와 

같은 것들이 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은 여전히 핵심적인 

제품으로서, 그것의 독특한 장점들이 완전한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다. 그것은 그것보다 

정교한 방법들과는 달리 사용하는 데 전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전문적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이에 창조성을 가미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에 대한 초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디자이너들이 엄격한 자체 원칙이 거의 없는 

상황하에서 이 방법의 가능성들과 난점들을 

검토하게 되었을 때 기초적 문제점들이 많이 

잔재해 있었다. I960년대 초기에 이르러, 아트 

디렉터들이 사진 식자법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글자 배열법이 약간 퇴색하게 되었다. 

즉, 일단의 글자들이 유행하게 되었고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은 이러한 유행에 상당히 

적합한 것이었다. 사진 조판자들은 

'트래킹 (tracking)，으로 그 배열을 형식화하려 

하였고 레트라세트사조차도 이러한 유행에 

맞도록 자면들을 디자인하였다(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ompacta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레트라세트사가 London College of Printing의 

교수인 Fred Ramben에게 주문해서 만든 

것이다).

지난 23년간에 걸쳐 레트라세트사가 

인쇄술에 미쳐온 영향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으며(건식 전사 제품은 1961년에 처음 

제작되었다), 또한 그러한 영향력은 더욱 널리 

확산되어 왔다. 사람들은 언제 레트라세트의 

새로운 자면들이 나왔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인 제조자들(signwriters)이 그 새로운 

스타일들이 나오자마자 곧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후의 발전은 어떠한가? 사진 

식자법은 본문의 복사와 표제 양자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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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드와이안｛Edwardian) : 이것은 콜린 브리그날이 

디자인한 것으로, 아이카러스 컴퓨터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해서 중간 웨이트(weight)로 제작된 것이다. 이것은 

조잡한 음화를 얻기 위해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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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은 주로 표제들(headJine*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본문(text)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패턴이 제작되어 왔다. 

그런데 시장성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 

의문점들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고유한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것들은 이것들을 

따르도록 하는 의식적 결정을 필요하게 하는 

것이었다. 레트라세트사의 제조 과정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신속히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커다란 

장점이었다. 레트라세트 사의 디자이너들은 

대안적 글자들과 합자체들을 고안함으로써 

여러 벌의 활자면을 더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중대한 

움직임은 본문용 자면으로서 사진 조판법을 

쓰는 제조업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자면들을 

디자인함으로써 그 흐름이 역전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레트라세트사의 자면들이 시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모든 주요 본문용 

자면들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랫 동안 

알려져 온 사실이었다. 결국, 레트라세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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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무인(Rubber Stamp) : 러버 스템프는 차 상자나 

화물에 사용되는 다른 경우들에서 볼 수 있는 복고풍의 

레터링으로서, 그래픽적 의미에서 긴급과 자극을 더해 

주고, 또 이러한 종류로 만든 두 가지 스탬프 효과의 

자면들 중 하나이다. 비형식적인 효과는 수많은 대체 

글자들을 준비함으로써 고양된다.

3. 에진코트(Agincourt) : 데이비드 케이(David 
Quay)는 중세 영어의 필체를 사용하여 모노타이프(Mo 
notype)의 고영어(Old 타、glish)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원형보다 약간 더 굵고 또 더 

간결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흐름이 자유롭다. •

4. 스티브(Steve) : 스티브는 레트라세트사의 

스튜디오에서 디자인된 것으로서 컴퓨터가 제작한 

레터링을 모방한 것이다.

5. 아이소메트릭(Isometric) :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의 수많은 요구들에 상응해 아이소메트릭은 

헬베티카(Helvetica)에 기초하였으며 뒤로.30。경사를 

가진 이태릭체 폰트이다. 두 가지의 이형들이 모두 같은 

면에 나타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까지 니온 

새로운 자면들 중에서 가장 잘 팔려 온 것이다.

제품 종류가 확대되어 중요하고 잘 알려진 

본문용 자면들의 전부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레트라세트사는 디스플레이(display)와 

본문 식자｛text setting) 양자 모두에 적 합한 

자면들을 포함하는 활자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77년에 

레트라세트사와 ITC에 의해 제작된 콜린 

브리그날의 이탈리아(Italia)체와 같은 성공적인 

것들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보다 중요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장의 추세와 관련하여 본문용 

자면들로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장 동향 때문에 

레트라세트사는 활자면 시장 관리를 위한 

자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회사의 

명칭은 타이포그래픽 시스템 스 인터내셔널인데, 

중요한 기능은 레트라세트사 자체의 

독점적 활자의 자면인 식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들에게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레트라세트사는 실제적으로 모든 

주요 자면들을 그들의 제품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금속 활자에서 

본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물들은 

본래부터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생산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의 절박한 요구를 위해 훌륭하고 창조적인 

자면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레트라세트사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주물 공장들이 디지탈화된 

포오멧 (format)으로 그들의 자면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980년에 TSI는 독일 

회사인 URW로부터 아이카러스(Ikarus) 

컴퓨터 기본 체제에 대한 권리들을 사들였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식자 제조 공업에 

디지탈화된 폰트(fon。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은 

주문에 의해 제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질이 

저하됨은 물론 그래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TSI는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고 아이카러스의 권리들을 다시 UR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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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것은 전체 아이소메트릭(Isometric) 폰트로서, 

레터링을 등각 투상(Isometric projection)에 적용한 

것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탱카드(Tankard) : 탱카드는 19세기 초엽의 목판 

자형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邑 근본적으로 가는 

그림자 선을 갖고 있는 투박하며 가늘고 긴 로마체(Bold 
Condensed Roman)이匚卜.

매각시켰다. 그러나 아이카러스를 사용하는 

장점들은 간과되지 않았으며, 그 체제는 

자면들의 디자인과 삽화 제작을 도우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수년간에 걸쳐서 레트라세트사의 제품을 

위한 시장들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주물 

활자에 있어서 처럼 아라비아 글자의 시장인 

중농과 영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오늘날 런던 주위에서 

수많은 아라비아어의 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래에는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 

확보된 성공적 시장 관리 정책들이 계속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매년 제품의 종류가 

확대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자면들의 

정기적인 제작은 새로운 카탈로그의 출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새 

카탈로그에 새로운 활자면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지 않은 仕入 업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훨씬 용이하게 되며, 

새로운 자면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이미 

만들어 비축한 것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상당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고객이 

그러한 것을 찾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비축되어 있다.

초기 단계

보다 빠른 레터링(lettering) 방법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레트라세트사를 설립한 사람은 핸드 

레터링(hand lettering) 기술자인 다이 

데이비스(Dai Davies)였다. 어린이들의 물 

슬라이드 전사(water slide transfers)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첫번째 제품은 판지에 만든 

단어들을 쓰기 위해서 소형 실크 스크린이 

설치된 습식 방법이었다. 글자들은 광택을 

갖고 있었고 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셀로테이프(Sellotape)로 그것들을 덮었다. 

처음에 다이 데이비스는 그의 제품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고, 

주물 활자의 제조업자들도 그것을 중요한 

대용품이라고 보지 않았다. 습식 방법은 

1958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예약에 의해서 

판매되었으며 또 비교적 성공적인 것이었다. 

비록 그의 방법에는 명백한 결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사식 레터링의 개념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국 여행 동안에 다이 

데이비스는 건식 전사품을 보게 되었고 잉크 

전문가인 친구 한 명과 함께 곧 레터링을 위한 

유사품의 생산에 착수하였다.

레트라세트 '인스탄트 레터링(Instant 

Letter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은 

6가지의 자면들로 시작되었다. 즉, 그로테스크 

9번(Grotesque No.9), 올드 잉글리쉬 (Old 

English), 팰래이스 스크립트(Palace Script), 

퓨트라 보울드(Futura Bold), 

알버터스(Albertus) 그리고 타임즈 

보올드(Times Bold)가 그것이다. 새로운 건식 

전사 제품의 생산으로 레트라세트사는 발전을 

거듭하여 1妬3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이 데이비스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의 제품을 정통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처음 수 년 동안은 

새로운 자면들은 주조 활자를 사다가 그것을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의 형태로 충실히 

재생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시기에는 독창적 디자인이 없었던 것이다.

폰트들을 재생하는 방법은 비록 유치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인 것이었다. 

미국에서 구입한 크로노프레스(chroropress)기는 

죔틀로 구조 활자를 잡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뚜껑 속에는 두 장의 무거운 플라스틱판이 

들어 있는데, 그 판들 사이에는 수십만 개의 

볼베어링이 들어 있다. 활자 위에 듀퐁(Du 

Pont) 圧感 필름을 덮고 기계를 작동하면, 

볼베어링들이 진동되어 활자의 양각 부분 위의 

필름을 깨끗이 닦아 낸다. 그때 필름은 

음화로서 작용하며, 글자의 높이를 

200mm(8〃 )로 하기 위해 사진기법을 활용하여 

확대된다. 그렇게 하여 얻어진 글자의 상들은 

거칠고 또 수많은 결함들을 갖게 된다. 

이것들은 루비석(rubylith) 필름을 사용해 

글자들을 型板으로 뜨면 제거된다. 

오늘날까지도 레트라세트사의 표준 제품은 

주조 활자의 모사품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주조된 

활자가 거의 제조되지 않고, 또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보다 

경제적인 다른 방법이 오늘날 이용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레트라세트사의 디자이너들은 활자 

디자인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철학은, 항상 그래 왔듯이 

하나의 활자가 주위에서 눈에 많이 띄면 

띌수록 그것은 더욱 선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독특한 활자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산업디자인 78, 1985/2



8이는 부분적으로는 형판 뜨기의 전달 방법 

때문이고 또 콜린 브리그날의 감독하에서 

그들은 회사 제조를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조 활자를 복사하는 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판 제작자는•주조 활자의 저질 

부분들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돠고 

또 그러한 '•결함들(faulty이 눈의 착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이 

디자이너의 본래 의도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얼마 동안은 주조 활자(hot type)와 사진 

식자 활자＜c시d type) 사이의 차이가 인식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서, 세리프(serif:글자 

가로획의 상하에 있는 돌출부)들의 하단부에 

있는 오목한 흘림 부분은 무심결에 무시하고 

복사하여 인쇄시 없어지게 된다. 금속 

주조물들과는달리, 레트라세트는상이한 

크기에 적합하게 조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다 소형의 주조 활자의 경우엔 오목한 

부분들이 개방되게 되지만, 레트라세트는 항상 

표제들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코 필요한 적이 없었다. 복사를 위해서 혼히 

36Pt의 주조 활자를 구입하였다 보다 작은 

크기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실크 

스크린 생산 과정용의 가는 그물만이 

사용되었다. 콜린 브리그날은 그들의 20pt 

헬베티카｛Helvetica)가 그들의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의 것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약犯개의 자면들 중에 

하나의 母型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 중 

헬베티카가 가장 잘 팔리는 것이었다. 

레트라세트가• 성공한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는 

표준형과 레트라그래피카(Letragraphica)형 

양자에 있어서의 응용 자면들에 있었다.

제품 종류의 개발

1979년경에 자면들의 획득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원천들이 실제상 고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레트라세트사는 그들의 

표준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자체 

활자면들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 

후, 일련의 자면군들이 제작되었는데, 

이것들은 건식 전사법과 다른 식자법들 모두에 

적합한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레트라세트사는 한때는 자면들을 

구입하였으나, 오늘날엔 자체 자면들을 면허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콜린 브리그날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의 철학은, 하나의 활자가 

주위에서 많이 눈에 띄면 띌수록 그것은 더욱 

선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점적 

활자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WITZERLAND distinguished it
self by the Romad letter of Amer- 
bach of Basle, and still more so by 
the beautiful fonts used by Froben 
of the same city, who between 1491 
and 1527 printed some of the finest 

books then known in Europe. His Roman was 
very bo너 and regular. Christopher Froschouer of 
Zurich, about 1545, made use of a peculiar and 
not unpicturesque form of the Roman letter, in 6汉 which the round sorts were thickened, after the 

'' Gothic fashion, at their opposite corners, instead 
of at their opposite sides.y3cL
FIRST INTRODUCTION IN ENGLAND.

HE Roman was first introduced in Eng
land by Richard Pynson in 1518. This 
printer's Norman binh, and hi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typographers of 

Rouen, as well as his supposed intimacy with the 
famous Basle typographer Froben, make it highly 
probable that he procured his letter abroad, or mod
elled it on that of some of the celebrated foreign 
printers of his day. The font, though neat and bold 
in appearance, displays considerable irregularity in 
the casting, and contains many contractions. The 
Roman made its way rapidly in English typogra
phy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and in the hands of such artists as Faques, Rastell, 
Wyer, Berthelet, and Day, maintained an average 
excellence. But it rapidly degenerated, and while 
other countries were dazzling Europe by the bril
liancy of their impressions, the English Roman 
went from good to bad, and from bad to wors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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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탈리아(Itaha)체는 콜린 브리그날의 예외적 성공 

사례의 하나이다. 그것은 ITC에 팔렸으며 유명한 본문용 

자면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또 그것은 16세기의 젠슨가 

이탈리아체의 구형(Jenson and Italia Old Styles)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여기서 이탈리아란 이름이

유래한 것이다. 여기의 예는 옛 ATF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14Pt의 젠슨의 구형의 변형이다.

9. 이탈리아의 계통도7卜 여기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젠슨의 구형 글자들은 그것들에 상당하는 현대적 

이탈리아체 위에 나타나 있다.

산업디자인 7& 1985/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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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의 단어는 모든 처음의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초기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개략적 

스케치를 하고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노트를 그 위에 

쓰는 첫번째 '필드 인（仙e©n : 필요 사항을 적어 넣는）， 

테스트였다. 중요한 것의 하나는 각들의 방향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아래의 단어는 완성된 형태의 

이탈리아체 미디움（Italia Medium）으로 식자한•것이며 

이것은 초기 디자인과 좋은 비교가 된다. 그것은 

디자인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절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11. 이것은 디자인 방향을 정립한 콜린 브리그날의 

스케치들이다. 첫번째 초안（좌상）은 오늘날 

사용하기에는 너무 날카롭고 모가 나있지만 디자인이란 

점에서 첸슨가 분명히 비슷한 것이었다. Y（우상）과 

'f'（좌）는 이탈리아체의 최종적 디자인 방향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가운데）는 날카로운 모습을 약하게 하기 

위해 끝이 '부드러운' 것으로 써 본 것을 나타낸다. 

1974년가 1975년에 이탈리아체가 디자인되고 있을 때에, 

자면 디자인가 사용법（지금도 널리 사용된다）에 있어서 

끝이 부드러운 것에 대한 선호가 컸었다.

그렇다. 활자의 실제적 사용자들은 그들이 

다른 활자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레트라세트가* 

디자인한 자면을 사용할 때에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우리는 과거 20여 년 동안 현저히 제품 

종류를 개발하였고 또 우리는 우리의 

거래처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알고 있다. 

우리는 품종 확대와 동시에 제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3〜4년 전에는 

5,000개의 관계들에 걸쳐서 한 종류에 芳0에서 

400개의 자면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같은 수의 관계들에 의해 600개 이상의 

자면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이것은 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트 워크 

작업에 실제적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활사는 사진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되므로 그만큼 다수의 상이한 포인트 

크기들이 필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주로 

폭이지 포인트 크기는 아니므로 크기에 대해 

복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변동 범위에서 자면을 베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는 쓸모 없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범위의 것들은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새로운 자면들을 

만들어 냈을 때는 아마도 기껏해야 3 또는 

4 포인트 크기의 것들이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60pt 디스플레이 두 장이다. 

그리고 36Pt와 24Pt의 두 가지 소형 

크기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20Pt의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수 년 후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듯이 특정한 자면이 호평 받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종류에 14나 16 그리고 18Pt를 채워 

넣을지도 모른다 ”

표준형과 레트라그래피카 종류 양자에 

있어서 새로운 자면들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크로미움（Chromium）과 같은 신기술을 

나타내는 디자인들은 곧 호평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면들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수준에 오르게 된다. 1974년 콜린 

브리그날은 30년대에 대한 붐 때문에 

할로우（Harlow）를 디자인하였고 또 그러한 

붐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경쟁적으로 서둘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복고풍이 지난 후에도 그 자면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레트라그래피카 종류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면 개발이 훨씬 덜 활동적이고, 거대한 

식자 방법 제조업자들이 한 해에 오직 4개의 

자면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 이것들 중의 

얼마간은 기술과 조직 그리고 인쇄술의 경향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고려한 응용물들이다.

스튜디오에서

레트라세트사가 사용하는 작품 제작의 방법은

12 산업디자인 7& 1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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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각인은 6cm의 알버터스(Albertus) 주조 

활자에서 따온 것으로 듀꽁｛DuPont) 압감 필름을 

사용하였다. 음상(negative mage)들은 lOOmm에서 

15cmm 사이의 대문자 높이로 브로마이드지 위에 

확대된다.

대단히 혼치 않은 것으로 손으로 그린 스텐슬 

커 팅 (stencil cutting:형 판 자르기) 의 하나이 다. 

스튜디오의 모든 구성원들은 루비석(Ulano) 

필름에서 스텐슬을 잘라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활자 디자이너들이 될 

수 있도록 자형의 제작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조직은 &)년대에 처음 창안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곳을 떠날 때 그들은 

그들의 기술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 

조직은 다른 기업들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13. 이것은 손으로 하는 형판 자르기의 본으로 

사용된다.

14. 루비석(니ano) 필름은 손으로 만든(그리고 대단히 

개성적인) 절단 공구들을 써서 자르기 위해 

브로마이드 사진에 대고 가볍게 친다.

많은 사람들이 레트라세트를 떠난 것이 

아니므로 과거 5년 동안 스튜디오에 공석이 

생기지는 않았다. 얼마간의 다른 기업들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련의 

형판들을 써서 잘라낸 프리스커트(frisket) 

필름에 글자들을 그리는 방법이다.

레트라세트사의 조직은 완전히 수동 

작업으로서, 직선을 긋기 위해 자를 쓰는 외에 

기계적 도구들을 쓰지 않는다. 그 팀의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절단 기구까지도 직접 제작한다. 

15. 완성된 글자에는 브로마이드 사진을 얻기 위해 

사용된 복사 가정에서 생기는 결함들이 전혀 없다.

16. 아이카러스 가정을 위한 글자의 디지탈화.

17. 제도대로 끌어온 아이카러스에는 루비석 필름의 

원형들을 자르기 위해서 절단용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그것엔 개성적 표현이 적절히 담겨 있는 

것이다 폰트들은 흔히 100mm(4〃)의 대문자 

높이로 잘라지는데, 완전한 폰트(약 80자)의 

한 웨이트(weight)를 자르는 데는 꽤 빠르고 

숙련된 사람에게도 약 2주가 걸린다.

아이카러스 (Ikarus)

사진술이 사용되게 되었던 이래, 자면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보는 아이카러스 

컴퓨터에 기초한 방법의 도입이었다.

산업디자인 78, 1985/2 13



18. 디지탈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가필된 글자의 모형.

19. VDU 상에 나타났을 때 측면 관계들(side bearings 
: 공간치)이 완성된 살제 문자.

20. 아이카러스 체제로 통제 가능한 뒤틀림들은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개의 글자들은 숙련 

인쇄공에 의해 도면이 그려지고 컴퓨터에 의해 

기록된다. 그리고 CRT 위에 비춰지게 되고 

전문가의 손에서 커다란 효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예는 팬톤(pantone) 필름을 써서 제도대에서 절단된 

것이다.

21. 아이카러스를 써서 절단한 원형과 제도된

작도 장치에 인쇄되어 나온다. 다음에 작도 

장치 위의 특별 헤드를 사용해 

루비석(Ulano) 필름으로 잘라지게 된다.

변형물과의 비교.

22. 팬톤 필름으로 절단된 구형의 효과를 내는 또다른 

인상적 예.

글자의 주변에 있는 점들을 부호화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은 반경이나 코너와 같은 것들을 

고려한 '점들을 결합시키는 데'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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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실상 아이카러스 프로그램은 어떠한 

거친 윤곽들도 '매끄럽게 하여' 결함 없는 

표본을 제작하게 할 것이다.

가볍고 특별한 고딕체와 같은 극도의 

웨이트들만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일단 디지탈화 되면 프로그램은 중간 웨이트를 

만들어 낼 것이다. 디지탈화된 모든 문자들은 

CRT상에 투영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쉽게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4개의 

웨이트족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은, 2개의 

중간적 워j이트들을 위해 도면들이나 마무리된 

작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또 과도한 

웨이트들을 손으로 자르는 일을 절약해 준다. 

하나의 족(family｝을 제작하는 데 혼히 

5개월이나 6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은 그 시간을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첫번째 

시도에서 결함 없는 중간적 웨이트들을 

제작하는 일은 드물고 보통 조정이 필요하며 
생4을 위해 최종적 절단물을 만들기 전에 

수정을 하여야 한다.

아이카러스는 다른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 

'정보 전달(channelling)，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세리프(serif)가 디지탈화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만큼의 문자들에 반복시킬 수 

있다. 이것의 좋은 예로 콜린 브리그날의 가장 

최신 자면인 에드와디안(Edwardian)을 들 수 

있다. 레트라그래피카 종류에서와 같이 최소의 

웨이트가 필요한 곳에선, 손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이카러스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합자 활자들의 개발을 위해 

피터 카로우(Peter Karow) 박사가 만든 

것이었지만, 곧 그 방법이 자면 개발에 

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그것은 

공업 규격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는 수년간에 걸쳐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조정되었다. 레트라세트사에선 그 

방법이 자형을, 그리고 또 특히 자형들을 

루비석 필름의 상태로 자르는데 사용된다. 

사실상, URW는 오늘날 표지들을 위한 대형 

글자들을 잘라서 만든 변형물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그너스(Signus)로 

알려져 있다

활자면의 디자인

자면 디자인을 위한 독창적 영감은 수많은 

상이한 원천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콜린 

브리그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그 종류내에서 특정 범주의 취약성과 같은 

것에서 유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때 

나는, 우리가 그 종류의 것을 오직 2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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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KLMNOPQRSTUVW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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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KLMNOPQRSTUVW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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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에서 아래로) 브램리 메디움(Bramley 
Medium), 크릴리 엑스트라 보울드 이탤릭(Cnllee Extra 
Bold Italic), 로믹 라이트(Romic Light) 그리고 

코린티안 보울드(Corinthian Bod).
24. 에드와이안 라이트(Edwar이an Light)를 위한 전체 

폰트

25. 손으로 디자인된 극한적인 두 개의 웨이트들 중의 
君旧. 중간 웨이트들은 아이카러스의 개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훼밀리의 상대적 웨이트를 검사하는데 

사용된 이러한 예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다.

26. 일단 자면의 디자인 방향이 결정되면, 전체 

폰트를 50mm에서 60mm의 대문자 높이로 합리적이고 

주의 깊게 그리고 잉크로 그것을 쓴다. 다음으로 이것은 

축소되며 이 단계에서 전체 폰트를 통해 그 스타일의 

견지에서 완전한 조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받는다. 

또한 색깔，(웨이트)의 일관성가 읽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그 글자들은 

100mm에서 150mm의 크기로 확대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좋은 품질의 투사지 위에 매우 단단한 9H의 연필올 

사용해 대단히 정밀한 완성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그림들로부터 최종 원본들을 손으로 루비석(Ulano) 
필름에 형판 절단을 한다. 최종적 제도나 절단을 하는 

동안 높이와 웨이트 그리고 각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크기의 그리드(grid)를 사용한다. 한 웨이트의

26

이탈리아체를 개발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 3가지 

웨이트의 전체 훼밀리와 그의 변형인 가늘고 긴 활자를 

만드는 데는 거의 6개월이 걸렸다. 이탈리아체 폰트들은 

완전히_ 손으로 제작되었다. 아이카러스 장치를 써시 한개의 

훼밀리를 만드는 데는 일반석으로 3〜4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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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갖고 있지 못하므로 또 다른 평판 세리프의 

이집트 문자(Egyptian)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자체 디자이너들 중의 한명에게 

의 뢰 하여 브램 리 족(Bramley family)을 

창조하였다.”

“자면의 사용 경향들 또한 우리에게 개발 

방향을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브러쉬(Brush)와 같은 비형식적 서체들에 대해 

강한 선호 경향이 있고, 신속성과 즉시성에 

대한 필요로 인해 이탤릭체의 글자가 더욱 

선호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크릴리(Cnlle)시리즈가 제작되었다. 자면은 

손으로 글자 쓰기의 하나인 합자체로부터,혹은 

오늘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구형 자면 테마로부터 개발될 수 있다. 

레트라세트의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의 현재 추세에 적합하도록 

자면을 디자인할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글자간의 간격은 

디스플레이 활자에 필요한 것이고, 조잡한 

문자 조합들 때문에 혼히 주조 활자형들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읽는 것의 용이성을 재정립하였고 또 

우리는 우리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있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의 좋은 예로는 좌측 상부와 우측 

하부에 세리프가 있는 로믹체 (Romic)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조잡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글자간의 간격을 보다 좁힐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 디자인이 보다 엄격하고 또 흔하지 

않은 세리프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펜으로 쓴 고전적 로마체에 입각한 

것이다. 대문자 B, C, E, K와 R의 오른쪽 

측면은 곧바른 측면의 글자들과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Q자의 꼬리는 U자와 잘 조화되며, 

짧은 오른쪽 측면을 갖고 있는 대안적 대문자 

丁는 같은 높이의 다른 글자들과 밀착시켜 

식자할 수 있다. h, m, n, r, u와 같은 

소문자들의 몇몇은 그 디자인이 

단선 (monoline)이고, 다른 글자들의 보다 

전통적인 굵기에 의한 강조('thick-thin， 

stress)와 조화되기 위해서 '창살 모양의 

것들(darts)'이 웨이트를 무너뜨리고 있다. 

날카로운 말단부들과 부드러운 말단부들이 

균형되어 있으며 펜으로 그린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각들을 통합시켰다. 즉, 

대문자 C, G와 J 그리고 소문자 c, e, h, p, r, 

t, u가 그 좋은 예이다. 로믹은 디스플레이 

자면과 보다 소형의 본문용 크기 양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또한 사진 식자 

폰트들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다른 것으로는 코린트식

글자(Corinthian)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 

속에 밀착된 시각적 글자의 간격을 갖도록

29

Compact丁〃 Aa 맓ien Bold
Premier Lightline

FINE TYPOGRAPHY 18 TH 
RESULT OF NOTHING MO 
THAN AN ATTITUDE IT8 A 
PEAL COMES FROM THE 
DER8TANDING USED IN I 
PLANNING THE DE8IGNE 
MUST CARE QUICK BRO 
FOX JUMPS OVER LAZY D

Fine typography is the 
result of nothing more 
than an attitude Its ap 
peal comes from the un 
derstanding 니sed in its 
planning The designer 
must care quick brown 
fox jumps over lazy dog

27. 콜린브리그날이 레트라세트사를 위해 디자인한 성공적인 활자체들.

28.29. 에드와이안 라이트를 위한 행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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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된 것으로 중요한 첫번째의 

산세리프(sans serif)체의 활자이다. 코린티안은 

내가 아이카러스 방법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첫번째의 자면이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활자를 계획할 때 

글자의 간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모든 표준적 항구 레터링(Instant 

Lettering)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면 지형' 

체제 (spacematic system)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는 단순히 기계적인 것으로서, 

어떤 글자 조합이 다른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스페이스마틱 

간격을 정확기 위해서는, 그리고

'0즉 두 개의 직선들,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곡선 그리고 두개의 곡선들에 관련하여 

모든 글자들의 중심을 시각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대문자와 소문자 양자의 스페이스매틱 

간격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일단 이들 

세 가지 조합들간의 거리가 결정되면, 

나머지들은 그것들과의 시각적 관련하에 

만들어진다. 하나의 자면이 식자 제조업자들 

중의 한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그들은 다른 

글자들과 상관하여 모든 글자들에 간격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 자체의 통합된 

커닝 (Kerning : 활자의 상하로 돌출한 부분)을 

개발한다.

활자면의 의뢰

레트라세트사는 어떤 것도 위탁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예외 중의 하나가 

아라비아어(Arabic) 자면들인데, 이 분야에 

대해선 그들에게 자체적 기술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면 의뢰를 촉진시키는 데 

대단히 열심이다.

콜린 브리그날은 그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이어디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가능한 

한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알파벳을 개발하거나 완성된 

기술을 그대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오직 6개나 7개의 소문자와 같은 숫자의 

대문자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

“외국의 디자이너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레트라세트사 지역 사무실을 통해서 혹은 

직접 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출품들 중의 

소수만이 성공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디자이너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 우리는 38개의 새로운 활자면들을 

내놓았다. 그것들 중에서, 열개는 성공적인 

제출품(이것은 그동안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된다)이었고, 18개는 레트라세트사가 제조한 

것이었으며, 그 나머지의 것들은 기존 

디자인들에게 유도된 것들이거나 혹은 

ITC에서 제공한 디자인들의 파생물들이었다. ”

콜린 브리그날의 작업 방법과 거주지에 따라 

좌우되는 외부의 디자이너들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만약 그들이 영국에 근거지를 

亍고 있다면, 아주 일찌기 레트라세트사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조언과 제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완성된 폰트에 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디자이너들에 있어서는 완전한 

폰트가 그려지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본래의 제출품이 

흥미를 일으킨 후에야 완전한 폰트를 보고자 

할 것이다. 때때로 제출한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초안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폰트를 사내에서 다시 

그리게 될 것이다.

콜린 브리그날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작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맞돈(up-front money)을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특정 자면에 대해 제조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팔린 모든 것에 

대비하여 제조된 모든 것에 사용료를 지불한다. 

만약 어떤 자면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카탈로그에서 삭제되지만, 우리가 처음 그것을 

제작하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우리의 

자회사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들은 

4퍼센트에서 시작되는데, 최고의 자유 

기고가는 하나의 성공적 디자인에 대해 연봉 

약 일천 파운드(현재 약 1500달러)를 벌 수 

있다.” ■

콜린 브리그날Odin Brignail)

학교를 떠난 후, 콜린 브리그날은 사진사로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6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였는데, 그는 

로즈 크리켓 분야(the Lords cricket ground)의 사진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던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인쇄 

사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었다. 그 후, 그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보다 공업적이고 상업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친구가 레트라세트사의 창립을 

도왔고, 그는 결국 회사를 세웠다. 그는 사진 

스튜디오에 대단히 큰 인상을 받았으며, 사진 

기술자로서 활자 스튜디오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때가 1962년이었고 

개척시대였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그러하듯이 콜린은 

활자 스튜디오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형판 자르기의 완전한 숙련공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암실을 떠나 1964년부터 3년동안 

스튜디오에서 활자를 자르는 일을 하였다. 그는 

레트라세트사를 떠나 단기간 동안 사진 식자 일을 하였고 

( 이것이 후에 가치 있는 경험으로 되었다) 레트라세트사가 

레트라그래피카를 시장에 내놓기 직전에 돌아 왔다. 

이것이 디자인을 위한 보다 큰 흥미와 시야를 갖게 

하였다. 그것은 형판 자르기에의 복귀였는데, 그것을 

통해 그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자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는 그가 지금도 상당히 칭찬하는

두 가지 자면, 즉 헬베티카(Helv師ca)와 

옵티마93ma)를 그가 잘랐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2년간의 형판 자르기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자면 개발에 훌륭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콜린 브리그날은 디스플레이 자면들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본문 구성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에 뛰어 들었다. 그의 초기 

자면들에는 할로우(Harlow), 아아첸 보울드(Aachen 
Bold), 프리마이어 라이트라인(Premier Lightline) 그리고 

슈퍼스타(Superstar)가 있다. 또한 그는 

헨리에타(Henrietta)와 마델레인(Madeleine) 시리즈를 

포함해 사진 식자를 위한 성공적 알파벳을 디자인하였다. 

영국 항공사(British Airways)같은 대기업들은 그들의 

기업 선전에 콜린이 특별히 제작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최근 자면 디자인들 중에 이탈리아체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 잘 팔렸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깊이 기억되고 있으며 사진 식자를 위한 

본문용 활자로서 ITC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로믹이나 

코린티안과 같은 다른 것들은 사진 식자를 위한 본문용 

폰트들로서 잘 팔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디자인들 가운데에서 그는 특히 

팔라티노(Palatino)와 옵티마를 좋아 한다. 그는 

대학에서 인쇄술가 활자 디자인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설사 그것이 

가루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래픽 디자인 코스의 

작은 부분일뿐이다. 결국 활자의 사용은 대단히 깊이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때때로 건식 전사 글자 쓰기법이 

표준을 저하시킨다고 비난받았지만, 콜린은 대학에서 더 

많은 시간이 인쇄술에 부여된다면 현대의 체제들에서 

이용 가능한 자유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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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 기술이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과 

기법에 미친 영향

라첼 F・ 데이비스 쿠퍼.캐리 L 쿠퍼 영국 맨체스터 과학 기술 대학교수

인쇄인(typographer)과 정보 디자이너 

(information designer)의 역할이 새로운 

과학 기술의 영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역할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선, 새로운 과학 기술을 다루는 

인쇄인에게 도움을줄수 있는처리 

과정들과지침들이 강조될 것이고 또 

이러한 지침들의 효과에 대한통제된 

실험에 의거한평가가 기술될 것이다.

현대 인쇄술의 발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프린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진보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의 예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식자술과 사진 식자술 그리고 프레스텔 

(Prestel) 이나 세에팍스(Ceefax) 또는 오라클 

(Oracle)과 같은 전송 커뮤니케이션 정보 

체제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자료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전히 '디자이너'의 일로 

남아 있다. 인쇄술과 그래픽 예술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의 추세 탓으로 

인쇄인의 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자이너' 란 일반적 의미를 

사용한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정보 

디자이너와 같은 말의 도입은 논점을 더욱 

흐리게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분야에 대한 어떠한 연구의 초기에서는 

사용되는 말들을 명백히 정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 말이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인쇄인'이 그러하다.

인쇄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인쇄인들은 기본적으로 알파벳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그것의 사용에 관계한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활판 인쇄나 사진 식자 

혹은 옵셑 석판으로 제작된 프린트를 

의미한다. 오늘날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visible word)'를 전달하는 그 어떤 

수단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인쇄인의 

의무는 메시지가 원작자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시키는 

것이다. 이제 '디자인'이란 말을 논의하기로 

한다. 옥스포드 포켓 사전(The Oxford 

Pocket Dictionary)에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적이나 의도, 마음 속에나 종이 

위에…의 계획을 공식화하다二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쇄인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능력 수준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인쇄인이 관계하는 

작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자신의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경험에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험은 변화될 수 있다. 인쇄인의 

관심은 字面과 그것을 종이상에 표현한 것의 

야름다움에 있을 수도 있고 인쇄 영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데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인쇄는 무수한 접근 방법들을 

포괄하는데, 흘렌쉬타인(Hollenstein)이 다음과 

같이 그것들을 가장 간결하게 분류하였다.

• 읽는 동안의 아름다움

• 순수문학, 소설과 픽션, 오락서를 

포함한다.

• 인쇄와 스타일

• 각 시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들에 순응한다.

• 유행을 따르는 인쇄.

• 예를 들어서 잡지들과 선전문.

• 인쇄와 정보.

•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체제들의 급격한 

증가로 중요성이 점증하는 분야.

이 항목들 중 앞의 세 범주들의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쇄인은 인쇄술의 시각적 

예술에 있어 고도로 숙련되어야 한다. 즉, 

창조적이고 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마지막 범주에는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인쇄인(inf아mation typographer) 
은 무엇을 하는가?

정보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쇄인은 

오직 기차 시간표나 교육용 책자를 

디자인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목표는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역사 서적의 목록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면, 

관심사는 제목과 이름 등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서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동시에 인쇄인은 

포함된 시대의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 레이아웃伽yout)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용 인쇄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쇄인은 본문보다는 도해나 

도표가 더 적절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 디자인에 

종사하는 인쇄인은 더 이상 '시각적 

단어'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 

영상'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인쇄인이 아니고 정보 디자이너인데, 

그는 자신의 일의 상당한 부분에서 인쇄술을 

사용할 것이다.

정보 디자이너 혹은 그래픽 디자이너?

'정보 디자인'에 종사하는 인쇄인은 

디자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인쇄술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해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방침은 쉽게 '그래픽 디자이너'의 

그것이 될 스 있다. 그러한 무정형적인 말은 

2차원적 디자인에서 흔히 멋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상업적 예술가(광고에 종사하는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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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가)를 나타내는 복잡 미묘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래픽 디자이너와 

정보 디자이너 혹은 인쇄인까지도 포함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베인(Bain)이 이러한 딜레머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픽 디자이너'란 

말은 프린팅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의 

전과정을 망라하며, 이것은 인쇄 디자인 

(typographic design)과 자필 디자인 

(autographic design) 그리고 사진 디자인 

(photographic design)으로 세분되어야 한다. 

인쇄는 그것이 •금속이든 필름이든 어떠한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유니트(unit)들을 

취급한다. 자필적 기법들은 독창적 그림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이것들을 프린팅에 적합한 

모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

현재 그들간의 차이를 보다 쉽게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정보 디자이너/인쇄인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간결한 말들'로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사실상 그는 사용되는 사진들과 영상들의 

창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전개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때때로 

이러한 형태의 일에 관심을 돌릴 수도 있지만, 

영상들의 감정적이고 설득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것들을 창작하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영상들의 전개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실제상 이러한 원칙들이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역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인/정보 디자이너의 의무

인쇄인의 직업적 의무에 관한 충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범주들로 분류할 수 있다.

• 독자와 고객에 대한 것.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

• 미적 표준들을 고무하는 것.

• 현대적 과학 기술을 지향하는 것.

인쇄인들이 그들의 직업이 의사 전달하는 

것 혹은 적어도 작가와 독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위의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인들은 작가와 

독자 양자 모두의 요구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우선 고객으로부터 문제에 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그 

문제를 잘 알게 되어야 한다. 그는 원고

(만약 있다면)를 철저히 읽고 나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객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우선, 인쇄인은 포함되는 제작 과정을 

위해서 카피(copy)를 준비할 것을 작가나 

편집자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는 

작가나 편집자가 내용의 가장 완전한 인식 및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용 프린트, 

산문, 본문들, 표제의 범주들, 그림들, 도표들, 

챠트들, 그래프들, 사진들, 표들, 시각적 자모들, 

여백 그 자체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심볼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작가에 주어진 조언은, 독자의 요구들에 

관한 인쇄인의 경험과 그 정보의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판독 가능성과 독서 

가능성의 수준들 그리고 정보의 성공적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 공학적 그리고 

미적 기준들에 기초한 것이다. 요컨대, 

디자이너는 '고객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정보 전달 수단을 계획하여야 

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의무

골드링 (Goldring) 은 다음과 같이 충고해 준다.

“인쇄인들은 고객과 독자 양자 모두의 

요구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때때로 전문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광범위한 가치 판단一 

때로는 도덕적인 것들一을 도입해야 하는 

책임을 느낀다. 인쇄 디자이너는 프린트의 

내용을 전연 문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통찰력이 있게 되었다. 사실상, 디자이너가 

그것을 문제시한다면, 그는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日고 그의 근본 방침들은 

그에게 '단지 나를 훌륭한 프린팅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걱정을 

하는 디자이너는 두 가지 의무들 사이에서 

괴로워 한다. 즉, 그는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본문의 효과적인 임무를 무가치하고 

그릇된 것으로 만들기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한다.”

오빙크(Ovink)는 정보 디자이너를 

'인 포메 티 션(informatition)' 이 라고 표현한다. 

그는 '인포메티션'에게 그의 일의 적절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할 것이다. 즉, “아니다,•이 소설은 

한 권의 책이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것은 

라디오 극본이어야 한다二 또는 “이 책자는 

내가 디자인을 위탁받은 160페이지의 책이 

아니고 카드철이나 마이크로필름 등이어야 

한다”란 결론이다. 과학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정보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은, 독자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편집장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공업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인쇄인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쇄인은 그가 

당면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과 

경영 정책에 끝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물론 현재 어떤 디자이너들은 

이미 그러한 방침들에 따라 일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미래에 훨씬 더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의 선구자들일 뿐이다.

과학 기술을 지향할 책임

프린트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다음의 것들에 관한 지식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종이

• 잉크

•구성방법

• 프린팅

• 제본

그런데, 이것들은 최종 생산물의 모양을 

만드는 중요한 힘으로서 작용한다. 훌륭한 

인쇄인은 독자가 읽기 쉽도록 본문 

(text)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프린팅 기술들이 디자인에 얼마간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쇄인은 그들이 갖는 

제한들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프린트를 위한 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적인 완전 무결은 내용의 이해와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인쇄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점은 

그들의 일이 한편으로는 독자들과 편집인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 기술의 

완전한 생산 원천들 사이에 위치한 조정 

담당자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또 후자의 설비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것은 

양자의 이익에 대해 공정한, 박식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

미적 표준들의 제고 의무

인쇄물은 그것의 목적에 적합하고 또 

제작이 용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여야 한다. 현대적 과학 기술의 

사용과 미적 표준들을 제고해야 하는 

디자이너의 의무는 때때로 양립하지 않는다. 

과학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과학 기술은 때때로 질이 결여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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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자면, 사진 식자법에 있어서 저질의 사진 

식자 재료들에 관한 많은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주조 금속으로 식자할 때 

달성할 수 있는 표준들과 비교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쇄인의 의무이다. 

이것은 개별적 디자이너의 표준들과 소비자의 

변화하는 태도들에 대한 인식에 좌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준들은 인쇄인들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혹은 최대의 

판독 가능성이나 독서 가능성을 위한 증명된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동의된 표준들이 있게 

될 때야 비로소 인정되는 미적 표준들의 

등급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은 주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인쇄인은 여전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건축가가 그의 고객들에게 그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시키는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린트 디자이너는 그가 담당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미적 표준들을 제고하여야 한다.

요약

인쇄인의 역할은 정보 산업과 커뮤니케이션 

과학 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인쇄인의 역할은 정보 디자이너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그와 같이 그는 프린트된 

단어의 배열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효과적인 분배에 필요한 '시각적 

단어'와 다른 시각적 영상들의 처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착수하기 

전에, 그는 다음의 것들을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고객의 요구 

•커뮤니케이션

• 경제적 측면

•다음과 같은면에서의 소비자나독자의 요구 

•판독가능성

• 독서 가능성 

• 미적 인간 공학 

•경제성

• 과학 기술과 그것의 실제적 수요

• 그 자신의 디자인 표준들의 적용에 

대한 충실

인쇄인(정보 디자이너)은 다음의 것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당면한 디자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프린트

•마이크로필름

• 고해상도의 TV 그래픽

• 시청각 자료(view data)

• 필름/슬라이드 테이프

• 기타 다른 매체

이들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인쇄인의 

역할은 그 매체에서 비롯되는 제한들과 

장점들에 따라 변화한다. 비록 우리의 일이 

주로 프린트에 관련된 것이었으나, 이렇게 

프린트 기술의 새로운 응용이란 점에서 

인쇄인(정보 디자이너)의 역할을 세밀히 조사 

하는 것은 다른매체들을 디자인하기 위한 

역할 요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의 인쇄인의 의무들은 작업이 

수행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좌우되고 또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 지침이 

확정되는가(예를 들어서, 누가 편집에 관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므로 

인쇄인이 수행하는 디자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과정에서의 실제적 표준들

인쇄인(디자이너)이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한 시대에 걸쳐서 발전한 어떤 패턴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프린트에 관한 과학 기술, 

디자인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인쇄인들의 작업방법 

그리고 그가 그의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과정으로, 혼자 하는 

개인적 작업이나 조직내에서의 작업 중 어느 

것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절차가 기록될 때면 언제나 

그것은 간결한 것이어서 관련된 작업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의 특정 문제에 기초한 수단들을 기록할 

뿐이어서 다른 것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 일반적 출판물의 형태로 제공된 디자인 

과정에 관한 지침

• 디자인 과정의 교수

• 실제로 사용된 디자인 과정들

디자인 과정들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의 

유사점들은 어떤 디자인 작업을 발전시키는 

현존 방법을 정립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디자인 출판물들에 있는 디자인 

과정에 관한 지침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여러 양상들의 윤곽을 

제공하는 교과서들은 특정한 작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또 그것들의 실행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레위스 

(Lewis)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준비에 대해

설명한다.

1. 원고의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와 

종이들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 

검사한다.

2. 길게 인용된 본문의 문장들 중에서 보다 

작게 식자해야 하거나 혹은 약간 안으로 

들여서 짜야 하는 것은 없는지, 또 각 주들 

중에서 보다 작게 식자해야 하거나 혹은 약간 

안으로 들여서 짜야 하는 것은 없는지를 

조판 페이지로 어림 잡는다. 프린트될 

페이지에 맞추어 단어들의 활자 크기와 길이 

그리고 숫자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왼쪽에는 표제를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예들을 나타내는 견본 내용｛specimen 

pages)을 설계한다. 본문이 복잡한 과학적인 

것인 경우에는, 본문이 다루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 식자된, 적어도 세 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분명히 이러한 접근법은 레위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과 2는 항상 

시행되는 기술적인 절차들이지만, 3은 

디자이너들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이너들은 각 문제가 문맥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한 레이아웃을 

준비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각각의 

견본 내용을 만들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레위스는 수많은 다른 작자(인쇄인들)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그것들을 시행해야 하는 단계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디자이너에게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그스 

(Biggs)와 스완(Swan)은 독자에게, 자면들과 

활자 크기들의 특성으로부터 카피(copy)가 

제작되어야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인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포드(Warford)와 헛친스(Hutchins) 는 

상이한 형태의 프린트 과정들과 삽화 

(artwork) 를 준비하는 방법과 같이,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따라야 할 생산 절차에 

관한 아무런 지침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라이스(Rice)는 서적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절차의 초안을 잡으며, 또 한 章마다 각 

단계의 디자인 세목들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는 주로 미국의 서적 

출판에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플럼(Plum)은 훨씬 더 성공적이다. 

그의 목표는 '독자가 프린트물을 제작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것 

이다. 그는 작업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 

함으로써 디자인 절차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그는 그 순서가 다음과 같다고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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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된 단어의 기본 요소들

•포인트식

•식자

• 카피 마무리

• 카피 준비

• 카피 명세

• 교정 마크들

•프린팅 방법들

•프린트 최종처리

•책의 요소

•디자인을 고려한 레이아웃

•자형 제시

•평가를 위한 명세

•삽화 준비

•사진 조정

•종이

•스케줄

비록 그가 디자인 작업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 활동들의 초안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생산 스케줄을 개별적 

작업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작업의 순탄한 진척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스케줄은 착상과 디자인 

단계에서 시작되어서 비용, 삽화, 프린팅 

그리고 마무리 단계들을 거쳐서 교부로서 

끝난다고 믿는다…. 전형적인 스케줄은 흔히 

교부로부터 모든 처리 과정들을 통해 거꾸로 

일하여 각각의 단계에 요구되는 시간을 

입증함으로써 도달된다.

디자인에 관한 저자들은 디자인 작업의 

진행 방법이 각각의 작업에 따라 변화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자들은 디자인 

절차에 관해 엄격한 지침들을 제공하려는시도 

를 거의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저자는 독자가 이미 어떤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또 그래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자인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내려진 결론은, 그들은 

작업과 실제적 디자인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디자인을 하는 작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윤곽을 만들 수 있을 뿐이어서, 거의 사용될 

구체적 디자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는 독자에게 맡겨 두고 있다.

디자인 절차의 교수

만약 교과서들이 디자인 작업을 조사 

분류하는 일반적 방법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쇄인들은 

디자인 절차를 알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인쇄인들을 포함하여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교육은 광범위한 것이다. 

디자인 코스들은 표준 강의 요목을 따르지도 

않고 또 학생들은 특정 과목들에 관한 표준 

시험을 보지도 않는다. 교육상의 자격은 

별문제로 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유일한 전문적 시험은 SIAD가 

실시하는 시험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회원이 

되기를바라는 학생들과 수련 디자이너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르는 평가 방법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디자인을 교육하는 

방법은 강의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강좌내에서도 선생들의 교수법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수많은

、듼자인상의 문제들은 독특한 해결책들을 

얻흐려는, 고도로 창조적이고 개별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곧, 디자인 방법론이나 

디자인 절차와 같은 과목들의 교수법이 

선생들의 견해와 그 과목들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법에 의존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디자인의 실제적인 면들을 

수행하는 능력과 창조력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이 공장에 갔을 때 생산을 통한 

디자인 작업의 진행에 관련되는 여러 

절차들에 관해서 배워야 한다는 문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다른 선생들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 '실제 작업들'을 

해봄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제들에 봉착하였을 때 

그들이 선생들에게 문의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강좌들（현재는 소수）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그리고 공장 현장 학습 강의들의 

실습을 통하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또 

주해들（notes）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북부 

스타포드주 공예 학교（North Staffordshire 

Polytechnic）는 광고 대리점 구조와 디자인의 

진행 그리고 인쇄 실습에 관한 주해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드물고 

대다수의 강의들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에 

혹은 졸업 후에 실제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디자인 절차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한다 .

디자인 교수법에 관한 한 연구에서, 디자인 

절차의 교수법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변들은 대다수의 적절한 지식은 선생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스튜디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익혀지게 되고, 주해들과 공식적 

강의들 그리고 절차 대조표에 의해 보충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떤 답변자들은 

주제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집단 활동들을 

주장하였다（그렇지 않으면, 현존 디자인 

절차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지 못한다）. 

이러한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비록 모든 

응답자들이 몇가지 형태로 디자인 절차의 

교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 전히 

다음 사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담당 선생의 개인적 지식, 그런데 이것은 

그■의 교육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 디자인의 이러한 면을 논의하는 경우에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또 간접적인 디자인 

저서

이렇게 무질서한 디자인 교수법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디자인과 생산 방법들은 자연히 가지 

각색이다• 그런데 디자인 절차에 있어서 

유사점이 생기는 것은 혼히 그 일을 해내는 

데 사용되는 과학 기술의 요구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만든 절차들을 

비교해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실제로 사용되는 세 가지의 디자인 절차들

공통적인 디자인 절차를 정립하는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절차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란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이 디자인서의 저자들과 디자인 선생들 

양자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자로, 수많은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를 꺼린다. 이것의 이유는 

그것이 고도로 개성적인 과정이고 그 세부에 

있어 개인적인 것이며 또 흔히 그것이，진행 

중인 작업' 이외의 다른 환경에선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 절차는 오직 대단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쿼트 식스（Quote Six：쿼트 식스는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면들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렇게 될 사람들을 위한 

협회가 제작한 책자이다. 그것의 목표는 

그들에게 공장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수많은 

관련 분야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역할 

양자 모두에 관해 가능한 최고의 이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에서 그 절차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에 빛을 보게 

되었다.

디자인 절차는 거의 정착되지 못하여서 

혼히 디자이너나 고객에게 작업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게 한다. 전형적 작업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과제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이고 유일한 것인데, 이는 고객과 

그들의 사업상 요구들은 다른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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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맨체스터 공예학교 출판물의 작업진행표

Copy Design Illustrations Quoutions

Due Commenced Commissioned

Received Completed Due

Checked Checked

Copy co Galley proofs/pasce up

printer Due

Checked 

Returned

Page proofs Repros Anwork

Checked 

Despatched

In

Out

완전히 유사한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포멧(format)이나 종이 그리고 페이지 

수가 전의 주문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정책, 본문(text), 삽화, 연결(liaison) 그리고 

기타 수많은 요소들이 다를 것이다.. 작업 

진행 서술은 오직 방법과 진정한 원칙에 

있어서만 전형적일 수 있다.

쿼트 식스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절차의 

초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미래의 작업을 

위한 패턴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나 진정한 원칙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다. 그 책자는 사용되는 절차와 조정의 

구조를 보여 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요약 보고서

• 디자인

•평가

• 조판 페이지 수의 견적

• 고객 진술

• 디자인 제작

• 프린트 제작

각 단계에 관련된 활동들은 진행중인 

작업을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것은 각 작업에 따라 변할 것이다.

디자인을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 이유들 중의 하나는 현재 작업의 

진행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어떤 형태로든 디자인 

진행 검사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공예학교(Manchester Polytechnic) 의 

출판물은 표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각 

작업의 진행의 개요를 만들어 놓았다. 중요한 

디자인 절차(상기한 진행표에 있는)는 다음과 

같은 표제들하에서 그 활동들을 분류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 초고/요령 보고서 (brief)

• 디자인

• 준비

• 제작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관련된 활동들을 

기록한 작업 카드들이나 작업 백들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디자인 작업의 진행을 

따라간다. 이것들을 음미하면 한 절차의 기초 

를 다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개요一카피 (초고)

•견적

• 시각화

• 고객 OK—디자인과 준비

• 식자

•삽화

그러한 백들이나 카드들을 사용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송장을 제출할 때 시간과 재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슬레트 

(Goslett)는 디자이너들에게 고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평가할 때 그 일의 구조의 

개요를 만들도록 조언하며, 또 다음의 

단계들을 제안한다.

• 1 단계

• 고객들과의 논의 : 부문들, 프린트된 광고 

선전 대행자 등:예비적 디자인 제안들의 

준비와 의뢰.

• 2 단계

• 일의 전개.

• 3 단계

• 완성된 삽화와 설계 그리고 박스(box) 

제조자 명矶

•4 단계

• 제작물 교정에 관한 조언과 첫번째 인쇄. 

여기서, 중요한 절차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개요

• 예비적 디자인

• 발전

• 끝손질과 가공

• 제작

때때로 디자이너들은 연보 제작상의 복잡한 

단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PERT(프로그램 

평가와 재검토법) 제작 공정 일람표와 같은 

대조표들과 생산 공정 일람표를 사용한다. 

PERT생산 공정 일람표는 어떠한 작업의 

제작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복잡한 

정도는 디자이너와 그 작업에 좌우된다. 

그것은 연보에 있어선 필수적이지만 A4 

인쇄물에 있어선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큰 회사는 첫번째 계획에서 연보를 

발송할 때까지 약 6〜7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간단한 인쇄물은 오직 6주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조표들은 생산 공정 일람표에 대한 

대용물이다. 다시, 상세도는디자이너들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서, 골드링(Goldring)의 

대조표는 상당히 포괄적이언서 디자인 

절차상의 수많은 우연성들을 담고 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개략적 절차도 여기서 알 

수 있다.

• 개요

• 골드링의 문제 1-4

• 예비적 디자인

• 문제 4-8

•평가/명세

• 문제 8-13
• 고객 제시

• 문제 14-15
• 디자인 제작

• 문제 16-19

• 프린트 제작

•문제 2527

1단계 : 개요

개요는 문제에 관한 정보의 인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이너는 시장 경제성, 

목표 등에 관한 문제들을 제출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필요한 곳에서 원고가 접수되고 

카피가 써진다. 저자/편집자와 삽화들의 

카피와 유형에 관해 협의회를 연다•

2단계 : 예비적인 디자인

여기에는 작업에 대해 제안된 아이디어들과 

해결책들의 개략적 스케치들과 실물 크기의 

실험용 모형들의 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그 작업이 프린트하는 것이면, 카피 부분과 

페이지의 숫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조판 페이지로 어림잡기(casting-off)'가 

행해진다. 그리고 사용되는 종이와 재료들 

그리고 최선의 제작 방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비적 명세

해결책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한 

하나의 기본적 명세서가 비용에 대한 개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

견적

이것은, 최종 명세서에 기초한 일정 

가격이나 작업 수행 비용의 개념을 얻기 위한 

개략적 견적이다. 그러므로 절차에서 그 

위치는 작업의 유형과 견적들을 고려하는 

고객의 요구들에 좌우될 것이다.

시각적 디자인의 제작

디자인에 관한 해결책은 가능한 한 최종적 

모양에 가깝게 제작한다. 고객에 대한 제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책의 적합성에 

관해서 비평과 의견 제시가 있게 될 것이다. 

제시 후에 필요한 변경을 기하게 될 것이다. 

제작을 위한 준비

여기에서는, 상세한 명세와 제작 스케쥴이 

준비되고 가필과 회사 스타일을 마련함으로써 

원고가 준비되며, 또 치수나 활자 크기 등에 

관해 식자공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도해들과 표지 등을 위한 삽화가 준비되고 

마스킹 (masking ： 천연색 사진의 물리 화학적 

색채 수정)과 비교를 통해 도해들과 사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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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다.

3단계 : 프린트 제조

이 공정은 다음 단계들을 통해 진행된다.

• 첫번째 시험

• 저자와 인쇄인 그리고 출판자에 의한 검사

• 교정

• 두 번째 시험 •

• 패이스트업 (paste-up ： 만든 사진)

• 인쇄인에 의해

• 조판

• 페이지 시험

• 저자와 인쇄인 그리고 출판자에 의한 검사

• 교정

• 시험

• 인쇄인과 저자에 의한 최종적 검시;

•전기판(동판) 제작

이 공정도 역시 판목 제작과 전기판 제작 

같은 것과 기타 삽화들을 만들기 위한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에 

관련된 나머지 활동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사용되는 장치들에 좌우된다.

여기에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디자인 

절차'는 지난 50년 동안 존재하여 온 프린트 

기술, 즉 금속 주조물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 절차가 

현행 프린트 기술들과 함께 사용되는 

곳에서는, 그것이 적절히 적용되어 왔으나,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개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었다. 프린트 기술, 특히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조판에 있어서의 

발전으로 인해 디자인 절차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인쇄인과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조판

오늘날 인쇄인의 역할이 수많은 협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중개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현행 컴퓨터 조판 시스템들과 그 주변 

장치들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인쇄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생기고 있다. 현재, 

그것들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명백하지 못하다.

식자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언어 처리와 

본문의 편집 그리고 조판 조정을 손쉽게 

하여준다. 또한 그것들은 생산 제작 과정에도 

점차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페이지의 정판은 전체 본문 정판과 그래픽 

정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컴퓨터의 도움으로). 세이볼드Sey- 

b시d)는 직접적 페이지 정판과 동판 정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전체적 식자 산출 공정을 사용하지 않을

날이 점차 가까와지고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있다. 사진식자기가 삽화용

'창들(windows)'과 더불어 활자를 페이지들에 

식자할 수 있는 경우에(그리고 이 둘이 식자 

후에 결합되는 경우에) 전 페이지(full-page) 

조판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만약 동판 그 

자체에 영상화가 가능하다면, 물론 모든 전 

페이지 조판(그래픽스)이 필수적이다. 만약 

식자기나 레이저 사진식자기가 네거티브 

(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의 형태로 

그래픽스를 포함하여 완전한 페이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진보이다. H러나, 제작물이 동판 위에 직접 

'식자(须)'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을 궁극적 

문제 해결에 더욱 접근하게 해 주는 것이다. 

분명히 동판 위에 직접'조판하는 것은 

구역(area) 조판의 만족스러운 시각 조직이 

존재하게 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진 조판 단계를 무시하고 

동판상의 직접적 영상화가 멀지 않다고 믿고 

있다. 사실상, 1980년의 IPEX 박람회에서, 

리노타이프-폴(Linotype-Paul)은 어떠한 

형태의 흑백의 간색도 디지틀화하는 주변 

장치를 소개하였고 그래서 간색들을 본문 

(text)에 통합시킬 수 있었다. 루돌프 헬 박사 

(Dr. Rudolf Hell)도 총천연색의 삽화와 

본문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내놓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자 모두가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필름 식자(filmsetting)의 역사가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많은 

출판업자들과 인쇄업자들은 여전히 주조 금속 

활자나 제1・2 세대의 사진 식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시스템들과 개념들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프린팅 

산업에도 발전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 

변화를 극복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생산 단계에서 기술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드 프로세싱(word 

processing: wp) 시스템의 탄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텍스트를 창작하고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진식자기들에 대한 

재조정을 함이 없이 wp가 저장되고 또 

전송될 수 있는 공정이란 결국 처음 조정을 

할 때 디자인 명세를 고려해야 하고 또 

제작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다 많은 계획 기술들을 

요구할 것이다.

인쇄인이 이제껏 사용해 온 방법들과 판에 

박힌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작업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에는 

텍스트 처리, 포멧 디자인, 교정 그리고 

페이지 조판의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 기술들에 대한 배려가 창의성을 제한할 

지도 모른다'는 변명으로 과학 기술이 무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옵트로닉스 페 이 지트론(Optronics Pagitron : 

낮은 비용의 전 페이지 조판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하에서의 창조적인 디자인 결정들은 

입력 전에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민한 

필름의 처리와 비용이란 면에서 필름이 

시간에 임박해 내린 결정들을 주조 활자의 

경우만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디자이너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면, 입력 후에 창조적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식자공이 

될는지도 모른다.

편집용 터미널(단말기)과 VDU를 쓰면 

수정이 편리하다. 상호 작용적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자들 중의 몇몇은 사용자에게 광펜 

(light pen) 이나 이와 유사한 도구들과 스케치 

판으로 쓸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디자이너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신속히 

시각화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에 개략적 스케치들과 잘 

준비되지 못한 명세들 그리고 결함이 많은 

카피를 만들어서 후에 교정 단계에서 

텍스트와 디자인에 맞춰 조정을 하던 

디자이너들은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세들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수정들을 위해서 실시간 

(real tim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가동이 비경제적이 되기 때문이다.

골드링(Goldring)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만약 프린팅에 관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실용화된다면, 인쇄인이 정확한 

명세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이것들이 제공하는 디자인의 

자유는 인쇄인이 그 자신의 제한들, 즉 

어떻게 이것들이 최고의 잉크들, 종이들, 

기계들과 기타 모든 관련 재료들, 연장들 

그리고생산 기술들과 상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현재, 인쇄인들은 식자공들과 키보드 

기사들에게 정확한 명세에 맞춰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인쇄인들 자신이 명세에 있어 부주의하거나 

무지하기 쉬운 까닭이며, 또한 식자공들과 

키보드 기사들은 비록 원고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있어선 고도의 경험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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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상세한 명세에서 주어진 

관련 데이터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식자의 발전은 다행스럽게도 디자인과 

생산의 협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위에서 논의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인쇄인은 한편으로는 저자들과 편집자들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 기술의 

전체 생산 자원들 사이에 위치한 조정 

담당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의 

의무는 전자의 요구들을 이해하고 또 후자의 

설비를 유용화하는 것인데, 이때 그는 넓은 

지식과 객관적 태도로 그렇게 하여야 하고 

각각의 이익들을 공정히 존중하여야 한다二

골드링은 그■의 마지막 문장, 즉 현대 과학 

기술의 생산 자원들의 설비를 '넓은 지식과 

객관적 태도로' 유용화하는 것이란 문장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인쇄인의 

미래 역할이나 책임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쇄인들은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직업적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미지의 가능성들을 개발할 수도 없다.

브래드쇼(Bradshaw)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시스템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디자이너가 

인쇄공들에게 그들이 현재 그들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결정들을 맡길 것이란 사실은 

과거엔 쉽게 일어날 수 있던 것이다.

• ..여러분은 현재 그것의 시초를 볼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인쇄공들이 소위 시스템 

조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디자이너가 그의 작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를 제거한다. 그것은 

곧 이미 상상된 가능성들 내에 갇히게 되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二

브래드쇼 역시 하드웨어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믿는다. 즉, “중요한 것은 그것의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라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들에선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것과 그러한 지식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인쇄인들과 인쇄공들이 이미 유용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것을 주구하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VDU의 중요성

디자이너에게 VDU는 프린팅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주변 장치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각 매체이기 

때문이다. 시각적 측면은 디자이너의 

작업에서 기초적 관심사이다. VDU는 

처음에는 컴퓨터 기억 장치에 담겨 있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키(key)들이나 조이스틱(joystick) 혹은 롤링 

보polling ball)에 의해 제어되는 광펜이나 

스크린 상의 커서(cursor)와 같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 장치로 인해서, 기억 장치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Video Display 

Terminal)은 개략적 교정의 이점을 제공하는 

외에 교정된 것들을 표시하고 또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종이를 절약시켜 

준다.

위의 설명은 크락크넬(Cracknell)이 

이야기한 것으로 디자이너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작업들의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VDU를 사용함으로써, 

즉석에서 제작물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그것을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다시 그리는 진부한 과정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인쇄인이 보다 더 정확해야 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있어서 발전했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의미한다.

VDU가 과학 기술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 

감에 따라서, 그것들은 초고를 변경하고 

재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작업에 

대한 유일한 연결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작업의 시각적 표시는 인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창의적 디자인간의 

가장 중요한 상호 작용적 수단이 될 것이다. 

엘스덴(Elsden)이 “디자인은 터미널로 

진척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인쇄인 및 정보 디자이너를 위한 암시들

제조업자들과 인쇄공들 스스로가 만든 

서적을 읽어 보면 텍스트 처리, 편집, 교정 

그리고 직접 간접적 조판은 여러 가지의 

상이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인쇄공들에 의해 사용되게 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컴퓨터의 

전자적 논리 조작과 저장 능력 때문에 

인쇄인은 글자 수를 센다든가 초고 조정, 

명세 그■리고 비용 계산과 같이 지루한 

작업들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비들이 함께 사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인쇄인들의 의무는 과학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의 장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표준을 위해 필요한 그 요소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여야 한다. 

이것에는 속도,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맨끝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디자인과 영상의 

품질이 포함된다.

미래의 발전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작업 방법상의 변화들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 항목들이 있다. 첫째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미술/공예에 관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싫어하며 그것들에 관해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과학 기술이 디자이너에 맞추기 

위해 변화할 것인가 혹은 디자이너가 그 

산출물에 맞추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교육 

제도가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컴퓨터 식자의 

실제적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그것이 

인쇄인의 작업과 방법 그리고 일상 업무들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은 급속히 변화하는 프린트와 

커뮤니케이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쇄인과 교육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지침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결론

대부분의 인쇄인들이 컴퓨터 식자에 관련된 

사실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고객, 기술자, 제조업자 혹은 인쇄공에게 

충분히 고려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디자이너가 디자인 방법들을 

제작하고 그가 어떻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또 그것들과 더불어 

작업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곧 그가 실제적 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또 그 결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얻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쇄인/정보 디자이너가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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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존속하며 한 사회 경제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사회의 주된 관심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력 확대에 있었으므로 소비보다는 생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대규모 생산 방식을 

이룩하고부터는 생산 수준이 소비를 능가하는 

과잉 생산 단계에 도달하였고, 소비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재화와 용역의 

교환이라는 소비 행위가 존재한 이래로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 선택의 자유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생산 능력이 필요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오늘날과 같이 생산 

능력이 필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소비자는 상품의 상표, 품질, 가격, 

디자인 등에 있어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마케팅 관련자는 물론,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현상인 것이며, 

제품의 구조와 조형을 다루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해진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서 

디자인이란 상표, 가격, 품질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의 하나이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은 단순한 비교 평가나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여러 요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지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동기, 목표, 가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판단하는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다층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자라고 볼 때, 이렇게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선택되는 

디자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디자이너에게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영국의 

디자인지는 “시장조사는 디자이너의 적인가” 

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디자이너들은 너무 오랫 동안 디자인에 

대해 자기들끼리만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보된 사고를 가진 

디자이너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esign. Dec.‘83)

디자인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으나, 제품 

디자인의 핵심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가장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면서도 보기 좋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의 대부분이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의 원로 산업 디자이너인 더블린 

(L.Doblin)은, 기업의 이윤이란 소비자를 

얼마나 만족시켰는가에 대한 결과치라고 

지적하였다.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요인을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본질적인 것은 제품 자체이며,부차적인 

것은 합리적 가격, 품질 보증, 내용, 아프터 

서비스, 견고한 포장 등이 될 것이다.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소비자 만족에 본질적 요인이 

됨으로써 기업의 성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제품을 평가하고, 사고, 사용하게 

될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 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는 새로운 과제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을 통하여 소비자 

행동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봄으로써, 제품의 

디자인 요인과 소비자 행동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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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동기 유발의 진행 과정 모델

출처 : L.G. Shiffman and L. L. Kanuk,Consumer Behavior (Engle 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p. 49

n.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

쉬프만(Shiftman)과 카누크(Kanuk;1983) 의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이란 소비자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타내는제품,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 구매, 사용, 평가, 

폐기의 행동'이라고 하였다. 二 다시 말하면, 

소비자 행동은 구매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포함하며, 

그러한 활동의 근원은 욕구 충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욕구에는 본능적인 선천적 욕구와 문화 

환경에서 습득되는 후천적인 욕구가 있다.

매스로우(Maslow;1970)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섯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본능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사회적 욕구,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에 

대한 자아 욕구를 차례로 들고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 발전을 위한 성취 욕구라고 

지칭하였다. 인간은 이와 같이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지각했을 때 긴장(tension)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긴장은 욕구 성취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을 얻게 된다. 

욕구로부터 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그림1〉과 같다. 따라서 구매에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들도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로부터 추진력을 얻은, 욕구 성취를 위한 

행동으로서 해석되는 것이다.

소비자 행동 연구가들은 특정한 제품의 구매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 

왔다. 소비자의 어떤 개성과 생활 양식이 

그러한 제품을 받아들이도록 했을까? 그 

제품은 어떠한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젓일까? 그러한 제품의 사용은 어디서 

배울까?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그의 외부 

환경인 가족, 친지, 친구,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소비자 

연구가들은 인간 행동에 관련된 기존 이론들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해 왔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 이론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문들과 소비자 행동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에는 이미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소비자 행동 이론은 

주로 경제 이론에 근거하였다. 경제학에서 

다루어 온 소비자의 문제는, 소비의 내용이 

무엇이며, 만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하는가 하는 구매 의사 결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심리학은 개인의 행동에 관한 학문이므로 

소비자 행동의 개인적 변수가 되는 동기 

(motivation), 지 각(perception), 태도(attitude), 

성격 (personality), 학습(learning)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개인의 소비 

욕구, 구매 동기, 제품이나 광고에 대한 지각과 

반응, 개성과 경험이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심리학의 이론이 

유용하다.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행동과는 달리 집단의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가족, 준거 집단, 사회 

계층과 같은 소비자가 소속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연관성을 갖는다.

사회심리학은 사회학과 심리학의 결합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작용 하는가를 

다룬다.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과 집단적으로서의 특성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비 행동이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므로 사회심리학의 동조, 군집, 매력, 설득, 

편견에 관한 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된다.

문화인류학은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인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 오는 기본 신념, 가치관, 

관습 등에 관한 학문이므로 소비자의 인지 

과정을 지배하는 가치관 목표, 기준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구매와 소비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데도 적용된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 사회나 

문화권 내의 소비 행동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소비자 행동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온 

전통적 이론들로는 경제적 이론(Mashallian 

model), 학습 이론(Pavlovian model), 정신 분석 

이론(Freudian model)이 대표적이다.

마샬(Mashall)의 경제 이론은 인간을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전제하고, 

화폐를 심리적 욕구의 지표로 사용하여 욕구 

충족의 가치나 효용을 그에 충당하는 

비용으로서 비교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만족의 

단위를 추정해서 가장 많은 만족을 주는 것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이다•② 이 경제 이론은 

구매 결정 과정의 여러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상표만을 

사용하는 상표 충성 (Brand Royalty)이나 

비계획적인 충동 구매(Impulse Purchase)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1920년대 파블로브(Pavlov)에 의해 

전'개되었던 학습 이론(Learning Theory)은 경제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소비자 행동의 일면을 

보충할 수 있었다 학습 이론은 이전의 학습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 짓는다는 개념으로,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다시 그러한 상황이 제공되면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구매 후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제품이 재구매된다는 

사실은 학습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학습 이론은 이와 같은 상표 충성 

행동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제품 광고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시켜 준다

학습이 일어나는 기본적 원리는 욕구에서 

비롯된 동기(motivation)가 원동력이 되어 

어떠한 단서(cue)나 자극(stimuli)에 대해 

반응(response)이 일어나면, 그 반응이 

강화(reinforcement) 되어 하나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③즉, 학습 원리의 기본은 

동기, 자극, 반응, 강화의 과정이며 각 요소의 

강도에 따라 학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드(Freud)에 의해 전개되어 행동 

과학에 공헌해 온 정신 분석 이론(Psycoanalylic 

Theory)은 무의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설명하였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에는 본능적 충동徊), 

생존적 자아(ego), 그리고 도덕적 초자아(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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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가 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잠재된 성격들간의 갈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 행동을 무의식과 

비합리적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정신 

분석 이론은, 인간 행동의 표면에 나타난 

동기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내적 욕구로 

말미암아 쉽사리 왜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에 정신 분석 이론을 접근시킨 

이론가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신의 진정한 

구매 동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④그러므로 소비자의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관찰과 추리가 

필요하게 되며, 자유 응답, 투영법, 집단 토론, 

심층 면접 등의 조사 기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통적 이론들은 다음 장에서 

언급될 소비자 행동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III• 소비자 행동 모델

모델이란 이론이 제시하는 여러 요소와 

변인들간의 상호 관계와 작용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순화된 이론이다•⑤여기서 

제시하는 소비자 행동 모델은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모든 요소와 변인들을 한 데 묶어 

변인들간의 관계와 행동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 연구가들은 

단편적인 이론들을 모아 하나의 통합된 소비자 

행동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해 왔다. 본 

장에서는 각기 특징 있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 니코시아 모델

니코시아 모델(Nicosia Model)은 기업과잠재 

소비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니코시아의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판촉 활동과 

광고로서 소비자에게 의사 전달을 하고 

소비자는 구매로 반응함으로써 상호 작용과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니코시아 

모델은 네 개의 필드(field)로 구분되어 있다. 

첫번째 필드는 기업의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두 번째 필드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대체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필드는 동기 유발에 의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네 번째 필드는 구매 

후의 사용과 소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경험으로, 또 기업에게는 판매 실적으로 

피드백(feedback)되는 과정이다.

니코시아와 모델은 소비자와 기업 활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

〈그림2〉Nicosia모델의 요약

출처 : Francesco M. Nicosia, Consumer Decision Processes, Prentice-Hall, 1%6, 재 인용 Shiffman and Kanuk, p. 555

외부 요인으로 기업 특성만을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다•⑥

2 . 하워드 세드 모델

하워드와 셰드에 의해 개발되어, 초기의 것을 

수정 보완한 이 모델(Howard Sheth Model)은 

구매자의 행동을 네 개의 변인군으로 나누고 

있으며, 요약된 도식은〈그림 3〉과 같다

첫번째 변인인 투입 내용은, 표상적 

자극(significative stimuli)인 제품의 물리적 특성, 

상징적 자극(symbolic stimuli)인 제품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특성 그리고 가족, 준거 집단,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환경 (social stimuli)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두 번째 변인이 되는 지각과 학습의 구조는 

이.모델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하워드와 

셰드는 이 변인을 조작적으로 한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즉, 소비자가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자극을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자극의 모호성을 

일으키거나, 개인적인 경험과 욕구에 맞추기 

위해 정보를 왜곡시켜서 지각적 편파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동기, 선택 기준, 상표에 대한 이해에 의해 

태도와 신념과 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학습 

구조로 보았으며, 각 변수들은 단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효과로서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변인은 투입된 정보와 자극들이 

지각과 학습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내용이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산출 내용은 구매라는 

결과적 행동뿐 아니라, 구매로부터 비롯되고 또 

구매에 영향을 주는 상표 이해, 태도, 의도, 

주의가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 변인인 외부적 변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식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하워드와 

셰드는 소비자가 속해 있는 사회 조직적 환경, 

사회 계급, 문화, 재정 능력과 같은 외부적 

변수가 소비자 행동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소비자를 세분화된 집단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하워드 셰드 모델은 소비자 행동이라는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시켜 주는 데 공헌하여 

왔으며,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여러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

3•엥겔一콜랏一블랙웰 모델

엥겔一콜랏一블랙웰 모델(Engel—Kollat— 

Blackwell Model)은 이상의 두 모델보다 

소비자 행동을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모델은 소비자 개개인을 

환경으로부터의 투입 물과 행동이라는 산출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델은, 

①정보투입, ②정보 처리, ③의사 결정 과정, 

④제품 비교 평가,⑤일반적 동기 영향, 

⑥내적 환경 영향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바는, 정보 처리에

산업디자인 78, 1985/2 27



〈그림3〉HowadSheth의 구매 행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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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Engel-K에at-티ackwell의 소비자 행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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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정보는 상업적, 비상업적, 개인적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단 노출된 정보가 

주의를 끌고 이해가 되면 하나의 활성화된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이 활성화된 

기억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의사 

결정 단계를 진행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모델의 핵심 부분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 문제의 인식, 

정보 탐색, 대체안 평가, 선택,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구매의 중요도, 시간적 긴급 

정도에 따라 단순하게 생략되거나, 선택 이전에 

반복되기도 한다.

제품 비교 평가는 평가 기준, 신념, 태도， 

의도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의사 결정 단계의 

대체안 평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최종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구매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개방된 제품 정보는 비교 

평가되며, 그 내용이 활성화된 기억으로 

저장되었다가 구매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동기 영향은 구매 동기가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규정 짓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구매 

동기와 사회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 동기는 제품 평가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 순응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적 환경 영향의 요소로는,문화적 규범, 

준거 집단, 바람직한 구매 상황, 바람직하지 못한 

구매 상황을 들고 있다 문화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이 되어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며, 가족, 친구, 친지, 그룹 등의 준거 

집단은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람직한 구매 상황은 구매 의도를 

촉진시키게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구매 상황은 

제품 선택을 제한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모델은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모든 

변인의 상호 작용을 포괄적으로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의 분석과 실증적 

연구에 기본적인 개념 도식을 제공해 준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 행동과 의사 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디자인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N• 소비자에 의한 시장 세분화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우정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9따라서 각기 

다른 개성과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소비자들도 

특정한 집단별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학습(learning)은 이러한

〈표1〉시。연구를 위한 다양한 변인들

Activities Interest Opinion
작업 가족 자신

취미 주택 사회적 현상

사회적 활동 직업 정치

휴가 지역사회활동 사업

오락과 교양 오락 경제

지역사회 참여 패션 교육

그룹활동 식품 제품

쇼핑 대중매체 미래

스포츠 성취 문화

출처 ： Joseph T.pIummer,uThe Concepec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f Journal of Marketing, 38, (Jan. 1974)
재인용, Shiffman & Kanuk, Consumer Behavior, p. 119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키는데, 그것은 이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행동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아론슨(Aronson; 1980)은 이렇게 한 개인이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집단별로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순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형태로써 설명하였다.

순종은 보상을 받고 벌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의미한다. 집단과 다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소외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체면 유지나 존경과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따르는 경우는 

순종의 형태이다

동일시는 자신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가치나 태도를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소속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경우는 동일시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는 올바르게 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어떤 집단의 가치나 태도가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자신의 신념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내면화가 

이루어진 가치 체계는 바뀌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이므로 가장 지속적인 행동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집단 영향의 반응으로 인해 

소비자는 유사한 태도와 가치 체계를 갖는 

여러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제품에 

대해 유사한 욕구를 지닌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그들의 욕구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된다. 이를 마케팅에서는 시장 세분화 

(market segmentation)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대별되는데, 각 기준의 합당 

여부는 연구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해야 될 과제이다.

1)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 위치, 

도시 크기, 밀집 정도, 기후.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 :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수입, 직업, 교육 정도

3) 심리학적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 : 성격,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4)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 : 

문화, 하위 문화(지역•인종), 사회 계층, 가족 

생활 주기.

5) 사용 행동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 : 

사용 빈도, 상표 충성.

최근에는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 준으로 싸이코그래 픽 스(psycographics) 

분석이 부각되고 있다. 1%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 싸이코그래픽스의 중심 

개념은 유사한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 

의견(opinion)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물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므로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방법 또는 AIO연구라고 한다變

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직업, 교육 정도 등 

객관적이고 알기 쉬운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싸이코그래픽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동, 관심, 의견 내용을 조사하는 데 

적합한 설문이 준비되어야 한다. '활동'이란 

소비자가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내용이며, '관심'은 소비자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좋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의견은 다양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을 포함하는 내용이 된다. 

AIO연구를 위한 다양한 변인들의 예는 

〈표D 과 같다.

메로터 (Mehrota)와 웰스(Wells; 1977)는 

싸이코그래픽 분석에 의하여 미국의 여성 

인구를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 그룹은 보수적 

전통주의형(25%), 투쟁적인 서민형(20%), 멋을 

즐기는 교외형(20紛, 만족한 주부형(18%), 

우아한 명사형(17%)으로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조사 결과는 보류된 특성별로 

구매 관심과 선택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제시해 주고 있다P

V. 소비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기능

앞서 고찰한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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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듯이, 구매에 관련된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되는 다양한 인간 욕구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매로 나타나는 

욕구의 충족은 사물이나 대상을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은 하나의 욕구 충족물인 것이다. 

그러면 제품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엥겔一콜탓一블랙웰의 모델이 제시한바로는, 

욕구로부터 비롯된 동기가 제품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 하였다.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 평가를 하는 기준은 

건강 위생상의 기준, 기능적 기준, 감각적 기준, 

사회적 심리적 기준, 경제적 기준으로구성되어 

있다目 이러한 기준은 물론 제품 종류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중오도 즉 욕구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이 제품 평가 

기준의 모든 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을 볼 때, 제품 디자인과 소비자 욕구가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베른트 레바크(Bernd Lbbach)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요인은 

실제적 기능, 미적 기능, 상징적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실제적 

기능이란 소비자 제품 평가 기준의 기능적 

기준에 해당하고 미적 기능이라 함은 감각적 

기준에 해당하며, 상징적 기능이라 함은 사회적 

심리적 기준에 해당한다.

소비자에게 욕구 충족 기능을 하는 디자인 

요인들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품 디자인의 실제적 기능

인간의 문명은 보다 편리하고 필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발전되고 

성취되어 있다. 즉, 특정한 제품을 처음으로 

고안해 내는 동기는 기술적 기능에 대한 

욕구에서 기인한다. 디자인의 실제적 기능이란 

이러한 기술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자와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외형상의 고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디자인의 실제적 기능에 대한 욕구이며,이러한 

기능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특히 

사용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많은 제품일수록 

실제적 기능은 더욱 강조된다.

헨리 드레퓌스(Henry Dreyfuss; 196가는 이와 

같은 실제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작업은 먼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해하여 무엇이 제품을 

작동하게 하며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나서, 더 나은 

외관을 갖도록 생각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항상 그의 디자인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것을 생각하야 하며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 

어떤 마찰이 생긴다면 그 디자인은 실패인 

것이다…:®

드레퓌스의 제품과 사용자와의 연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의 실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인간 공학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드선(Woodson; 1980)이 제시한 제품 

디자인의 인간 공학적 검토 사항들은 디자인의 

실제적 기능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사용과 조작의 안정성 

一제품의 재질, 구조, 설계가 어떠한 사용 

조건과 조작 조건하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2) 작동과 관리의 용이성一제품이 

작동하기에 편리하고 유지 관리 보수가 용이한 

상태인가? 3) 심미적 특징의 타당성一제품을 

특징 짓는 미적 요소는 안전, 작동, 괴리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소비자의 실제적 기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드선이 제시한 이상과 

같은 검토 사항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제품 디자인의 심미적 기능

데이비드 피(David Pye; 1978｝는 오늘날 

우리의 주변 환경은 모두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것이라 전제하고 디자인은 예술이며 

만드는 것은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떤 

대상물이든 디자인된 것은 모두 형태와 

외관을 가지며 생산 환경의 일부를 

이루게됨으로써 인간의 인지 과정에 체험된다.

제품의 심미적 기능이란, 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감각적 인지의 결과로써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한다 

제품 외관의 색, 형태, 질감 등은 감각적 자극 

요소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인지 구조에서 적합한 것으로 지각될 때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미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인식되는 사실이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욕구 

체계를 정립한 매스로우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미의 개념에 대해서는 칸트(Kant)의 

주관론이 시작된 이후, 미의 충분한 조건이나 

정확한 속성에 대한 연구는 발전이 부진한 

상태이디尊그러나, 미의 개념이 개인의 인지 

조건에 적합한 조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욕구 충족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ed;195分는 제품의 

미적 기능에 대해 '산업과 예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어떠한 기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감각을 작용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제품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눈 그 

자체는 즐거움과 고통에 반응하는 지각의 

유기적 법칙에 복종하는 하나의 기관인 

것이다•咿

제품의 미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부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경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심미적 평가를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감각적 인지 구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선호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미적 기능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비자의 반응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창조하는 제품의 미적 기능이 소비자의 인지 

구조에서 공감을 얻고 만족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소비자의 인지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적 욕구는 문화 

환경에서 학습되어지는 욕구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외적 환경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품 디자인의 상징적 기능

디자인의 상징적 기능이란 지각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지된 것을 과거의 기억된 

내용과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지적 자극이 되는 제품의 조형 요소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상황을 상징하게 

됨으로써, 대상물을 인지하는 심리적 상황은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된다您

디자인의 상징적 기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잠재되어 있던 

학습된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연상(association) 기능이다.

빅터 파파넥 (Victor Papanek; 1974)의 기능 

복합체 이론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의 여섯 가지 

기능 중에는 이 연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파파넥은 현대의 소비자가 여러 제품에 대해 

저항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디자인의 연상 

기능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상이 지니는 상징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장난감에서 

느꼈던 친근함을 요구하고, 때로는 예식의 

신비로움을 연상시키는 정중함을 요구한다. 

연상의 기능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상징적 기능의 다른 차원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은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디자인의 상징 기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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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디자인의 상징적 기능은 미적 수단인 조형 

요소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미적 기능과는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품 외관의 미적 기능이 자신의 생활 羽과 

일치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그것을 상징적 

기능으로 받아들여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상징적 기능은 또한 

개인이 소속되고자 하는 상류 계층을 

상징함으로써 욕구 충족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제품은, 실제로는 기술적 기능을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품 디자인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은 실제적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한 

국면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VI. 결론

경제의 발전과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인해 

소비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한 오늘날,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큰 만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므로 소비자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대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양적 

만족보다는 질적 만족을 추구하며,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기 위해 제품의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라이즈먼(Riseman)이 지적한 바대로 고도 대중 

소비 사회의 인간은 타인 지향형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품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디자이너로서는 소비자 주변의 모든 

환경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러 이론가들이 제시한 소비자 행동 모델은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니코시아의 모델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의 이윤과 얼마나 직결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워드의 

모델은 단순하게 보이는 구매 행동이 얼마나 

복잡한 지각과 학습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엥겔 모델은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탐색된 것이든, 단순히 

노출된 것이든 필요시에 활동을 전개하는 

기억으로 작용하게 됨을 일깨워 준다.

시장 세분화의 개념은 아무리 소비자가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더라도 특정한 집단 별로는 

소구력을 갖는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개성화 

시대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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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그래픽 분석법이 시장 세분화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모든 디자인이 인간의 기능적, 미적, 상징적 

욕구 충족물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욕구에서 비롯된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디자인의 컨셉트 설정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하나의 제품 디자인은 생산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이후에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할 때에 보다 확실한 시장 감각을 

갖게 되며, 생산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평가, 만족 정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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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코퍼레이트 

심볼과그효과

김 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연구원

이 글은 필자가 미국의 시라큐스 

(Syracuse)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2년잔 

유학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한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능동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중에게 

이미지를 심기 위해 사용해 오던 디자인물이나 

테크닉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디자인물들 중의 

하나가 코퍼레이트 심볼(corporate symb시)의 

채택과 사용인 것이다. 각 회사간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한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며, 또한 한 그룹에 다양한 

성격의 회사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와 기업이 진정으로 

전달되기 원하는 이미지간의 격차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 획일화(Corporate Identity)가 

필요하게 되었고 코퍼레이트 심볼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겠지만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기업의 성격, 경영 

방침, 기업의 환경적 위치나 외모의 인상 둥을 

고려한 시각 이미지 획일화 작업을 통해 

비즈니스 카드나 편지지, 광고 카피, 제품 

포장 등 끊임 없는 기업의 시각 전달물로 

대중의 마음 속에 기업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고 

있다. 대중들이 이런 시각 전달물에 직면했을 

때 코퍼레이트 심볼이 특정 기업의 것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 기업의 경제 철학이나 목표 

성격 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코퍼레이트 심볼이 기업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디어, 즉 안정성, 힘, 

의존성 등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과연 코퍼레이트 심볼이 그 기업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12개의 코퍼레이트 

심볼이 수송 기업, 금융계 그리고 석유 

회사로부터 선별되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1)각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2)회사들이 제공하는 생산품들과 서비스들이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 전체 

이미지를 개발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코퍼레이트 심볼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대중의 

마음 속에 정착시키려고 채택된 것이다.

I• 문제 해결을 위한 배경 분석

1•시그널, 사인, 심볼 

(1)시그널

루돌프 모들리 (Rudolf Modley)에 따르면 

시그널(signal)은 “우리 인간이 물려 받은 빛, 

소리, 접촉, 맛, 냄새 등의 메시지를 받기 

위한 역량이다”①라고 했다. 예를 들어 - 

자극적이고 짭잘한 맛이 우리 입속에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너무 많은 

소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로렌스 프랭크(Lawrence K.Frank)는 

“시그널은 우리가 타고난 감각 역량을 위한 

생물학적 메시지이다. 각 유기체는 일련의 

시그널들로 조절되게 되어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어떤 메시지는 아마도 감각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겠지만 이 때에는 

다른 유기체들이 봉사한다”②라고 했는데 

박쥐의 경우 눈보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들은 

덥거나 찬, 밝고 어두운 축축한 시그널 등에도 

반응한다. 일반적인 말로 시그널이란 용어는 

가끔 사인 또는 심볼이라는 단어와 섞여 

쓰인다. 그러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선 매우 간결하고 기계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즉,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상태라고 언급된다. 전기 스위치를 여닫을 때 

나는 소리도 시그널인 것이다. 마틴 

크람펜(Martin Krampen)은 "시그널이란 

전선기 또는 분광 사진기가 나타내는 것처럼 

사인을 위한 매개물이다”③라고이야기하고있다. 

(2) 사인

사인은 시그널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때로 대신 쓰이기도 하는 메시지이다. 사인은 

생물학적 시그널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진화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천둥을 비가 온다는 사인으로, 

또는 연기가 화재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사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인은 또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파블로브(Pavlov)의 개(dog＞를 

통한 조건 반사 실험이다.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울리던 벨이 사인이 되어 음식 없이 

벨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샤론 헬머 포겐폴(Sharon Helmer 

Poggenpohl)은 “사인은 외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명확한 

이해의 목적으로 전달되고자 하는 思考나 

물체 또는 사건들의 물리적 표현인 

것이다”④라고 이야기했다.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사인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래픽 사인이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 하여야만 한다.

(3) 심볼
€볼은 인간이 창조하고 사용했으며 인간에 

의해 변화된 것이다. 로렌스 프랭크가 

“언어를 위한 거대한 두뇌를 가진 인류는 다른 

어떤 유기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름하여 심볼을 창조하는 행위이다. 

심볼들은 분류되고 명명되어 정보 전달을 위한 

독특한 역량이 개발되었다”⑤라고 말했듯이 

심볼들은 인간이 그의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존재했다. 마치 도구(to이»들이 환경 

적응의 외부적인 양상으로 창조되었듯이 

심볼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문화적인 패턴을 

만들며 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래픽 심볼의 형태는 그것이 표현하는 

사실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심볼들은 대상물일 수도 사람이나 사건 또는 

2차원적 시각물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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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심볼들이 시각적이고 2차원적인

마크이지만 반드시 사실의 재현일 필요는 없다. 

로렌스 프랭크는 “이미지와는 달리 심볼들은 

관찰자들이 그것들에 부여한 뜻에 따르기 

때문에 형상화 시키려는 대상과 심볼들이 꼭 

닮을 필요는 없다”⑥고 이야기 했다.

2. 그래픽 심볼의 분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픽 심볼을 지각하고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마틴 크람펜이 제안한 분류⑦는 

그래픽 심볼을 두 개의 주요 갈래로 

나누었다• 즉, 소리를 수반하는 

포노그램 (phonogram), 전체적인 단어나 

개념을 전달하는 그래픽 심볼을 

로고그램 (logogram)이라고 했다. 포노그램의 

경우 로마 알파벳의 활자나 음표같은 

기능은 잘 표현할 수 있으나 영어 알파벳의 

경우 같은 글자도 각기 다른 소리로 발음되어 

사람들은 모든 심볼을 배워야 하고 다른 

소리들을 구별하여 익혀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로고그램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이미지에 관련된 영상 심볼(image-related 

logogram)로서 그것들은 실제의 대상물과 닮았 

고 이 계통의 심볼을'픽토그래프(pictographs》 

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가장 식별하기 쉽도록 윤곽만을 그린 실루엣 

(silhouette drawing)으로 자동차를 단순화9켜 

표현할 수 있다. 영상 심볼은 지각자의 사전 

경험으로부터 그 효율성이 출발한다. 그렇다면 

영상 심볼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상당히 

성공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론 많은 영상 

심볼들의 약점이 대상물을 닮게 표현하는 데 

있다. 그것은 표현되어지는 대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영상 심볼은 국제적이고 쉽게 

인식이 가능하며 시간에 관계 없이 영구적 

이기도 하다. 이런 만국 공용의 심볼들은 잘못 

이해됨이 없이 사용되어야만、한다.

두 번째는 '물'이나 '방향 등을 나타내는 

심볼처럼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 즉 개념과 

연관된 지각 심볼〈concept-related 

logogram)인데, 이런 심볼들은 두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추가로 배워야 

하는 것이 선행 요건인 반면 그것들은 쉽게 

기억되는데, 왜냐하면 지각 심볼의 형태들이 

표현하려는 개념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두 번째로 심볼화하는 개념들은 시간에 

관계 없이 불변하며 대부분은국제적이다.

로고그램의 3번째 분류는 임의의 그래픽 

심볼(arbitrary logogram)이다. 숫자들, 마침표, 

수학적 부호들은 모두 임의의 그래픽 심볼인 

것이다. 그 심볼들의 형태들은 실지 대상물 

또는 개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 심볼들은

영상심볼 0以
지각심볼

임의의 심볼

아마도 본래의 근원과 관련된 개념 또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테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임의의 아이디어를 

개발시켰다. 따라서 이런 임의의 심볼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유지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충분히 배워지면 그것들은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O

3.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래픽 심볼

그래픽 심볼들은 커뮤니케이션 고안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연이나 

연설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형태이지만 

그래픽 세계에서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 

강연 원고의 음절은 소리를 뜻하는 반면 

쓰여진 단어는 강연 내용을 전달하는 심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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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구상에는 3,000여 개 이상의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언어의 장벽을 

부수기 위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 한 장이 수천개의 단어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말을 생각하곤 한다. 그래픽 

이미지는 단순한 단어들보다 더욱 강력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림에서의 

메시지는 언어의 그것보다 다양하며 

지속적이고 또한 독립적이다. 그러나 그래픽 

이미지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며 전통에 따른 일반적인 사용이든 새롭게 

디자인 되었든 간에 일반적인 수용에 의거, 

사용되어야만 한다. 적십자｛Red Cross)는■ 

배워서 그 뜻을 익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볼의 한 예이다.

심볼의 뜻에 대한 수용과 지식은 그것의 

효과를 알기 위한 선행 요구 조건이다. 이것이 

아마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 루돌프 

모들리(Rudolf Modley)는 “잠재적인 수용자가 

배울 수 없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심볼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7⑧라고 이야기했다. 아놀드 

위틱 (Arnold Whittick)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행동, 직업 또는 전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심볼에 의해 성취된다”⑨고 했다. 따라서 

심볼은 국가나 브레일식 점자 같은 부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심볼은 

사용자를 나타내는 엠블렘(emblem)일 수도 

또는 특별한 옷이나 마크들에 의해서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다. .

회사에서 사용되는 코퍼레이트 심볼은 

소유주 또는 회사에 관한 어떤 것을 제안 또는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그래픽 심볼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 인식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코퍼레이트 심볼이 기업 이머지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신뢰성, 기업 성격 또는 

평판 등에 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코퍼레이트 심볼을 디자인 하는 

데 직면하고 있는 딜레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디자이너의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된 

심볼 자체가 스스로 설명될 수 없도록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도로 추상화된 

패턴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 있다”⑩그러나 이런 심볼들을 

채택한 목적이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카메쿠라＜Kamekura＞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심볼을 트레이드 마크(trademark)라는 

어휘로 설명하고 있다. “트레이드 마크는 

하나의 도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 약

그리스어

한 글

소련어

히브리어

커뮤니케이션 모델

심볼이며 사인이자 엠블렘이다. 십자가나 

스와스티카(Swastika)같은 것은 어떤 

사실로부터 기인했을지라도 그 뜻을 표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시한 훌륭한 심볼의 

예이다:⑪카메쿠라에게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트레이드 마크는 그 마크가 놓여지는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생명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트레이드 마크는 융통성 있고 주변과 상반되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심볼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길 바라는 이미지보다 더욱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때 그 심볼이 성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버트 지이드만(Robert 

Zeidman)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마크는 3개의 주요 목적들이 있다. “트레이드 

마크는 ① 생산자를 표시해 주며 그의 상품을 

다른 경쟁품들로부터 구분시켜 준다.

② 생산자의 질(quality)에 대한 보증이고, 

만들어 파는 제품들에 대한 프라이드의

的入4P刀 

도 아

OTpaBa

상징이다. ③생산자의 상품들을 광고하고 

판매를 돕는다•”⑫ 지난 수년간 3번째 기능,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깊이 

인식되었다. 트레이드 마크는 빠른 기능을 

가진 심볼로 봉사하며 그것은 과잉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중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심어준다. 

기업의 메시지는 대량으로 각기 다르게 

대중들에게 메시지 수용 반응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전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고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연 

미디움(코퍼레이트 심볼)으로서 

메시지(이미지)가 전달하려는 사람(기업)에 

의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의도된 바대로 

전달되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4. 그래픽 심볼과 지각 과정의 관계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은 종종 위대한 예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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囱。十生卍
曰로—(closure) 라틴십자가 시계방향 또는 반대방향으로 쓰이는 스파스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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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들의 사인

되기에 실패하곤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예술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광고나 

그래픽 디자인은 우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도록 디자인되어 여러 사람에게 그 자극을 

알도록 해야 한다. 만일 광고하는 사람이 

이점을 성취시킬 수 없다면 그가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상가 그리고 TV 등에서는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된 디자인물로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으로 디자인은 메시지가 

전달될 만큼의 충분한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인스탄트 클로줘 (Instant Closure｝는 

가끔 원, 사각형, 삼각형들이나 가독성이 

적합한 글자들 그리고 과거의 연상과 명료하고 

빠르게 연결지워질 수 있는 것 등의 단순한 

패턴들에 의해 성취되곤 한다”⑬고 

캐롤라인(Carolyn M.Bloomer)은 이야기했다. 

트레이드 마크와 교통 표지 심볼들이 인스턴트 

클로줘의 좋은 예이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우리 사회의 기호와 양식(Style)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명료한 그리고 순수한 자극과 

관련 짓고 있으며 무질서와 현대 사회의 

급변은 눈깜짝할 사이의 효과를 위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눈깜짝할 사이의 

효과에 대한 언급은 코퍼레이트 심볼을 

사용하는 기업에 의해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다. 

경쟁적인 수많은 자극들 속에서 기업은 

코퍼레이트 심볼이 주목되어지고 어디에든 

흡수되어지길 갈망하고 있다. 아른하임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형태 심리학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시계(vision)는 

수동적이 아니며 또한 기계적으로 수록하는

고안물이 아니다. 시계는 능동적인 과정이며, 

우리는 선별하는 시각적 자극을 경험한다. 

인식은 우리의 과거 회상 능력에 의존하며 

현재 순간의 경험은 과거에 줄곧 일어 났던 

감각 경험들의 무수한 것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자극도 상태가 

허락하는 한 결과적인 구조를 가능한 한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⑭ 

따라서 대부분의 효과적인 그래픽 심볼은현대 

기호와 지각 심리학 이론의 요구에 따라 

단순화되어야 한다.

5. 역사적 배경

동굴 벽화에 그려진 원시인들의 심볼들을 

통해 역사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지적인 개발 정도가 시각 전달물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시켰다. 처음에는 막대기 

그림(stick figure)이 널리 사용되었고 점차 

보다 넓은 범위의 글자와 어느 정도 추상적인 

형태가 많은 지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점차 정확하고 간단한 글자들의 

사용이 의도했던 메시지들을 해석하는 

이들에게 별 어려움 없이 전달되었다. 버나드 

메이어(Bernard S. Meyer)는 "결과적으로 

글자들과 형태들은 표준화되어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특별한 

뜻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들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수록하는 최초의 

수단으로 후에 개발된 상징학의 한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심볼들의 현대적인 발전과 

적용은 점점 활성화되었으나 코퍼레이트 

심볼들의 사용은 옛날의 사용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국기들과 역사적인 방패들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 왕궁에서는 

일찌기 존재했던 상징학의 단순성을 재현하고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심볼들은 군인들의 갑옷이나 깃발 등에 집어 

넣어 다양한 왕국을 구분해 주는 마크가 

되었다 손쉬운 식별 그리고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심볼의 형태는 단순하며 밝고 다양한 

색채와 무늬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심볼들이 

더욱 널리 사용되어짐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결국 기사의 옷이나 방패에 새긴 

문장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문장들은 

개개인이나 국가적인 규모로 구별해 주는 

마크로 되었으나 국기들과'군대의 표시들은 

형태의 기본적인 단순함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 추상적인 심볼은 결국 

상업에서도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초기의 장인들 또한 마크나 심볼들을 자신들이 

하는 일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경우 심볼은 숙련 기능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 된다. 몇몇 화가들은 고도로 정리된 

사인을 자신들의 작품에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상점이나 전당포의 사인들도 

전통적으로 그들의 사업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산업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상업적인 구별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무역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차이를 주어야하는 

긴급한 요구가 부각되고 개별적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사업은 집중화되고 제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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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다양해져서, 또한 비슷한 상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치열한 

경쟁에서의 식별을 위한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처음에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은 

회사 설립자와 소유자들의 이름 아래 운영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일치되는 이름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빅터 토킹 머쉰(Victor Talking 

Machines,Inc)o] RCA의 본이름이었다.

선별된 코퍼레이트 심볼

y
Pittsburgh B Citgo OilContinental Air

RC/1
Old St6ne B

A
Delta Air ARCO

이런 과정은 io。년간 매우 조금씩 진전되었는데, 

1900년대 초기에 대기업 중의 몇몇은 개별적인 

트레이드 마크를 개발시켰다. 빅터 토킹 

머쉰은 '주인의 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축음기를 듣고 있는 하얀 개를 설정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G자와 E자를 전자 

원에 넣은 마크를 채택했다. 어떤 회사들은 

기업 이름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또는 각 

단어들의 머리 글자로 이름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작업은 새롭고 독특한 

단어들을 만들어 나갔다. 예를 들어 

알코(ARCO)란 이름은 아틀랜틱 리치휠드 

회 사〈Atlantic Richfield Company)를 줄인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효과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대중들은 독특하고 믿음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떤 

회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를 

나열하고 그것이 그래픽 심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심볼의 필요성은 서비스나 제품이 비슷한 

경쟁력이 큰 산업체들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벤 로센(Ben Rosen)은 기업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문제를 관리자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비즈니스계는 죽은 기업들로 가득차 있는데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이 아니고 

대중 마음 속에 그들의 신분을 인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⑯이런 의견은 다른 기업의 

관리자들에게도 메아리처럼 언급되고 있다•

II. 코퍼레이트 심볼의 선별과 실험 방법

1•심볼의 선별

먼저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업적이나 

비상업적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디자인되고

AMC

United National

Bank Airlines

개별화된 그래픽 심볼을 채택하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다루는 기업에서 

특별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인 산업체들에서 두드러지는데 , 

이런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①확장되고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코퍼레이트 심볼을 채택하는 기업의 목표는 

기업에 의해 친근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중들의 마음에 창조 또는 재창조 시키는 

것이다.

②기업의 개별적인 개성을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심어 궁극적으로 제품들과 서비스에 

연결시키도록 추구한다.

본 연구의 코퍼레이트 심볼은 3가지 

범주에서 정해졌다. 즉, 운송 기업, 석유 회사s 

금융 기관 등으로 이런 기업들간에는 수많은 

경쟁적인 개별 기업들이 있는데 선별된 

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런 산업체들은 격렬하게 

경쟁적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그래픽 

심볼 중에 발음되지 않는 로고그램 그 중에 

추상적으로 디자인된 코퍼레이트 심볼에 대한

lib
Merchants B

Oil & Bank

것이다. 코퍼레이트 심볼들 중에 한 두 

개는 모두에 의해 쉽게 인식될 만한 것으로

골랐고, 그리고 또 한두 개는 정확한 구별을 

하기 어려운 대상을 선정했다. 파일로트 

스타디(Pilot Study)에 의해 두 개의 

코퍼레이트 심볼은(체이스 맨해턴 은행 

심볼과 암트랙 철도 회사) 대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 거의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효과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피츠버그 은행 (Pittsburgh Bank), 올드스톤 

은행 (Old Stone Bank), 유나이티드 내쇼날 

은행 (United National Bank), 머천트 

은행 (Merchants Bank), 트러스트 은행 (Bankers 

Trust), 아메리칸 모터스(American Motors), 

컨티넨탈 항공(Continental Air), 델타 

항공(Delta Air), 내쇼날 항공(National Air), 

이스턴 항공(Eastern Air), 시트코 오일(Citg。 

Oil), 알코人[(ARCO) 등 12개의 코퍼레이트 

심볼이 최종적으로 선별되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사에 대한 

넓은 범주의 경험을 얻는다. 이런 사전의 

경험들은 기업의 서비스, 제품 그리고 직원 

등의 다른 양상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수송 

관련 기업의 경우는 여행자들에게 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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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2 Factorial Design

STIMULUS

직원들의 행동이나 외모, 객실내의 안락감과 

청소 상태, 음식물 서비스, 정시간 운행, 수송 

화물의 처리 등이, 석유 회사의 경우에는 

주유소의 외모나 소비자에 대한 봉사, 

생산물의 수송 등, 그리고 은행은 설비 능력, 

각 지점들의. 위치나 꾸밈새, 환전 효율성 

등이 사전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실험 방법

본 연구는 어떤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특정한 코퍼레이트 심볼로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2X 2 Factorial Design) 

또한 대상자들이 25개의 변수들 중에 어떤 

것을 지적하면 그것이 코퍼레이트 심볼로부터 

인식된 것과 연결되도록 시맨틱 

스케일(semantic scale)이 만들어졌다. 

코퍼레이트 심볼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구분하고 결정하기 위해 코퍼레이트 심볼을 

계열 회사와 일치시키는 그룹(매칭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논매칭 그룹)을 구별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가능한 한 

회사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대상자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알기 위한 것이다. 테스트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에게 12개의 슬라이드를 

보이고 각 슬라이드는 각각 다른 

코퍼레이트 심볼을 고유 컬러로 재현시켰다. 

각 슬라이드는 무작위한, 서로 그러나 몇 

차례에 같은 순서로 대상자들에게 보였다. 각 

기업의 심볼들이 보여지면 대상자들은 회사의 

이름 또는 범주(어떤 계통의 회사)를 

연관지워 써 넣도록 했다. 대상자들의 반응을 

알기 위한 테스트 첫 단계로 코퍼레이트 

심볼이 어떤 계통 회사의 것인가를 맞추는 

매칭 테스트와 지시 내용이 담긴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심볼들은 개별적으로 슬라이드를 

통해 15초씩 대상자들에게 보였다. 두 번째 

단계로 오스굿, 수지, 타넨바움(Osgood,Suci, 

Tannenbaum)에 의해 고안된 양극단의 

형용사를 사용하는 시맨틱 스케일(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했는데, 25개의 

변수를 가진 채점지가 배부되었다. 이 

변수들은 12개의 회사가 보내온 내용들과 

보완점을 개선하여 만들었다. 각 회사와는 

서신을 통해 기업 심볼에 대한 그들의 의도와 

전달되어지기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받았다. 

편지는 이 연구의 대략적인 윤곽, 즉 연구 

목적과 본질 등을 설명하고 코퍼레이트 

심볼의 깨끗하고 정확한 샘플을 보내도록 

요구했다. 요구했던 정보들이 수집된 다음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칼라 슬라이드가 회사들이 보내온 샘플을 

바탕으로 준비되었다(마이크로 렌즈를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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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 카메라로 실내에서 복사대를 사용해 

4개의 150와트의 전구들을 사용해 촬영되었고, 

조리개는 8, 셔터 스피드는 1/60로 

코닥ASA 160 엑타크롬 칼라 필름이 

사용되었다)

②학생들로부터 받은 매칭 테스트는 우선 

정리되었다.

③다음으로 시맨틱 스케일 용지는 

대상자들에게 지침서와 함께 배포되었다.

29명의 대상자들이,3개의 기숙사들로 부터 

모아졌다. 대학 1,2,3학년생들로 교육학, 예술, 

재정, 심리학, 공학, 생물학, 건축, 신문 

방송학 등 각각 다른 전공들을 가졌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19살이었다. 그들은 은행을 

활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며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동질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게 구성되었고 그중 7명이 

여성들이었다. 매칭 테스트는 시맨틱 스케일 

용지가 배포되기 전에 수집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첫 반응에 대해 다시 돌아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칭과 논매칭 그룹을 구별하기 위해 매칭 

넘버가 각 설문서와 시맨耳 스케일에 

기록되었다. 21명의 대상자들은 돈을 받은 

대상자들이고 나머지는 자원자들이었다. 돈을 

받은 대상자들은 각각 1달러 50센트씩 

지불되었다. 결과물은 29개의 설문지와 

29개의 시맨틱 스케일 화일(理e)이었다. 각 

화일은 12개의 코퍼레이트 심볼들에 대한 

25개의 변수들에 대한 반응을 수록한 것이다 

각 데이터는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다시 정리되어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었다. 각 

슬라이드, 즉 실험에 쓰인 코퍼레이트 심볼은 

모두 같은 사이즈로 만들었고 그밖의 

요소들이 정확한 측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III• 실험에 대한 결과 및 분석

1• 실험 결과

본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컴퓨터에 의한 분석 결과는 

각 코퍼레이트 심볼에 대한 매칭 그룹과 논 

매칭 그룹간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성별 

•비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 집단의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도표 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매칭과 논 

매칭의 빈도(frequency)로 대상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 도표 1은 다음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①그룹1 : 이스턴 항공, 델타 항공, 컨티넨탈 

항공, 시트코 오일, 아메리칸 모터스

②그룹2 : 내쇼날 항공, 피츠버그 내쇼날 은행.

〈표1〉매칭과 논매칭의 빈도

• 75% 이상의 매칭빈도

，논매칭이 매칭보다 많은 것

NAME NON MATCH MATCH

BANKERS TRUST 14 15
AMC 7 22 •
EASTERN AIR 2 27
CITGO OIL 3 26 •
NATIONAL AIR 10 19
PITTSBURGH BANK 1 1 18
CONTINENTAL AIR 2 27 •
UNITED BANKS 10 I9
DELTA AIR 4 25 •
MERCHANTS BANK 14 I 5
ARCO OIL 15 I4 ■
OLDSTON BANK 17 12 w

콜로라도 유나이티드 은행, 머천트 은행 

③그룹3 : 알콜 오일, 올드 스톤 은행 

그룹1은 매칭 빈도가 乃%이상이고, 그룹2는 

75%미만, 그룹3은 매칭이 논매칭보다 더 적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운송관련 기업들의 

심볼(내쇼날 항공은 제외)들은 그룹1에서 

보여진다. 이로써 운송 기관을 위한 심볼이 

은행이나 오일 회사의 것보다 만들기 용이하고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괄적인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수직선을 따라 표현된 것은 각 심볼의 

성격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25개의 변수의 

배열을 말해 준다. 수직선의 점수들은 29명 

대상자들의 반응에 대한 평균치들을 의미한다. 

시맨틱 스케일의 23개 변수들에 대한 

평균치들은 중심 경 향도(measures of central 

tendency)를 나타내는데, 이로써 25개의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각 심볼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2)수평선은 각 심볼을 순서대로 가로로 

배 열해 보았다. 그것으로 각 변수들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한 변수에서 

각 심볼들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응을 표시하며 

열두 개 심볼의 평균치는 각 변수들에 대한 

중심 경향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 챠트를 

보면 내쇼날 항공OR, 이스턴 항공(5.1), 

컨티넨탈 항공(5・3) 그리고 알코사는 호의적인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 은행 

은행(3・9)과 머천트 은행(4.0)은 호의적이지 

못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 전체 챠트는 또한 

'현대적', '통일적' 그리고 '청결한' 변수들이 

높은 평균치(mean)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실험에 쓰인 

심볼들에 대해 현대적이고 통합적이며 

깔끔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다.

매칭과 논매칭의 비교는 코퍼레이트 심볼에 

대한 실험의 반응에 대한 차이와 경향을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 '홍미 있는'과 '상상력 있는' 

변수들만 제외하고 양쪽 그룹간에 큰 

有意差(significance)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양쪽 

그룹간의 점수는 비슷하고 다만 매칭 그룹의 

점수가 논매칭 그룹의 점수보다 높은 지속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도표 2 참조). 이것은 

코퍼레이트 심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매칭 그룹이 기업에 대한 판단을 더 예민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12개의 심볼을 맞추는데, 매칭 그룹 중에서 

몇몇 대상자들은 이미 사전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칭 그룹 안에서 사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집단에 대한 

비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도표 3 참조). 

또한 이런 경험을 가진 그룹은 평균 

정도(6)보다 낮거나 비슷한 정도를유지했는데, 

도표 3은 심볼의 대부분(아메리칸 모터스, 

이스턴 항공, 델타 항공 제외^ 대해 거의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도표 

3은 또한 두 항공사(이스턴항공과 컨티넨탈 

항공)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스턴 

항공((matching 27, experienced 21)과 컨티 넨탈 

항공(matching 27, experienced 1)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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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non r ■

match match n-m
4.9 5.1 -0.2 :MODERN

2 4.6 4.7 -0.1 :ELDERLY

3 4.5 4.9 -0.4 :LOCAL

4 4.5 5.0 -0.5 :EXPERIENCED

5 4.1 4.7 -0.6 :UNFRIENDLY

6 4.2 4.9 -0.? :SECURE

7 4.1 4.3 -0.2 :RIGID

8 3.8 4.2 -0.4 :WARM

9 4.6 5.1 -9.5 :STRONG

1。 3.6 4.4 -0.8 :EXCITING

11 3.9 4.5 -0.6 :GLOOMY

12 쇠.4 5.0 -0.6 :RESPONSIBLE

13 4.8 5.3 -0.5 ：HAPHAZARD

14 4.2 과 .8 -0.6 :STATIC

15 4.6 5.0 -0.가 :BOLD

16 4.소 4.7 -0.3 :UNPLEASANT

17 4.4 5.0 -0.6 :COMPETENT

18 4.5 5.0 •0.5 :UNRELIABLE

19 스. 3 4.3 0 :FORMAL

20 4.6 5.0 -0.4 :UNCLEAR

21 4.4 4.7 -0.3 :CONTRACTING

22 3.9 4.7 -0.8 :IMAGINATIVE

23 .스.。 4.7 -0.7 :INCONSIDERATE

24 5.1 5.5 -0.4 :CLEAN

25 4.5 5.2 -0.7 :EFFICIENT

〈표3〉사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빈도

NAME MATCH EXPERIENCED

BANKERS TRUST 15 2
AMC 22 14
EASTERN AIR 27 21
CITGO OIL 26 7
NATIONAL AIR 19 8
PITTSBURGH BANK 18 0
CONTINENTAL AIR 27 1
UNITED BANKS I9 r o
D티JA AIR 25 13
MERCHANTS BANK I5 0
ARCO OIL I4 4
OLDSTON BANK 12 1

경험과 지식을 맞추는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컨티넨탈 항공의 경우 단 

한 명의 경험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그룹에 속하며, 항공사의 이미지로 쉽게 그 

개성을 전달하고 있다.

2. 측정된 효과의 분석

(1)트러스트 은행

트러스트 은행은 그들의 코퍼레이트 심볼이 

힘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 은행의 심볼은 피라밋의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힘(power)의 탑，을 뜻한다고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심볼이 은행 이미지 

전달물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칭 그룹이 논매칭 그룹보다 훨씬 더 

심볼에 대해 안전하고 힘차며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 모두 은행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인 컷이다. 그러나 매칭 빈도수의 분석은 

논매칭 그룹과 비슷하였고 은행의 이미지 

부각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시각적 잡음(visual noise)의 

영향으로 보인다.

(2)아메리칸 모터스

아메리칸 모터스의 의도된 효과는 젊고 강한 

이미지였다. 매칭은 논매칭 그룹에 비해 

'현대적', '깨끗한', '유능한' 변수에서 우세를 

보였고 양쪽 그룹 모두 흥미를 주지 못하는 

심볼이라고 보았으나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이미지를 수반하고 있다. 매칭 그룹은 15개의 

요소들에 걸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중 두 가지 요소('현대적', '강한')는 정확히 

이 기업이 원했던 대로 잘 전달되고 있었다. 

나머지 변수들의 호의적인 반응은 아메리칸 

모터스의 심볼이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이스턴 항공

항공사 측에서 원하는 코페레이트 심볼의 

의도된 효과는 이스턴 항공사의 통합된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기업의 성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역량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믿을만하며 

발전하는 항공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이스턴 항공 심볼은 힘차고 

통합적이며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다른 변수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 경험자들이 많아 

유의도가 높지 못하다.

(4)시트코 오일

시트코 오일 회사는 그들의 심볼이 쉽게 

식별되고 품질에 대한 명료한 이미지, 효율성, 

에너지 등이 전달되기를 바랬는데, 이런 의도는 

비교적 잘 전달되었다.—대상자들의 90%가 오일 

회사의 것이라고 맞추었고 시트코의 심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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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있고 깨끗한 그리고 효율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보았다.

(5)내쇼날 항공

이 코퍼레이트 심볼은 여행 목적지의 성격을 

시각화하였다. 내쇼날 항공사의 76%의 

고객들이 플로리다주의 태양을 즐기는 

휴양지에 관련된 여행을 하고 있는 데 

착안하여 태양의 형상을 따랐다. 매칭 

그룹(66%)은 심볼을 강하고 통합적이며 

재미있다고 보았으나 논매칭 그룹은 젊고 

즐거우며 상상력이 풍부한 심볼이라고 보았다・ 

전체 챠트에 의하면 내쇼날 항공의 심볼이 

열두 개의 심볼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는 66%의 대상자만이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에게 강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주었으나 컨티넨탈 항공과 같이 이미지를 잘 

전달할 千는 없었음을 말해 준다.

(6) 피츠버그 내쇼날 은행

피츠버그 은행은 모농가헬라강(Monongahela 

river)과 알리 겐니강(Allegheny river)이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곳에서 

오하이오강(Ohio river)이 시작하는 곳과 

연결해 보면 바로 비즈니스 지역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 지역은 널리 '황금의 

삼각지라고 불려지고 있다. 피츠버그 은행은 

황금의 삼각지로부터 유래되었고 심볼의 또 

다른 의도는 밝히지 않았다. 매칭 그룹은 

논매칭 그룹보다 통합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명료하지 못한; '책임성이 

없는'등의 부정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7)컨티넨탈 항공사

항공사 측에서는 의도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컨티넨탈 항공의 심볼이 

항공사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음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대상자들이 맞추고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 그룹(매칭과 논매칭)은 2가지 

변수(안전한, 강한)만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컨티넨탈 항공사 심볼의 

이미지는 통합적이고 다이내믹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콜로라도 유나이티드 은행

은행에 의하면 심볼의 의도는 강함, 독창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 '강한'과 '책임감 있는' 메시지는 

전달되고 매칭 효과의 66%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빈도는 은행들 가운데는 제일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챠트에선 양쪽 그룹이 모두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델타 항공

델타 항공은 단순히 그들의 심볼을 항공사 

이름을 발전시켜 얻어 내어 사람들에게 쉽게 

인지되도록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가 

심볼을 운송 관련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었는데, 다른 운송 기업들과는 달리 

'다이내믹'한 변수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매칭과 논매칭 그룹은 심볼을 

안전하고 친근하며 대담하고 통합된 이미지를 

가졌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변수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나 사전 

경험자가 많아 유의도는 높지 못하다.

(10)머천트 은행

이 은행 심볼의 의도는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의도들 중 한 가지만 

성취되었다. 그것은'믿음직한'이란 

이미지였다. 기타 변수들은 별로 특징적인 

사항이 없으나 매칭 그룹과 논매칭 그룹이 한 

가지 변수에서 대표적으로 '오래된'(매칭)과 

'젊은'(논매칭)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11)알코 오일

알코는 코퍼레이트 심볼이 에너지, 운동감, 

진전성 등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랬는데 

결과에 따르면 '다이내믹한' 변수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심볼은 매칭 

빈도의 48%만이 달성되어 오일 회사 이미지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12)올드 스톤 은행

이 은행의 경우는 코퍼레이트 심볼이 

매칭이건 논매칭이건 은행 심볼로서 상당히 

빈약한 전달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심볼의 

의도는 올드 스톤 측에 따르면 안전성과 

힘이다. 이 심볼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두 

가지 변수 모두 중간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도표1참조)•운송 관련 기업의 심볼이 

매칭이든 논 매칭이든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용이함을 보여주고 있고 심볼은 그것의 

개별적인 전달 능력에 따른 강약도를 갖고 

있다. 매칭 그룹은 논 매칭 그룹보다 상당히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양쪽이 성향은 

비슷해도 매칭 그룹이 논 매칭 그룹보다 항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표2 참조).

컨티넨탈 항공사와 시트코 오일 같은 몇몇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강한 이미지 전달을 

보인다. 올드 스톤 은행과 머천트 은행 같은 

회사는 그들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명백하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코퍼레이트 심볼을 갖는다는 

것은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 기업 성격별로 몇 개의 공통적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은행들은 매칭 그룹에서 '통합적인', 

'효율적인', '유능한' 그리고 '믿을만한' 

이미지들을 보이고 있다.

②운송 관련 기업들은 깨끗한', 

'효율적인', '명료한', '다이내믹한', 강한 

이미지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중 '다이내믹' 

변수가 가장 뛰어났다.

③오일 회사의 경우 '낯 익은'변수만 

제외하고는 서로 공통적인 변수가 없었다.

VI•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퍼레이트 심볼이 형태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메시지를 심볼을 지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만일 어떤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기업이 의도했던 

효과와 일치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의 평균치 

또한 조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와 정보들 

그리고 발견된 결과들로 충분히 검토되었다. 

지금은 보다 넓은 견해로 전체를 조망하여 

결론을 맺어보려고 한다.

코퍼레이트 심볼들의 존재 이유는 기업 그 

자체들에 의해 계속 언급되어 왔다• 그것은 

아마도 올드 스톤 은행의 CI 매뉴얼에 

나타난 대표자의 언급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최대의 효율을 

살리려 하고 있는 일 중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드 스톤 은행이 적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변 메시지들 

가운데서 두드러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 

마케텅 전략의 한 요소로 디자인되어 사용되는 

것 이외에 코퍼레이트 심볼은 회사의 업적이나 

하고 있는 일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이 점점 

거대해져 가는 시기에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휘가 기업이 시각 

디자인물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들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의문점은 누가 과연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가이다. 코퍼레이트 심볼이 의도한 뜻을 

전달할 수 있기 전에 대중에 의해 심볼이 

학습되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크나 코퍼레이트 심볼은 

시각 환경 속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심볼이 정확히 기업에 의해 의도된 효과적인 

뜻을 전달할 수 없을지라도 一다른 해석이 

40 산업디자인 78, 1985/2



종종 수반되지만一어떤 목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러스트 은행 심볼의 경우 

머리빗, 피아노 건반 등의 다른 시각적 잡음이 

많이 보였다). 루돌프 모들리(Rudolf 

Modley)에 따르면 “코퍼레이트 심볼은 단지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개인이나 다른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단순한 그래픽적 고안물이다二⑰ 

따라서 기업은 그들의 심볼의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심볼에 대한 인지를 달성시켜야 한다. 

더우기 코퍼레이트 심볼은 항시 그 기업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어 오고 있어서 심볼 그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몇몇 코퍼레이트 

심볼(콜로라도 유나이티드 은행, 컨티넨탈 

항공 등)들은 심볼 안에서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볼의 사용에도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심볼이 너무 추상적일 때가 바로 그 경우이다. 

에드워드 부스 클리본(Edward Booth) 
Clibborn)은 “어떤 추상 심볼들은 그것들만 

보여주기에 그 차이들이 너무 적다:，⑱고 했는데 

알코 심볼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알코 

심볼의 형태는 크라이슬러나 또는 다른 기업의 

심볼들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몇몇 광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 력적이고 극적인 

다이아몬드 알칼리(Diamond Alkali)심볼 같은 

것은 그 상상을 너무 멀리 뻗치게 하여 케미컬 

레토르트(chemical retort)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처럼 디자이너에 의해 

훌륭하게 디자인되고 매력을 주는 심볼들이 

코퍼레이트 심볼로서 종종 실패하는 현상은 

내쇼날 항공의 경우에서도 보이고 있다. 전체 

챠트에서 내쇼날 항공 심볼은 다른 

항공사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였으나, 66%의 매칭 빈도를 

보였다(AMC = 76%, 이스턴 = 93%, 

컨티넨탈=93%, 델타=86%).

이처럼 디자이너들은 종종 일반 대중의 상상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때로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추상 심볼들은 그 기업의 이름과 

일단 연결되어 인지되면 결코 잊지 않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때때로 

결실을 맺는 도박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한 

이런 시도는 “단순히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알코사

엑소포라마사

구별이라기 보다 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의해 선택된다”⑲고 한다. 그러나 

추상 심볼을 사용하는 기업은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탐울프(Tomwolfe)는“추상적인 심볼은 기업의 

손실을 뜻하지만 수백만 개가 계속 디자인되고 

있다. 왜 ? 왜냐하면 “추상적 심볼로의 전환이 

어쨌든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⑳라고 했다.기업의 구별화보다 

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 시도로 추상 심볼을 선택한 경우는 

크라이슬러나 체이스 맨해턴 은행에서도

체이스 맨해턴 은행심볼의 

시대적 변천

엿보인다.

“크라이슬러는 원칙적으로 심볼이 그 기업의 

새롭고 진취적이며 현대적 감각의 다이내믹한 

느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체이스 맨해턴 

은행은 더 이상 케케 묵은 시대에 뒤진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거미줄같은 지점망을 

알리기 위해 현대적 감각의 추상 심볼을 

택했다㉑

사람들은 주어진 심볼들의 사용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아 왔는데 이중 가장 

뛰어난 형태가 언어였다. 개별의 문화들과 

사회들은 심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뷸러 

오펜하임 (Buhler-Oppenheim)에 따르면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은 사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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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CHART

Name of Company
BT AM EA CO NA PB CA UB DA MB AO OB

1 5.3 5.2 4.9 5・2 5.3 5.5 5.5 5.2 5.2 3.7 5.1 4.6 5.1

2 4.7 4.8 4.6 4.8 4.8 4.3 4.9 5.2 4.4 4.1 4.8 4.8 4,7

3 5.0 4.8 5f 7 5,2 4.6 4.4 5.5 3t 9 5.2 4.3 4.6 4.3 4.8

4 4.7 4.9 5.5 5.3 5.6 4.4 4.8 5.0 4.9 3.7 5.5 3.9 4.9

5 4.1 4.9 5•그 4.8 5.6 3.0 4.9 3.2 4.7 3.6 5.3 4.4 4.5

6 4 •기 4.7 4.8 5.2 5.3 4.3 4.7 4.2 5.3 4.3 5.2 3.7 4.7

7 3.6 4.1 4.6 3.4 5.2 3.0 5.4 4.0 4.2 4.3 5.1 시 .2 4.3

8 2.9 4.3 4.4 4.3 6.1 2.4 5.6 2.7 4.2 3.1 4.9 4.0 4.1

9 4.9 5.0 5.5 5.7 5.3 4；8 기 .9 4.6 4.9 3.9 5.3 4.3 4.S

10 4.0 3.8 4.4 4.4 5.6 2.6 5•과 4.1 4.7 3.1 4.4 3.8 4.2

11 4.1 4.4 4•김 4.1 5.7 3.0 4.5 3.9 4.8 3.5 심 .8 4.2 4.G

12 5.0 4.7 5.5 5.2 5.3 3.9 5.0 4.3 5.2 4.5 4.7 4.2 4・£

13 5.2 4.9 5.6 5.3 5•기 4.8 5.1 5.1 5.3 5.0 5.2 식./ 5.3

14 4.3 4.6 5.2 과 .6 5.6 3.4 5厶 4.6 4.5 3£ 5.1 4.0 4.6

15 5.1 4.6 5.0 5.4 5.0 4.6 5.2 49 5.0 4.3 5.2 4,0 4.9

16 44 49 d 2 4.4 5.8 3.3 5.2 4.1 4.8 3.4 5.3 4.・7 4.6

17 5.1 5.1 5.2 5.0 5.3 4•기 5.1 4.3 5.0 4.3 4.9 4.4 4.8

18 4.9 4.8 5.2 5・。 5.1 45 5.0 김.7 4.9 4.3 5.2 4.8 4.9

19 2.7 48 4.2 3.9 3.6 4.3 김 .0 4.7 4.5 4.4 4.2 4.0 4.3

20 4.9 5.3 5.9 48 , 5.8 3.6 4.8 4.0 5.7 4.1 5.4 4.4 4.9

21 5.2 *0 5.3 42 5.4 3.7 5.3 4.6 4.6 3.7 4.6 4.3 4.7

22 시 .3 4.5 48 43 5.8 3.5 5.5 43 4•시 3.5 4.7 3.9 4.5

23 4.0 46 4.8 41 5.0 4.0 5.1 4.4 4.7 .3.8 5.0 기 .2 45

으 5・£ 6.0 5.6 5.1 5.7 4.8 5.7 5.2 5.3 4.9 5.4 5•그 5.4

25 5.3 5.5 5.7 5.0 5.7 4.4 5.1 4.6 4.8 4.2 4.8 4.8 5.0

46 4.8 5.1 4.7 5.3 3.9 5.1 4.4 4.8 4.0 5.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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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그 문명 속의 

사인들의 활동에 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㉒” 오늘날의 기업들 역시 코퍼레이트 

심볼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코퍼레이트 심볼은 때때로 

언어학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 우리의 

환경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많은 

심볼들을 통해 사람들을 참을 수 없도록 

하기도 한다. 그거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으로서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의사 

전달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에 만든 바로 그 

심볼이 더욱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 글과 실제가 항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형태 지각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해야 하며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컴퓨터가 디자인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그것을 조종하는 

프로그래머가 없이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컴퓨터는 심볼들을 세밀한 구별, 정보 

처리, 또는 경험에 의한 학습（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장기를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아 레이챠트0asia Reichardt）가 

말하듯이 “컴퓨터는 추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는 3가지, 

즉 상상력, 직관, 감정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디자이너가 코퍼레이트 심볼을 창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코퍼레이트 심볼을 디자인함에 

있어 형태 지각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모호한 이미지는 

대체재를 제안하며, 상상력을 확장시키되 다른 

해석을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코퍼레이트 심볼 그 자체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메시지나 뜻을 전달하는가를 

보았는데, 의도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심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심볼들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디자이너들에게 

독립적으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코퍼레이트 심볼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의도된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디자인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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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

세계적인 제품의 虛와 闇

스티브 브레이드우드»(Steve 
Braidwood)는 상품들을 분류하기 위한 

틀을 제안하고 있으며, 세계적 제품이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들에 맞도록 

변화하기를 요구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인류에 대한 수많은 범죄가 과학 기술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또 

다른 것이 계획되고 있다. 비록 그것이 터무니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대기업주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상품들(World Products), 

세계적 상표들(World Brands) 그리고 세계적 

확산(Globalisation)과 같이 다양한 이름들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확산은 선택된 소수의 제조업체들에게 

세계 지배를 약속해 준다.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들의 황폐를 그 대가로 치워야 한다. 즉, 

모든 문화들을 대가로 치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는 세계적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될 가장 적은 종류의 

상품들만을 필요로 하는, 완전한 소비자 

문화이다.

세계적 확산에 있어서, 디자인과 광고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의 배후 

조종자들은 그것들을 이용해 현대 문화들의 

발전을 지배하고 싶어 하고 또한 세계적 

상품들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배적 세력으로 활약하고 싶어 한다.

세계주의(Globalism)의 신조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수많은 기업들에게 명백한 전략을 

제공해 준다. 그 전략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이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논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것의 계획자들은 

커뮤니케이션과 제조상의 현대적 과학 

기술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영국 (1947) : 대량으로 제조된 제품들을 위한 동걸적 국립 시장.

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잘 알고 있다.

대중 전달(매스커뮤니케이션)과 대량 제조 

그리고 대량 판매는 세계주의의 대들보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기계들에 대해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미성숙한 과학 기술의 

산물들이다. 세계주의자(Globalist〉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야흐로 우리가 

적응 가능한 과학 기술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엔 기계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조화되도록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전문화될 것이고, 제조 

체제들은 탄력성 있게 될 것이며 시장 판매는 

소규모 계층들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있는 어떠한 세계적 

상품들도,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동등하게 

가격을 책정한 상품들이 적합한 과학 기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만 그럴 것이다.

디자인은 항상 전세계적 해결책들을 

추구하여 왔다. 즉, 시 간과 장소와 문화적 

특색들을 초월한 강력한 아름다움을 갖춘 

작품들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예외적으로, 

훌륭한 디자인들은 미적 능력이 걱절히 개발된 

소수의 사람들간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고전적인 

디자인들은 세계주의자들의 세계적 상품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세계주의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전세계를 위한 제품들을 

창작하는 선발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수지도 맞고 또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제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최근 디자인의 논점들에서 제안되는 

사용자 중심적 그리고 포괄적 해결 

방안으로부터 해방되어 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세계적 상품의 접근을 

회피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그것에 대해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적 전략의 응용 가능성은 제품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변화한다. 대다수는 그 제품이 

문화적 요구들, 즉 다른 제품들에 대한 

경쟁적 우위의 획득이나 소비자들의 선호 

가능성의 확보란 요구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정도에 좌우된다.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팔리는 제품들의 

제조업자는 흔히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쉬운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특정한 

적용에 집중함으로써 문화들 각각을 위해 

완전히 상이한 제품 제조를 회피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페인트 색깔과 

세부 장식들을 변경함으로써, 그리고 지역 

사회들에서 그 제품을 위한 의미 있는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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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카 콜라와 같은 다국적 제품들은 전세계에 걸쳐 

유일한 상표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것들은 시장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들의 주 문화들에 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말보르(Ma 
(Marlboro) 담배(1)는 56개의 시장들에서 각기 다르다.

3. 포드 에스코트(Fiord Escort)와 같은 개작된 

제품들은 더 큰 다양성을 보여 준다. 단일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들은 세부 디자인들과 상표 발전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사용자들에 적합하도록 개작된 것이다.

금년 초에, 영국의 콘벤트리가(Conveniry Street)에 있는 

버거 킹(Burger King)은 과거의 미국식 속성 식사 

소매점을 재디자인하여 독특한 영국식 환경을 

창조하였다. 영국

확보해 주는 특정 광고 캠페인들을 

고안함으로써, 한 가지 모델형으로 일련의 

문화들을 기만한다. 마찬가지로, 고속의 소비자 

상품들의 제조업자들은 상이한 시장들에서 

포장을 변경한다. 이것들과 같이 '개작된 

제품들'을 위해서, 세계주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유한다.

세계적 상품들을 위한 용기

세계적 상품들의 논의는 이와 같이 

진행된다. 과학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켜 왔다. 

보다 빠르고 또 보다 값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것은 단일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서구에서만이 아니고 제3 세 계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문화적 차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또 생활 양식들이 

유사해지고 있다. 고도 대량 제조를 통해서 

과학 기술은 소비 제품들을 원하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량의 소비자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종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수많은 세계적 

규모의 시장들과 그들에게 메시지들을 

보급하기 위한 대중 매체들을 만들어 냈다..

더우기, 현재 활동중인 세력들은 보다 큰 

문화적 수렴과 보다 광범한 규모의 제조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동시 방송용 위성들은 

곧 현재 텔레비젼 방송망들의 국경들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영의 인구 증가(종종 

'정태적 시장들'이라고 잘못 표현된다)는 • 

수많은 국가들에서, 비용이 가장 낮아야 

승자가 될 수 있는 제조업자들에게 

침정(沈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낮은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이다. 즉, 구매, 생산, 

분배 그리고 판매의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이것이 선도될 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다국적 기업들, 즉 현재 수개국에서 

그들의 제품을 제조하고 또 그들을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다중심적으로 되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여, 그들의 활동들 

하나하나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 장소에 위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상품들(또는 

용역들)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 

혹은 어디 줄신이든지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할 것이다. 그들은 생활 양식상의

유사성늘에 집중할 것이고 또 모든 변화를 

보편적 문화에 집중시키려 할 것이다. 이들이 

세계적 기업들이다. 그들의 운영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지역적 조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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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호텔들(Hitton hotols)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생활 양식(Lifestyle) 제품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정 

소비 계층들에 맞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소니(Sony)의 

방수 워크맨(Walkman)은 버버리(Burberry)⑸가 만든 것 

것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방적 의미를 가졌던 

수많은 수출품들이 그러하였듯이, 이러한 카테고리에 

조화된다. 삼소나이트(Samsonite)의 서류가방(1)은 비록 

그것이 세계화 계획의 산물이긴 하지만 자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필통은 런던에서 페터 엔드 

파트너즈(Fiether & Partners)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다른 

요소들은 다른 나라들의 디자이너들에서 기원한 것이다.

유니버설 메디칼 프로덕츠(Universal Medical 
Products)의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세계적 상품들(World 
Producis)은 보다 큰 시장들을 목표로 한다. 그것들은 

대단히 많은 양의 상품들로서 낮은 비용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그들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들에 둔감하다. 그들이 

주사기(4)와 같이 거의 문화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제품들과 경쟁할 때에는, 그들은 성공할 수 있다.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소비 상품들에 있어선, 그들은 목표로 

하는 제품들과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하는 약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록터 엔드 갬블(Procter & 
Gamble)의 팜퍼(Pamper) ⑶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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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984) : 국경을 초월한 소비 계층들의 복수 사회.

적합하게 하려 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세계적 기업들의 제품들(세계적 상품들)은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사용하여 단일한 중앙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세계에 걸쳐서 

단일한 방법으로 광고될 세계적 

상표들(World Brands)을 통합시킬 것이다.

세계적 기업들의 생산을 위한 또 다른 

기법은 혁신이다. 전체 산업들은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경우에 디자인과 제조의 특정면들을 다루는 

전문가의 세계적 중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산업적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품들은 거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즉, 그것들이 소비자들에게 ^microchip， 

토스터로서 판매될 때까지는 그러하다). 

상당히 극적으로, 새로운 고도의 과학 기술과 

대량 생산의 세계적 제품들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유니버설 메디칼 

써플라이즈(Universal Medical Supplies)는 3개의 

중앙 시설들에서 만들어진 판매용 주사기로 

이것을 해냈다. 그런데 이들 시설 하나하나는 

상이한 요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였고 또 

자신의 원료들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세계주의자들은 국가적 차이점들의 와해를 

그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한때는 사람들은 선대의 생활 양식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력으로 

그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을 국적으로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집단들과 직업들 그리고 소문화들 등으로 

구별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세계적 상품들에 대한 반대의 경우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들간의 

차이가 적어졌고, 고도의 대량 생산으로 

제작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며 그리고 정보와 

문화의 교환에 대한 국가적 장벽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의 전통적 성장 패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회사들은 국내 시장을 지향하여 출발하였고, 

수출 단계를 통해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일련의 국가 시장들 근처에 조직된 다국적 

기업들이 되었다. 오늘날 국경선들을 따라 

독단적으로 세계를 분할하는 판매업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대에 뒤진 것이다.

세계주의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국경선을 따라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국가적 차이점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각 국가마다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해 주는 차이점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자들이 훌륭한 시장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층들의 요구들과 

그들을 만족시킬 디자인 제품들 그리고 그들의 

직접적 분포와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선전을 

배워야 한다.

전통적인 인구 통계치들로부터 보편적 수요 

계층들을 겨냥한 그들의 계획에 대한, 일련의 

유용한 반증을 얻을 수 있다. 놀랍게도 인구 

통계 자료들은 국가들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기 

위해 세계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시장 관리에 있어 개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새로운 소비 계층들도 그 통계치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온 것 같다. 

엄청난 숫자의 근로 여성들과 

노령 인구 등에 의한 비가족적 가정의 

출현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장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의 하나하나는 특정된 

계층(또는 '목표 집단')으로서 조사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 선전할 수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렴이 야기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전세계가 

잘 섞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동질적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확실히, 그것은 개별적 소비 

계층들에 맞춘다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문화적인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됨에 따라, 그들은 그것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한때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물려 받았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자력으로 

그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을 그들의 태어난 

모국으로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세대, 그들의 직업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그들의 

소문화같은 집단들로 식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함으로써 그들의 일체성을 주장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동일성을 가져다 주는 집단들을 

탐지해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학 기술에 있어서, 

미래의 발전은 단지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이 적절히 

응용되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때, 

좋아하지 않으면 참아야 하는(like-irorJump-it) 

오늘날의 텔레비젼을 대체하게 될 다량의 

전문적 매체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수 십년 동안 국가를 초월하는 라디오 

방송들을 들어 왔다. 그것들은 사회들을 

복수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비디오 

레코딩, 케이블 텔레비젼과 인공위성 텔레비젼 

그리고 컴퓨터가 조정하는 비디오텍스트 

그리고 가정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망과 같은 새로운 과학 기술들로 

인해 사람들은 그것들의 시청을 개인의 희망에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문화의 

분기를 촉진시키게 될 뿐이다.

마찬가지^, 컴퓨터가 조정하는 제조 

시스템들로 인해서, 제조업자들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모든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필요없이 많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특정한 사용자 계층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생산을 

배분할 수도 있다. 이미 크게 성공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최근의 자동차 

디자인들에서 볼 수 있는 온화함에 대한 

반응들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디자인에서는 킷 자동차(kit cars)의 

증가와，개별화｛personalization》부속품들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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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치 엔드 사아치(Saatchi & Saatchi)는 세계적 상표가 되기 위해 신문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

해결책은 탄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시장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다. 세계적 기업들은 

너무나 엄격히 양에 집착하여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들의 생각은 시대에 

뒤진 것이다.

세계주의자 메시지의 영향

세계화가 보장해 주는 대가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대단히 홍분하여 있다. 

일단 그들이 걸려 들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쟁자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황하기 시작하여 

재빨리 전환한다.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는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에서 매니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즉, “우리는 자동차 시장을 대량 

시장으로 다루어 왔지만 지금은 개념이 죽어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하였다.

시장 관리 전문가들 조차 세계적 상품들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24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테오도르 레비트(Theodore Levitt)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판매는 판매자의 

요구들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관리는 

구매자의 요구들에 초점을 맞춘다. 판매는 

상품을 돈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판매자의 

요구에 몰두하여 있는데 반하여, 창조, 분배 

그리고 최종적 소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 

제품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데 

전념한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관리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중심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시장들의 세계화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다국적 상업 세계는 

종말이 멀지 않았고 다국적 기업도 그러하다. 

세계적 기업은 마치 전세계(혹은 그것의 주요 

지역들)가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움직인다. 

즉, 그것은 모든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물건들을 판매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맞게 조정된 기업들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관한 아무런 도움이 못되는 구식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 ”

이러한 말은 목표 시장 관리를 위한 경우를 

논의한 반세계주의자 출판물에 금년에 처음 

게재되었다. 즉, 런던에 있는 정세 

광고(Aspect Advertising)에서 만든 

49파운드짜리 미래의 길잡이(Signposts to The 

Future)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 

상표들을 다룬 일요 신문의 2페이지 광고에 

두 번째로 실렸는데, 이것돗 금년의 일이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 사무負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인 사아치 엔드 

사아치(Saatchi & Saatchi)에서도 출간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제조업자들에게 소비자의 

습관들과 기호들에 수렴되는 제품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컴퓨터 업체들은 단호하게 

반세계주의적이다. 그들은 사용자들을 2차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지만, 오늘날엔 미래의 

성공의 열쇠는 그들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소비자용 

상품 사업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다국적 기업인 IBM이 포함되는데, 그들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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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와 서독가 같은 곳들에서 가져온 지역적 

제품들(1一7)외에 개작된 제품들과 다국적 제품들의 

예도 보여 준다 (8-12).

11
오돌(Odol) 치약가 같은 지역적 상품들은 전통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조화된 상품들이다. 그렇지만, IIS가 

수집한 전세계의 치약 샘플은,

4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멀티플랜(Multiplan) 
광고지 소프트웨어과 같은 적응 가능 제품들은 미래의 

상품들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필요에 

적응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은 지역적 선호를 

알기 위해서 주컴퓨터와 상호 연락한다.

센터들을 세웠다. 그들은 과학 기술이 

사람들과 조화되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 웨어 회사들은 

오늘날 '적응 가능 제품들(adaptive products)，을 

선구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마이 크로소프트 (Microsoft) 의 

멀티플랜(Mukiplan)은 각 나라에 따라 그 

챠트의 포오멧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다른 제조업자들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해결책은 탄력성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다. 세계적 기업들은 지나치게 엄격히 

양에 전념하여 이것을 할 수 없다.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관리자들은 시장 

관리팀의 강력한 구성원들로서 사용자들의 

옹호자들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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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그래픽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드리스 반 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취급해 온 그래픽을 

이용한 정보 처리 방식이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픽을 이용한 정보 

처리 방식이 실제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전개해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응용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면을 조성하는 길을 

개척하는 데 공로가 큰 이반 E・ 

수터란트(Ivan E. Sutherland)는 자신이 

우선으로 하는 전문 분야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엘리스의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창문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이 창문을 통해 프로그래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토대로 

하는 대상들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프로그램 

속에 기술한 법칙에 따르는 가상의 

대상들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도움을 빌어서 나는 

달리는 항공모함의 갑판 위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나는 속이 빈 

가상의 타원형 주물의 빈 속에 아주 작은 

心部를 정확히 끼워 넣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로케트를 타고 날아 보기도 했고, 

컴퓨터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지한 

컴퓨터 그래픽의 이러한 신기한 힘에 관한 

수터란트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소수의 전문가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밖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CAD,Computer-Aided Deseign)이나 

자료 분석 혹은 수학적인 모형 작성에 

종사하는 일부 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컴浦터라는 '마술의 

거울'을 통해 실제 및 가상의 세계(그림1)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사실상 그래픽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자 그 기본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 하나는 특정한 하드웨어 

부품들의 가격이 매우 싸지고 성능이 매우 

개선됨에 따라 고도로 발전된 그래픽용 

디스플레이 기기와 그래픽을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극소 전자 회로의 설계 및 제작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로부터 엄청난 정보 

저장 능력을 가진 기억 소자chips)의 세대가 

탄생했으며, 이것은 엄청난 정보 기억 능력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발전에 힘입어 또 다시 래스터 

그래픽 시스템 (raster graphic system)의 기술이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 래스터(raster)는 

텔레비젼 스크린에 나타나는 수직 및 

수평선의 가느다란 줄 무늬를 말한다. 래스터 

그래픽 시스템에서는 래스터 각기의 화면 구성 

요소가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는 

화면의 제작과 조작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일손을 덜게 된다.

응용에 있어서의 진보

이와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그래픽의 

응용 가능성을 현저히 확장시켰다• 이를테면 

상업상의 응용을 위한 새로우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자료를 다이어그램교 그래프의 

형태로 저렴한 가격의 가정용 컴퓨터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그래픽용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래픽용 표준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간단히 기술하고 

보다 쉽게 다른 컴퓨터에 옮기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컴퓨터 그래픽이 갈수록 인기를 얻는 것은 

컴퓨터 도면이 이용자한테 가장 편리하도록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켜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과 기계의 만남이라는 

이 닳고 닳은 표현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철학과 관련된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철학은 

팔로 알토(Palo Ako)에 있는 제록스사의 

연구소에서 70년대에 개발된 일련의 조작 

방식을 통해 가장 손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실마리에 기초를 

둔 컴퓨터 제품이 널리 상품화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제록스 스타 작업대(Xerox-Star- 

Arbeitsplat*에서부터 '매킨토쉬 개인용 

컴퓨터 (Macintosh Personal Computer)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상품들에 해당된다.

이용자에게 편리한 이런 종류의 컴퓨터의 

근본 특징 중의 하나는 '책상을 표시하는 

기호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에 제시되는 도면은 더러는 겹쳐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분리된 몇 개의 영역들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 영역들을 각각의 

화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영역들을 

우리는 하나의 책상 위에 펼쳐진 제도 

용지들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면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도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로써 원본의•자료와 화면 자료를 

동시에 동원하는 동시 작업이 가능해지며, 

가상적인 '접착 및 절단조작을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단일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중심의 

이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보는 것이 곧 갖는 

것이다(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라는 하나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최종적으로 인쇄될 것이나 도시되어야 할 것의 

절대적인 근사치라는 뜻이다. 가령 어떤 원본 

도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굳이 특수한 형식화 

부호(이를테면 “패러그래프”를 뜻하는

•PP라든가 “두 줄을 띄운다”는 뜻의

•s2따위)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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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뉴욕 공과 대학의 네드 그리인이 제작한 이 

컴퓨터화는 보는 사람을 덩굴 식물가 꽃들로 구성된 

환상 세계로 안내한다. 굽이쳐 가는 모서리들은 

다이아먼드의 결정 구조와 흡사한 삼차원계 격자의 

모서리를 이룬다. 이 그림은 관찰자의 시각이 식물들로 

이루어진 낭하 형태의 통로를 따라 홉인되는 연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장면의 대상들은 우선 

수학적으로 다각형의 그물로서 정의된다. 그리인은 부조 

（r이山）에 흡사한 소위，감침，기법에 의지하여 덩굴 

식물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명암 처리는 나무 껍질 

조각의 석고형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렌트겐 사진을 

이용했다. 덩굴가 꽃의 착색은 우선 해당 색채를 그물 

조직에 복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오늘날 이 기법은 직물 

복사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匚卜. 잎사귀들 사이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꽃잎의 그물식 

표현에서의 절단 부분을 기준으로 착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술의 프로그램은 다면체 표면을 따라 모서리의 

색깔을 결정했다. 그리인은 대비（contrart）를 이용자에 

대한 거리의 指数的인 기능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향기의 

효가를 노렸다. 그리인은 “향기의 효가 혹은 화면의 

길이를 묘사하는 다른 어떤 효과가 없다면 이 장면 

전체는 사실상 죽은 것이 된다”고 말한다. 이 그림은 

대략 백구십만 개의 다각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많은 

다각형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VAX 11/780형 디지틀식 

미니 컴퓨터로 18시간의 작업이 필요했다. 1536X 
1536형 래스터 스크린에 들어 있는 각각의 픽셀 혹은 

그림 구성 요소는 24비트의 색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인 이외에도 즐 블루멘탈, 파울 헥베르트 그리고 

레인스 월리엄즈 등이 이 기획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술한 바 있匚卜. 이들 제작자들에게는 컴퓨터화는 실제 및 

가상의 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 엘리스의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창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림2〉음극선관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벡터식 제도기（ 왼쪽）의 경우에는 

전자선이 스크린상의 임의의 두 점 사이를 끊임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직선과 벡터를 만들어 나간다. 가령 

어떤 집을 간단한 선으로 그리고자 하면 이런 조작을 

반복해 주면 된다. 래스터 스크린 제도기 혹은， 

텔레비젼식 스크린（오른쪽）의 경우에는 전자선이 

수평으로 그어진 走査線의 규칙적인 모형을 따라 

이동해 간다. 선의 밀도는 직선에 가장 가까운 픽셀을 

기준으로 상승된다. 그리하여 해당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최근의 컴퓨터화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이 래스터 스크린식 그래픽이다.

왜냐하면 이 부호들은 이용자가 편집을 끝마친 

다음에 특수한 선별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로 

만들어지는 대신에 여러 가지의 문장을 

지시하는 부호가 표기된 자（尺）의 표현 

방식들을 조작함으로써 원본의 가장자리나 

절단면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본은 편집의 과정에서 그때 그때의 

지시에 따라 수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글자는 오로지 그래픽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까닭에 거의 모든 임의의 크기와 타입으로 

자유 자재로 일정한 字幅 혹은 임의의 비율에 

따른 자폭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 수학 용어와 

이탤릭체가 아닌 모든 알파벳 역시 거의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

이러한 시스템을 응용한 프로그램은 

명령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처리 

방식에 의거한다. 즉, 글자와 부호들이 함께 

있는 타이프라이터로 일련의 명령 조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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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톱니형' 모서리는 수직이나 수평으로그려지지 

않는 모든 선분이나 모서리를 제작할 때 래스터 

스크린询서 반드시 도입되는 도형이다. 이것은 선에 가장 

가까운 일련의 섬세한 픽셀을 통해 화면 구성의 기본 

요소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계단 효과라고도 

불리는 m 방법의 필연적인 결함은 좌측 상단의 별 

모양의 견본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좌측 

하단에서처럼 그림을 호대시키면 그 결함은 보다 

선명해진匚卜. 하나의 그림 단위에 여러 비트가 소모되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계선상에 놓이는 픽셀의 농도를 변화 시켜 주어야 

한匚卜. 그러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계 

부분이 흐려진다. 톱니형 모서리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앨리어싱(Aliasing)이라고 알려진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해결 방식이 앤티 앨리어싱(Anti- 
Aliasing) 이라 불린다. 위의 견본 도면올 제작한 사람은 

브라운 대학의 파울 S. 스트로스와 제임스 K. 
린츨러이다.

입력하는 대신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다양한 

'메뉴 혹은 명령 조항 목록 중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테면 광선 표시기와 같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아이콘(Icon)이라 불리는 단순한 

그래픽용의 기호들은 가령 저장소, 서류철, 

서류함, 계산기 그리고 시계 따위와 같은 

특정한 작업 영역을 표시한다. 이들에 의해 

기호화되는 기능들을 우리는 아이콘을 

참조함으로써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글자와 기호가 뒤섞인 

시스템보다는 이같은 아이콘 혹은 '메뉴^ 

의지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이처럼 그래프만으로 

표시된 기호가•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보다 쉽게 배우고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컴퓨터 

그래픽은 일상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많은 성인들도 포함하여). 

어린이들은 시각적인 효과에 입각하고 때로는 

트릭 영화에서와 같은 장면과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나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은 텔레비젼 

광고 혹은 공상 과학 영화의 특수한 효과를 

위한 기발한 화면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계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상호 작용을 하는 대부분의 그래픽 기기 

장치들은 음극선관의 기술에 힘입고 있다. 

물론 (가령 포켓용 컴퓨터처럼) 한두 가지의 

목적에만 소용되는 평면적인 물체 표시기들은 

이와는 별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다. 

하나의 음극선관에서 나오는 전자선은 燐光이 

입혀진 스크린에 닿으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빛의 강도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라 

좌우된다. 인광의 빛은 다시 수백분의 일초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대개 

매초당 30번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一완전한 

그림이 새로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새로운 표시는 재생 회로에 저장된 그림의

디지틀식(digital)제시에。거한다

벡터 조작

전자선이 스크린상의 원하는 부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벡터 조작과 망판용 스크린 조작이 

그것이다(그림2). 벡터 표시기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직선, 다시 말해서 벡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이 표시기의 xy 2차원 좌표계내의 

임의의 두 점 사이에서 조종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작의 결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그려진다. 작은 벡터를 사용하면 

문자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선분과 호(弧)와 

문자 및 다른 그림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기호 체계로 구성된 문장이 부호화된 

명령 조항으로서 재생 회로내에 저장된마. 

부호화된 명령 조항에는 極点의 좌표와 두께, 

강도, 색깔과 같은 기본 부호 체계의 다른 

속성들로 포함된다. 실제 시간(real 

time)내에서의 삼차원 서술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표시기를 위해서는 특수한 

하드웨어가 있다. 즉, 이 하드웨어가 서술의 

변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삼차원계의 기본 요소들(기본 

부호체계)를 이차원계의 스크린에 그려넣는 

조작이다.

그리하여 그림이 수정되는 동안, 다음에 

이어질 도면에 맞게 그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 혹은 특수한 하드웨어가 

서술 변형의 매개 변수 또는 벡터의 極値를 

자리 바꿈하거나 스칼라화(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매개 변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一조종막대 혹은 다이얼의 

도움을 얻어一이용자 자신에 의해 새롭게 

확정될 수가 있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대상들이나 아니면 이용자의 시점 중의 하나가 

균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응용자가 만일 미지의 삼차원 세계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면을 

시각적으로 재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때는 컴퓨터 제도기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었던 조작 방식인 벡터 그래픽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벡터 

그래픽은 저장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화면 구성의 기본 요소들을 서술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기본 요소들은 명확히 표기될 수가 

있고, 조작자는 경과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서도 그림을 실시간내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평면을 전혀 그릴 

수가 없으며, 이차원 및 삼차원의 대상은 

，와이어 모델(wire model)，을 통해 표시되어 

야만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기본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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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그려져서 하나의 주기(cycle)내에 
•모든 요소들이 수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주기가 작동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림 전체가 

깜박거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래스터 스크린 조작

래스터(raster) 스크린 제조기의 경우에는 

선의 방향 변화가 그려야 할 그림의 모형을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이 규칙적인 

래스터 스크린의 모형을 앞질러 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의 강도만을 제어해 주면 된다. 

천연색 화면인 경우에는 세가지 선一적색, 

녹색, 청색 선一이 개별적으로 제어된다. 

각각의 선은 적, 녹, 청색 점이 그리는 

삼각형의 내부에서 각각의 색채에 해당하는 

인광과 부딪치게 된다. 래스터 스크린 화면의 

기본 요소들은 주어진 기본 요소에 곧바로 

이어지는 기본 요소들의 밝기가 상승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다음에 이어질 화면의 

모든 구성 요소의 밝기가 상승했을 때 완전한 

화면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확정된 전향 모형을 토대로 래스터 

스크린 화면은 벡터식 스크린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보다 간단히 구성될 수 있다. 

그밖에도 래스터 스크린은 스크린의 각각의 

화면 구성점(picture point)에 대하여一최소한 

1비트 이상의—농도와 색도(colour-value)를 

저장해야만 하는 재생 회로를 위한, 보다 큰 

저장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이런 

맥락에서 재생 회로는 흔히 그림 저장소 혹은 

비트 카아드로 불리기도 한다. 화면 구성 

요소를 이용한 그림의 저장은 그려야 할 

그림의 구성 요소의 수량게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래스터 스크린을 이용한 화면에서는 

깜박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벡터식 스크린에서는 선이나 각이 마치 

정규자 혹은 직각자를 이용하는 제도가에 의해 

그려지듯이 그려진다. 반면에 래스터 스크린 

제도기는 19세기에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조오지 쇠 라(George Seurat)가 개 발한 소위 

점묘 화법을 전자식으로 응용한 것이다.

앨리어싱, 앤티一앨리어싱 그리고 픽셀 

조정법

정교한 주사 기술은 하나하나의 픽셀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놓여 있지 않은 보다 고차적인 질서에 속하는 

화면 구성 요소가 물결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그림3). 그 들쑥날쑥한 

모양으로 인해 계단 혹은 톱니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이런 성과는 소위 

앨리어싱(Aliasing)의 일종으로서, 암호

〈그림4〉복제 변형이란 다음과 같은 조작을 말한다. 

우선 어떤 대상을 기억했다가 재생하는 장치(여기서는 

이상적인 輸削機)는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대상을 

스크린의 이차원 좌표계(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영상면으로 

표시된 부분)에 투사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복제되는

작성법에서는 익히 알려져 온 문제이다.

선이나 모서리를 흐릿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가장자리에 놓인 픽셀의 강도를 

변화시키거나(이러한 조작을 

Anti-Aliasing이라고도 한다) 

제도기의 용해도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효과의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용해도를 보다 높여줌으로써 

흐릿해진 화면을 다시 분장할 수가 있다. 이 

기술은 그 개발사인 메가텍사에 의해 픽셀 

조정법이라 명명되었다. 여기서 각각의 픽셀은 

픽셀직경의 1/4이나 1/2 혹은 3/4을 수직 혹은 

수평의 방향으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근소하게 

변위될 수가 있다. 이에 덧붙여서 불필요한 

여백을 채워 넣기 위해 픽셀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각각의 픽셀의 농도와 색도가• 같은 

래스터 스크린 체제내의 다른 픽셀들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정확히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교한 도면 및 기호 체계의 작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경우에 하나의 

도면은 수많은 작은 픽셀 場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문자 혹은 기호마다 

하나씩의 픽셀장이 형성된다. 어떤 물자나 

입체의 바깥에 놓이는 대상의 모든 부분들을 절단해 

내고 그 내부에 속하는 부분들만을 스크린에 투사한다. 

원근법을 이용한 삼차원계 변형의 경우에는 절단면이 

전형적으로 피라밋형을 이룬다.

기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장이 

컴퓨터의 주 저장 회로 혹은 화면 저장 회로의 

특정 부분에서 복사되어 스크린의 해당 부위에 

옮겨진다.

만일 화면의 중요한 부분이 이동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숫자의 픽셀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호화된 화면 구성 

요소만 바꾸어 주면 되는 벡터식 조작법의 

경우보다 더 많은 수정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래스터 스크린 체제는 

프로그래머가 화면 재생 회로 중에서 직각으로 

배열되는 그림들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복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이깃은 원본의 

참조와 화면의 질서 변환 및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의 제작 등을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는 특수한 조작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러한 

체제는 또한 화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재생 

회로의 픽셀 형태의 래스터 스크린을 신속히 

제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도면 목록의 

서술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새로운 세대

보다 고차적인 보조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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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가 낮은 단계에서 작동되는 

하드웨어의 자질구레한 작업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응용에 관계되는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픽을 이용한 정보 처리의 초기 단계만 

해도 이같은 작업 분담은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부호 번역기(assembler)에 의존하여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작성의 단순성보다 효율을 

더 중요시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른 컴퓨터에 의해 대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래픽용 

프로그램이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세대의 최초의 그래픽용 

소프트웨어는 보다 고차적인 프로그래머

(programmer language^ 입력 및 

출력시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상적인 

'잠재적' 장치들(즉, 논리상으로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장치들)이 실제의 

장치들에 유추하여 개발되었는데, 이 실제 

장치들은 복잡한 그래픽용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입출력시에 중앙 단위 (central union)와 

소통하는 어려운 작업까지도 다룬다. 각각의 

잠재적인 표시기들은 정방형의 스크린을 갖고 

있어서, 이 스크린이 실제의 스크린 위에 혹은 

제도기를 통해 그려질 수 있는 최대의 

정사각형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제의 스크린의 차원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적인 스크린상의 영상 위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단위 좌표계가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가상의 출력기가 

가상의 입력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입력기들은 

기존의 장치의 도움을 빌어 유사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그래픽용 응용법들은 

CAD 영역과 자료의 도시를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벡터 출력기의 체제에 

의거하여 가동되었으며, 응용을 위한 자료 

은행(data bank)에서 뽑아낸 그림들을 그렸다. 

그래픽용 소프트웨어는 옹스트롬(A)과 

센티미터와 마일 혹은 광년 등의 단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삼차원 좌표계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래머를 보조한다(그림4). 

이 좌표계를 통해 프로그래머는 화면 구성 

요소들이 가상의 단위 좌표계의 구성 

요소들보다도 하드웨어로부터 더 멀리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요소의 정의를 

추상화시킬 수가 있다.

〈그림5〉컴퓨터를 이용한 그림의 종합은 개별적인 

단계들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匚卜. 물론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서로 불가분으로 얽혀 있다. 이 과정을 제시한 

위의 보기에서 대상(그림4의 윤삭기를 국부 확대한 

것임)은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물로 정의되고，따라서 

우선 망사형 모델로써 제시된다(1). 그리고나서 가려진 

모서리들은 생략된다다음 단계에는 각각의 다각형에 

대한 명암처리(이 경우에는 착색 명암처리)가 다각형과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또한 완벽한 복제 

변형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확립된다. 방금 고찰한 바 있는 이삼차원 

좌표계내의 영역과, 이 좌표계가 나타나야 할 

가상적인 스크린상의 영역이 그 두 가지이다. 

복제 변형용 소프트웨어는 가시적인 영역 밖에 

놓인 화면 구성 요소들을 절단해 내고 

가시적인 영역 안에 놓인 화면 구성

광원 및 표면성질 등의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匚卜. 그 결과 윤곽만을 드러낸 

부자연스러운 외관의 그림이 그려진다＜3). 인접하는 

다각형이 만나는 모서리의 부조화가 구로식 명암 처리에 

의해 매끄럽게 처리된다(41 퐁식 명암 처리법에 의해 

반짝이는 반사광이 표현된다｛及 마지막으로 

안티 앨리어싱(Anti-Aliasing)에 의해 톱니모양의 

모서리가 매卫러운 형태를 취한다(6).

요소들만을 실제의 출력판에 투사한다. 이차원 

좌표계에서는 절단면의 경계가 직각을 이루는 

반면에 삼차원 좌표계에서는 정방형(평행 

투사의 경우) 혹은 피라밋형(원근법적 투사의 

경우)을 이룬다.

10여 년 전에 개발된 그래픽용 소프트웨어의 

조작은 '종합적 카메라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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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들어 있는 유체식 도해 기호와 제어 

요소 및 원자들로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모든 

속성과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러고나서 응용 프로그램은 이 

세계 안에 포함되는 기하학적 정보들을 

뽑아내어 그래픽용 소프트웨어로 전달한다. 

그리고는 대개는 관찰자에 의해 제어되는 

그래픽용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세계에만 특수한 화면 

구성 요소들을 스냅 촬영하여 그것을 

스크린으로 보낸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은 

모델의 도안을 책임지고, 종합 카메라의

<그림6〉질적 가치가 높은 실시간내 재생 프로그램은 

특수한 응용 처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조종사가 

공중에서 야간에 닻을 내리는 훈련을 하는 데 이용되는 

비행 모의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 매초당 50여장의 그림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고능률 시스템은 에반스와 주더란트의 작품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이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모델의 일부를 복제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응용 프로그램 자체는 보통 

이용자가 응용 모델을 도시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픽 편집기와 이와는 별도로 

나중에 완전한 응용 모델을 분석하는 일군의 

프로그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CAD 영역에서는 이같은 프로그램 세트의 

도움으로 구성물이 분장 및 도안되기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작 및 구성을 위한 기본 

자료들이 결정되기도 한다.

새로운 표준형 그래픽 세트

상업 관례상의 제도 기기의 모든 품종에 

응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표준형 그래픽 

세트가 현재 시장 생산되고 있다. 컴퓨터 기기 

협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H] 

의해 장려된 삼차원식 코아 그래픽 시스템과 

국제 표준 협회에 의해 도입된 이차원식 

그래픽 케른 시스템 (das Graphische Kern- 

System;GKS)o] 그것이다. 양사는 공동의 

선구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종합식 카메라의 원리에 의거해 

있다.

공교롭게도 래스터 그래픽이 지배적인 

컴퓨터 표시기로 등장하기에 앞서 이미 이 두 

품종의 개발은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되었다. 

이 두 품종이 픽셀장(場)이나 다각형과 같은 

래스터 스크린의 기본 요소들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용자에 의해 정의된 

대상들이 표시된 이삼차원 좌표계내에서만 

작동된다. 래스터 스크린 그래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간단한 응용 조작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비교적 복잡한 응용을 위해 

소용되는 계산 총지출 비용에 합당하게 그래픽 

세트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 세트에 의존해 있는 

프로그램은 래스터 그래픽 작업대와 개인용 

컴퓨터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의 모든 가능성들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모델 도안 및 복제시에 종합적 카메라의 

조작 방식에 의존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를테면 래스터 스크린 그래픽 시스템에서 

날로 인기를 얻고 있는 '非프로그램 

(Malprogramm)'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에서 조직되는 대상들은 이삼차원 

좌표계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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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세트는 이용자로 

하여금 임의로 선택된 영역들을 화면 재생 

회로 내에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움직이고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화면 재생 회로내의 픽셀을 조작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사진 제작 방식과 홉사하다. 

사진을 제작할 때에는 실제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대신에 필름의 感光乳剤를 통해 곧바로 

필름 속의 장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종합 

카메라의 모델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세트는 

이처럼 기기에 의존하는 저차원의 조작 

방식에는 부적합하다.

하나의 비트一카아드一스크린상에서 많은 

화면들을 통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기존의 그래픽 세트로는 다수의 

응용 耳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래스터 그래픽 작업대는 

'화면 제어계'의 보조를 받게 된다. 이 

제어계는 어느 프로그램이 어느 화면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 화면이 스크린상의 

어디에서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추적하는 간단한 제어용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이를테면 여러 화면들 중의 한 

군데서는 '非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원본 제작이,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는 표준형 

그래픽 세트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화면 제어 장치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문제들을 취급해야 한다. 화면의 움직임, 

겹쳐지는 화면들의 엄폐 혹은 분리, 기본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창의 일부에 

맞추기 위해 기본 요소들의 계측 및 절단하기 

등. 마지막으로 화면 제어 장치는 스크린상의 

도면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走査(scan)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화면 제어 

프로그램을 위한 보편 타당한 구성 규정이

〈그림7〉광선 추적 기술은 가상적인 대상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광선의 반사 및 굴절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 

소모가 극도로 심한 연산을 필요로 한다. 원칙적인 

조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각각의 광선을 추적하는데, 여기서 광선은 관찰자의 

시선을 떠나 대상의 표면에 다다를 때까지 영상면의 

각각의 픽셀을 통과해 간다. 그 후 반사된 광선은 그 

광선이 직접 광원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반사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하여 추적된다. 투명 

표면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2의 굴절 광선이 추적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의 한 본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북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리 

웨스트오버와 터너 화이테드 및 수메리칼 디자인사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결과는 윗 그림에 나타나 있고, 조작 

과정은 컴퓨려 다이어그램으로 아랫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흰색의 선은 두 가닥의 반사 광선의 추적 경도를 

표시한다. 광선의 굴절된 부분은 은폐되어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도내에서는 여러 

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일련의 그래픽 기준들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컴퓨터 도안의 엔지니어 응용을 위한 

표준인 문자 도안 가역 규정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과 텔레비젼의 

그래픽과 원전의 제작에 이용되는 북미 상영 

표준 調書構文 (North American Presentation 

Level Protocol Syntax)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표준 규격은 기본 요소 및 그 속성을 

정의하고 집합적인 선별 조작을 위해 요약하는 

목적에 봉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규격들은 최종적으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차원 및 삼차원의 대상들

컴퓨터 그래픽의 전통적인 응용법은 대부분 

이차원 세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차원 응용에 상업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관심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삼차원의 장면을 모형화하고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진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가령 

조종사 교육에 이용되는 모의

항공기(그림6)의 경우 조종사와 교관의 입력을 

처리하여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데에 난점이 

있다. 균일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모의 항공기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물체의 가능한 한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초당 적어도 서른 장의 비율로 그림이 

바뀌어야만 한다. 움직이는 장면을 実시간에 

의거하여 제작해야 하는 이런 경우와는 달리 

광고 및 오락 산업을 위한 그림들은一혼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一가능한 한 사실적인 

효과와 극적이고 시각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산된다. CAD 영역에서는 완전히 

모형화된 도면과 연계된 도면을 상호 관련지어 

와이어 모델(wire model)을 제작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최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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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어떤 산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리는 간단한 

기술을 IBM사의 토마스 J. 와슨 연구소의 브노아 B. 
맨들브로트가 최초로 공식화한 분수 기하학이라는 

개념에 의거한다. 옆의 그림은 루카스 필름사의 허가를 

얻어 전재된 것이다. 첫 단계에는 하나하나의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조작 방식을 통해 제2 
단계를 진행한다. 우선 삼각형에 포함된 하나하나의 

면들이 중심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그러고나서 해당되는 

면의 길이에 비례하여 중심을 이동시킨다（비례 상수는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가령 100개의 숫자가 
힘의로 들어 있는 일람표에서 뽑아낸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새로운 점이 연결되어 네 개의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상의 조작이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 

진행됨으로써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간다. 그리하여 

16개의 삼각형이 생겨나고, 이어서 제4 단계에서도 이 

조작이 반복 적용되며, 이러한 조작이 계속 되풀이된다. 

비록 분할 연산 자체는 극히 단순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연산을 통해 극히 복잡한 다면체 표면이 만들어진다. 제8 
단계에서 제시된 산 모양의 표면은 나중에 그래픽 자료 

처리의 표준 조작을 통해 해설될 수 있다.

하드웨어는 심지어 경계면이 다양한 

'육중한（massive）' 대상들을 상호 연결시켜 

제작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경우에 이차원의 대상들은 양 끝점으로 

정의되는 선분들과 같은 종류의 기본 요소를 

통해 모형화된다. 그런 기본 요소로는 가령 

일련의 꼭지점으로 정의되는 다각형과 하나의 

중심점 및 하나의 반점으로 정의되는 원, 

그리고 계수로 정의되는 다항식 곡선（즉, 어떤 

기능의 작용 정도의 변화를 기술하는 다항식 

그래프） 등을 들 수 있다. 삼차원 도면에서는 

xy좌표에 z좌표를 부가함으로써 해당 기본 

요소가 정의될 수 있다. 삼차원 도면에만 

속하는 기본 요소들一다면체, 피라밋, 구,

실린더 그리고 다항식으로 기술되는 특정한 

표면들一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삼차원계의 대형 물체를 제작하기 위한 

모형화 시스템은 매개 변수들을 서로 연계지어 

작성되는 명세서에 의거한다. 이 작업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원본 편집사의 도움을 빌어 수행될 수 있다. 

가령 단편적인 곡선이나 경치를 제작하기 

위해（그림8） 이용되는 부분적인 정의의 

경우처럼 부분적인 도안 과정에 사용되는 

정의들을 반복하여 연결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서 어떤 대상이 커다란 덩어리 그대로 

직접 모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표면에 

의해 정의되는 부피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모형화될 수도 있다.

기하학적인 물체의 모형화에 의거하는 

시스템에서는 대상이 直方体나 실린더 혹은 

구와 같은 기본 요소들에 의해 직접 모형화될 

수 있다. 기본 요소들은 합집합（두 대상의 

모든 부분들을 합치는 것）이나 공집합（두 

대상에 공통된 모든 부분들） 혹은 여집합（다른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는 모든 부분들） 등과 

같은 삼차원계의 집합 조작의 도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가장자리 서술 체제에서는 간접 서술이

이루어진다. 가장자리 서술 체제는 집합 

조작을 준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다면체 

표면이나 실린더 표면 혹은 그밖에 다항식으로 

정의되는 여러 가지 표면들의 도움을 빌어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분적인 표면들의 단편들을 이용하여 

'자유형' 표면을 정의하는 이러한 조작은 

기체나 차체의 모형화에 유용한 까닭에 항공기 

및 자동차 생산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상 세계와 광학

규칙적인 대칭을 이루는 대상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표면에 의해 

기술될 수도 있다. 가령 꽃병이나 병은 그 

윤곽선과 회전축을 통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전 조작으로부터 변형 

조작이 유추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멍이 

뚫린 복잡한 표면이 하나의 공간 곡선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어떤 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우선 표면의 1/4을 정의하고 나서 대칭 

조작을 이용하여 표면을 완성한 다음 

톱니바퀴의 실린더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 이 

표면을 짤막한 직선상에 표시된 z좌표를 따라 

움직임으로써 가상적인 톱니바퀴를 그려낼 

수도 있다.

그밖의 여러 가지 수학적 조작 

방식（그림10）들은 대상의 등급（class）을 

정의하는데 유용하며, 다수의 조작 방식을 

통합한 복합 시스템도 있다. 대상들을 서로 

관련짓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특수한 경우는 

이러한 방법이 갖는 그밖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가령 이용자는 삼차원 

장면의 이차원적 투사체를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대상의 깊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제작시에 이용자로 하여금 

일종의 피이드백（feedback）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로는 일정한 x,y 혹은 z좌표에 의지하여 

표면을 그린다든가 역으로 변화하는 좌표상의 

축이나 부호가 표시된 이차원 및 삼차원의 

래스터 스크린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꼽을 수 있다（가령 

위, 아래, 측면에서 바라보는 표준식 

투사법이나 삼차원계의 원근법을 이용하는 

견해 등도 마찬가지이다） •

장면 속의 대상들이 정의된 다음에는 후속 

단계로서 대상 기술을 화면 종합 프로그램을 

통해 해석하도록 해야한다（그림5） .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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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Point Reyes'라는 제목이 붙은 이 몽타지 

사진은 루카스 필름사의 한 연구팀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경치는 다양한 기법들로 정의된다. 이 연구팀은 우선 

하나하나의 화면 요소들을 만든 다음 그것들을 서로 

조합시켰다. 로렌 카펜터는 바위와 산과 호수를 정의하기 

위해 그림8에서 기술된 단순 기법을 이용했다. 그밖에도 

그는 가려진 표면들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늘 

및 안개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utmosphere）， 
프로그램을 기술했다. 이 기획을 주도한 러브 쿠크는 

도로와 언덕과 울타리 및 무지개를 설계하고 직조식， 

소프트웨어를 기술했다. 톰 포오터는 언덕을 위한 직조식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케 했고, 요소들의 조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화면의 몽타지를 가능케 했다. 빌 

리브스는 자신이 개발한 '움직이는 미립자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잔디를 설계했고, 모형화 소프트웨어를 

기술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세일진은 호수의 물결을, 앨비 

레이 스미드는 꽃과 식물을 만들어냈다.

기존의 화면 종합 演算을 통해 다면체 

표면이나 보다 고차적인 다항식 혹은 그밖의 

수학적인 표면들이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간단한 다면체의 그물〔綱〕을 실제의 표면 

형태에 갖다대어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은 개별적인 단계들의 하나의 

귀결로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이 각각의 

단계들은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대체로 

서로서로 얽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광학의 기본 법칙들을 모두 응용하는 일이다.

제1단계에서는 숨겨진 표면들이 생략되는데, 

이 표면들은 종합 카메라의 시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표면이나 그 표면의 일부이다. 

이러한 표면에 속하는 것으로는 대상의 뒷면에 

놓인 표면들과 가까이 있는 다른 대상들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표면들을 들 수 있다. 

가리워진 표면들을 생략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하드웨어에 도입될 수 있다. 대개 연산에서는 

가리워진 장면을 위한 스크린이 Z좌표가 

제로인 영 사면（projective plane）에 놓이도록 

한다. 이를테면 z좌표 기억 연산은 z 좌표의 

수치를 위한 별도의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각각의 픽셀에 대한 수치를 

연산하다. 어떤 픽셀의 z좌표는 픽셀에 

투사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각 형상의 

해당되는 점의 깊이를 파악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다면체가 변형되어 우발적으로 

절단되고 z좌표가 제로인 수준에 투사되면 

해당 픽셀의 z좌표값이 차례차례 z좌표 기억 

장치 속의 좌표 값들과 비교된다. 실제 

다각형의 픽셀의 z좌표 값이 더 작을 

때에만（다시 말해서 이 픽셀 속의 다면체가 

사전에 기억된 모든 다면체들보다 스크린에 

근사할 때에만） 실제의 픽셀이 드러나 보이고 

기억 재생 장치나 Z좌표 기억 장치에 기억된다. 

픽셀이 다음에 그려질 다면체의 제작시에 

대체되지 않아도 좋을 경우에만 스크린상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각형을 임의의 순서에 따라 그려나가는 

Z좌표 기억 연산과는 달리 '화가 연산（painter 

algoridim），은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전면으로 다각형을 배치해 간다. 만일 두 개의 

다각형을 간단한 방법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다각형의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다각형이 분할된다. 그리고는 

다각형들은 뒤에서부터 앞으로의 순서로 

투사되고 화면 완충기 （picture bumper） 안에서 

그려진다. 그리하여 관찰자의 시각에서 가까이 

있는 다각형이 멀리 있는 다각형을 

가리움으로써 더 이상의 계산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들이, 그리고 

나서 각 표면의 명암이 계산된다. 명암을 

규정할 때에는 표면의 특성（표면의 색깔, 구조 

및 반사도）과 위치 및 광원의 특성이나 다른 

표면 등의 상대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광원의 조명 모형으로는 배경 

광선이나（태양이나 전구와 같은） 점 광원 혹은 

창문이나 그밖의 일련의 조명 재료 따위의 

분산 광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배경 광선은 모든 표면에 일정치의 명도를 

더함으로써 가장 간편히 처리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각 표면들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매끄러운 혹은 분산성의 표면（즉, 빛을 

균일하게 모든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표면）에 

의한 점 광원의 반사는 요한 하인리히 

함베르트에 의해 코사인（cosine） 법칙이라 

명명된 법칙으로 모형화될 수 있다. 이 법칙은 

마치 각의 코사인처럼 빛의 강도가 광원의 

방향과 표면에 수직으로 그려지는 벡터 

사이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표면이 광원에 대해 수직을 이룰 때 반사 

조명은 가장 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윤기있는 금속으로 도금되거나 금박이 

입혀진 목재나 금속처럼 반짝이는 빛을 

반사하는 표면의 경우에는 반사광의 양은 

광원과 표면 사이의 벡터뿐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과 표면 사이의 벡터에 의해서도좌우된다. 

즉, 표면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표면을 기준으로 광원과 관찰자의 

시각이 대칭을 이루기만 하면 표면은 광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의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칭의 각도가 

다양하면 할수록 빛의 강도는 그만큼 더해진다. 

요컨대 배경 광선과 분산 반사 그리고 직접 

반사 등의 요인이 합해져서 하나하나의 

표면들의 명도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만일 색채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삼원색을 배합시켜 주면 된다.

명암 처리의 마무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작을 짜맞춘 결과는 

아직 그 자체로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다각형의 경우에는 각각의 표면을 기준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인접하는 다각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모서리 전체가 하나의 

불연속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구로식 

명 암 처리 법 （고안자인 Henri Gouraud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암 처리법）에서는 우선 

다각형 꼭지점의 명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으로 

모서리를 따라 명도를 맞추어줌으로써 

각각의 다면체가 자연스럽게 인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퐁식 명암 처리법（고안자인 

故 Bui Tuong Phong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암 처리법）의 경우에는 반짝거리는 빛을 

발하는 반사광의 방향에 따른 효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교한 계산을 통해 

구로식 처리법을 훨씬 섬세하게 한다. 적당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최신형 고능률 

래스터 스크린 그래픽 시스템은 매초당 

3,000개까지의 다각형을 명암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우선 대상의 움직임을 그럴듯 

하게 묘사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변형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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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이 그림은 그래픽 자료 처리의 수학적인 

응용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휴HI인 코카크 

프리데릭 비숍과 토마스 F. 방크호프 그리고 데이비드 

레이드로우가 공동 제작한 '위상학가 기계장이라는 

컴퓨터 필름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는 보통의 구를 

4차원 공간에 적용한 유사체인，超球（hyper ball），를 두 

개의 격자식 원과 일련의 회오리형 표면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이 조작은 일련의

대상의 구성 요소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대상의 서열을 계산해 낸다. 그러고 나서 

복제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가려진 표면들을 생략하고 명암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연산이 진행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능률 시스템은 특수하게 개발된 

모형 항공기 실험에만 도입되었다.

그밖의 다른 효과로서 그림자 만들기, 빛의 

투과성, 그리고 구조나 나뭇결 무늬 등의 표면 

평행하는 원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球의 

두 부분을 분할 절단해 나가는 방법에 흡사하다）. 이 

그림들은 超球 위의 한 점을 視,点으로 하여 삼차원 

공간에다 그림을 연이어 투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구의 두 원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회오리형 표면（청색, 적색）이다. 

제3의 회오리형 표면（황색）이 여섯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청색 표면으로부터 적색 표면 쪽으로

성질 따위가 고려될 수 있다. 점 광원에 

의거하여 그림자를 만드는 연산은 가려진 

표면을 생략하는 연산과 비슷하다. 즉, 그림자 

만들기 연산 역시 어느 표면이 광원으로부터 

보여질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각과 광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표면들은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기에 광원에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들과는 달리 

그림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산 광원의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진匚卜. 황색 표면은 다른 두 표면가 

결합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줄무늬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구의 이러한 소위 '용해，방법은 1931년 

독일의 수학자인 하인츠 호프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방법을 상술하려면 컴퓨터의 

도움이 불가결하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고차원 공간의 

추상적인 대상이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을 통해 진짜 

그림자와 반그림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빛의 투과성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가령 유리와 같이 투명한 

표면을 다루는 '반여 투과성은 각각의 물질의 

굴절 색인표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가령 젖빛 

유리와 같은 반투명 물질의 분산 투과성은 

빛을 모든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사와 굴절을 동시에 처리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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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실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신 

계산이 가장 복잡한 연산으로는 소위 광선 

추적 연산(그림 7)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산은 하나하나의 광선을 추적하여 

광선들 중에 어떤 것이 관찰자의 시각에 

도달하고 어떤 것이 중도에 차단되는가를 

규정한다. 이 연산은 각각의 픽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럼으로써 무한히 많은 광선을 일일이 

다루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픽셀을 

통과하는 모든 광선은 그 광선이 대상의 

표면에 다다를 때까지 역방향으로 투사된다. 

그 후 반사 광선의 역방향 추적을 통해 과연 

반사 광선이 어떤 광원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상에 의한 단순한 반사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투명한 표면의 경우에는 

굴절 광선도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광선은 각 대상과의 交点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는 일종의 探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광선들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광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의 기능들

분산 광선의 반사 및 굴절을 다루는 새로운 

조작이 있다. 그러한 조작은 계산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이 

없다. 표면 구조는 국부적인 불규칙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여러 가지 모델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어떤 표면에다가 이차원계의 

모형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명암도 모형을 

이용하여 명암 처리 및 그림자 만들기 연산을 

통해 계산된 명암도를 적용할 수가 있다. 화면 

종합 조작의 몇몇 작업은 심층 

초점 (depth of focus)이나 움직이는 대상을 

흐릿하게 묘사하는 법, 그리고 정태적으로 

규칙 및 불규칙 운동을 하는 자연 대상들(가령 

산, 물, 하늘, 나무, 덤불 따위 : 그림 9)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효과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단순한 기복 단면도를 그리건 

아니면 매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건 간에 

그래픽용 자료 처리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그 기능이란 이해도를 

높여주고, 위험이나 불편 혹은 무리한 경비를 

지출함이 없이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요컨대 “만일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하는 의문을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모형 연구는 

단순히 정태적인 묘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람들이 보통 관찰 및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은 동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물화가 

수천 단어의 가치를 갖는다면 움직이는 

그림은 수많은 정물화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새로운 세대의 고능률 작업대의 

결정적인 능력들 중의 하나는, 이용자에 의해 

제어되는 실시간내 조작(manipulalion in 

real time)을 통해 일정한 시한 안에 

변화해가는 대상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일이다.

프로그래머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동적인 

대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픽용 자료 처리의 

초기 단계인 ⑨년대 초반 이래로 사람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위한 

도식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작업에 주목해 

왔다. 사람들은 블록 다이어그램, 유체Quid) 

다이어그램, 모듈(module) 연결 다이어그래 

유체식 자료 도해 (data fluid diagramm) 

그리고 그밖의 많은 기호 및 도표식 기술을 

이용하여 원전에 가까운 언어로 지시 

사항들을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정의해 왔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하드웨어는 그래픽 기호로 설계되고는 있으나, 

기본 요소들을 문장보다는 그림으로 더 많이 

이해하는 프로그래머의 언어에 적합한 

시스템의 언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근거에서 가령 포트란FORTRAN》이나 

，파스칼(PASCAL)，과 같은 프로그래머 

언어로는 원하는 과제를 그래픽으로 

확정함으로써가 아니라 특수한 그래픽 세트를 

호출함으로써 그래픽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하드웨어를 위한 규격화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위한 규격화 기술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프로그래머 언어가 

갖는 간결성과 정확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조점을 계속해서 밝혀내면 규격화된 원래 

모형을 탐구할 훌륭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원전 

편집자가 의도했을 법한 변화들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언어(picture language)를 이용한 경험들은 

아직 거의 없는 형편이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학습

어떤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관습적인 프로그래머 언어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보조 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가를 컴퓨터 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무엇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용자는 

이러한 규격 명세서를 토대로 시스템이

＜그림11〉이 사진은 로버트 시지빅과 필자 및 공동 

연구자들이 브라운 대학의 컴퓨터 학과에서 개발한 

정보학, 수학 그리고 신경심리학을 위한 전자 실습실의 

광경이다. 이 실습실은 55대의 신속한 방송망에 의해 

연결된 고성능 작업대를 갖추고 있다. 강사는 우선 

일련의 움직이는 그림들을 통해 어떤 분야를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생생히 제시하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 각자가 혼자서 이 '상호 작용식 필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물론 사람들은 

작업대에 의존하는 프로그래머 환경을 

현저히 발전시킬 수는 있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다양한 

고찰 방식一그것이 문장의 형태든 기호의 

형태이건간에一을 근거로 프로그램들을 상호 

연관성 있게 편집하여 오류가 없도록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만일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프로그램에 제시된 것들은 역동적으로 

변화된다.

학교와 연구소는 그래픽용 자료 처리법을 

도입할 전망이 가장 많은 두 개의 중요한 

영역이다. 많은 학교와 대학들은 점차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이용된 프로그램으로 사실적인 

지식 및 기능의 습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컴퓨터 학습을 들 수 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학습은 마치 백과사전이나 도서관처럼 

방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탐독을 

자극하는 환경과 실험실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해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의 동료인 로버트 시지빅의 자극에 

고무되어 브라운 대학의 정보 센터는 작업대 

테크놀러지가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에 우리는 신속한 

방송망으로 연결된 55대의 고능률 작업대가 

설치된 전자 실습실을 열었다(그림 11)・ 
현재는 많은 정보 연구 입문 강의가 이 특수 

실습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추상적인 

현상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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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은 수학적인 혹은 

프로그래밍 기술상의 세부 사항들을 

천착하기에 앞서 추상적 현상을 공간 및 

평면상에서 응용해 봄으로써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실습실에서의 

수업을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물질과 보다 빨리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 체제 내에서는 설사 질문을 

하도록 고무받는다 하더라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집이나 

실험실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서도 아직 물질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된다. 그러나 

이제는 강사가 생생한 그림들을 통해 새로운 

문제 의식들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그 

그림들을 들여다보고 필름과의 대화를 통해 

혼자서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조 수단인 브라운 

연산 모형 및 도해 필름 제작소(BAL5A)의 

도움으로 이용자는 대상의 어떤 측면을 고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처리될 입력 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필름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거꾸로 돌려봄으로써 

그래픽 효과를 역으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복잡한 대상들에 대한 다양한 동력학적 

관점들이 학생들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브라운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술이 

보다 넓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다른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대상과 학습 진도를 

그래프상으로 기술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해당이 된다. 몇몇 분야에는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학문적 

전통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진지하게 

문제삼아야 할 것인가? 만일 그래픽을 다양한 

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컴퓨터 작업대가 대학 캠퍼스를 

정복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거실에서도 

컴퓨터 작업대에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래밍에 숙달되지 않은 강사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습을 위해 대개 

한 시간 수업을 위해 100여 시간의 준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 교과 과정을 

제작하고 수업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가능성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해에 걸쳐 발전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의 미래

브라운 대학에 설치된 실습실에서의 시범 

수업은 컴퓨터 그래픽이 '전자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서적에 

응용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MIT대학에서 개발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 

시스템은 소위 이차원 '데이터 

랜드(data land/ 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데이터 랜드란 말하자면 

기호들이 깨알처럼 그려져 있는 임의의 크기의 

책상 표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의 

커소르(cusor ： 계산자 따위가 움직이는부분)를 

통해 각각의 기호가 선택되어 그 의미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 자료 은행은 원문과 도표와 

사진과 소리, 그리고 (실시간 내에 비디오 

디스크에 의해 읽혀지는) 텔리비젼 영상 

따위를 기억한다.

브라운 대학의 인접한 실험계에서는 이러한 

탁상식 기호 체계를 원문과 각주와 방주 및 

지시 사항들로 이루어진 연상식 그물망 체계로 

대체시켰다. 이 경우에 시스템을 읽는 사람은 

일련의 지시 사항들을 앞뒤로 참조하면서 

마치 백과사전을 들추듯이 상관된 문제들을 

처리해갈 수 있다. 테오로도 H• 넬슨一그는 

새로운 글자 형태의 개발을 위해 스크린 

신호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一은 이와 같은 非線形의 

원고를 '超텍스트(hypertext)，라고 부른다.

니콜라스 P•네그로펀트와 MIT 대학에 있는 

그의 공동 연구가가 개척한 컴퓨터 그래픽의 

최첨단 영역에 들어 있는 다른 기획들에는 

이를테면 자동차 수리를 위한 핸드북이 들어 

있기도 하다. 이 핸드북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름들'을 한군데로 모움으로써 원본을 

해설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필름들은 비디오 

디스크에 기억된 일련의 화면들에 의거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기획으로는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기사와 그에 관련된 

자료 은행을 검토하고 나서 기억된 이용자의 

프로필에 따라 기사 및 화보를 수집하는 전자 

신문이라는 것도 있다.

전문적인 컴퓨터 응용가들과 특히 화면 

처리 전문가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컴퓨터의 

이점 및 장점에 관한 우리의 약속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기뻐해도 좋을 듯 하다. 일찌기 극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취급되어 온 그래픽용 

정보 처리는 오늘날 폭넓은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픽을 이용한 사고 및 프로그래밍은 연산 

설계 이론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균적인 이용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다 실시간 

모의 비행 프로그램을 설치할 정도가 되려면 

하드웨어의 가격과 성능 사이의 관계가 

아직도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과 미학의 법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컴퓨터 

예술가들이 사실적인 장면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동시에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진정한 삼차원 

제도 기기는 그 이상의 영역을 해명하게 될 

것이다. 즉, 디지틀 홀로그램(digital hologramm) 

의 탐구는 현실과 다름 없는 

장면들을 실시간내에 계산하는 데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응용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절단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아직 더 

보완되어야 한다. 가령 음색 처리기가 있다면 

음색 처리를 통해 화면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계산기와의 

대화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 중의 유사한 현상들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촉각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감각' 제어와 

피이드배을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최고의 

목표는 옛날의 연재 만화

'마술사 맨드레이크'에서 이미 시사된 바 있다. 

그중에 “맨드레이크는 최면을 걸면서 그S] 

손을 움직였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컴퓨터 그래픽의 궁극 목표는 이처럼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의미 있는 세계를 

마치 마술의 한 장면처럼 생생히 

그려내는 데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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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90년대를위한트럭 디자인

보다 나은 기체역학(aerodynamics), 
개선된 엔진 디자인, 우수한 서스펜션 

장치(suspension systems)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전동 징치(transmission)는 

에너지가 부족한 금세기의 마지막 

10년간을 위한 트럭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레이랜드(Leyland 
Vehicles)사의 이언 윌리암슨Ian 
Williamson)이 언급하고 있다.

진보된 테크놀로지는 첨단을 걷고 있는 트럭 

생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극히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요 테스트 

설비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트럭 기사와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결과를 만드는 한 방법으로 디자인 

테크닉과 이들 테스트 설비를 결합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은 진보된 엔진과 차체의 

연료 절약训 대한 직접적 이익을 갖지 

못하지만 영국내 운송 사업의 미래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량 탑승의 중요성

운전자에게 있어, 트럭의 탑승은 가장 중요한 

성능의 매개 변수이다. 트럭 운전이 운전자의 

건강에 매우 위험했던 시대는 사라졌지만, 

운전석은 매일 8시간 동안 운전자 자신의 

작¥장이며 따라서 우수한 승차감은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탑승 

기준이 상당히 개선되어 온 반면에 트럭 

차체(frame)와 서스펜션 장치에 대한 기초적 

디자인은 지난 수 년 동안에 걸쳐 놀랍게도 

정체되어 왔다. 동시에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트럭에서 탑승을 경험해 온 사람들은 다양한 

탑승 안락감을 표명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용된 기본 서스펜션 장치의 부품에 대해 그 

관심이 집중되며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림1〉트럭의 서스펜션은 이러한 분해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복잡한 역학적 체계이다

트럭은 복합적인 역학 체계(그림1)이며,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차량에 대해 탑승력을 

낙관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 서스펜션 장치가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기술이 개발되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차량 탑승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새로운 서스펜션 장치와 부품들을 

강조해 왔다. 레이랜드(Leyland)사에서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해결책을 가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도로의 측면에서부터 운전자의 

후방까지 차량의 동적인 행동(dynamic 

behaviour)을 모델링 (modelling)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주 비슷한 트럭들의 탑승 

특성들이 어느 정도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냈다. 

레이랜드사의 엔지니어들은 지방 국도에서 

트럭의 구조를 통해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경쟁 업체들의 모든 트럭들을, 특히 운전석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이 테스트의 결과는 

그■림2에서 보여지고 있다. 수직축은 진폭을 

나타내며 이것은 진동이 발생한 지점에 빈도를 

수평축에 나타내고 있다. 이런 종류의 표시를 

，힘 의 스펙 트럼 비 중치 (power spectral 

density)'라 하며 수용 가능한 차량 탑승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얻기 위해 레이랜드사의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트럭의 탑승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이랜드사의 디자이너들이 트럭 운전자를 

위해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참고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림2는 이 기준치에 대해 측정된 2대의 

16톤 트럭의 탑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트럭은 좋은 탑승감을 가지며 더욱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다른 한 트럭은 형편 없는 

탑승감을 지니며 그 진폭은 특성에 있어 여러 

지점에서 표준 곡선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16톤 차량의 매우 유사한 서스펜션 장치의 

탑승력에서의 이 놀라운 차이를 생산 단가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명백하다. 즉, 

첫째는 차량의 역학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좋은 역학적 성능을 

결정하는 서스펜션 부품을 위한 수행적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품에 대해 어떤 기술이 가장 잘 

설계서와 복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우며, 부품 

납품 업체들이 그들이 장래에 만들어질 

설계서에 맞는 부품들을 공급하려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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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骁트럭 소음의 주된 근원
〈그림2＞경쟁사와의 객관적인 탑승 수행력(nde performance) 

분석은 트럭이 서스펜션 장치의 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二匡B〉백 미러(rear-mi「roi)는컴퓨터 프로-］램인 

쌔미(SAMMIE)를 사용해 만들어진匚匕

마지막 단계를 완성한 후에야만 우리는 미래의 

트럭.서스펜션 장치에 대해 지각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공기(血)이거나 혹은 강철일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운전자 시야의 개선

운전자의 시야에 대해 검토해 보면, 큰 

차량을 운전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는 모든 운전자와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있어 모두 중요한 사실이다. 

운전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 위치한 

장해물과 관련해 자신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도로 표지판과 교통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실지로 이점은 말하기는 쉽지만, 자동차 

디자이너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운전자는 

무엇을 볼 필요가 있는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라는 문제 등이다. 그것은 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결정하는 

운전석의 디자인과 차대(chassis)상의 위치에 

달려 있다. 레이랜드에서 '쌔미(sammie)，라 

부르는 새로운 디자인 도구는 운전자 시야의 

중요한 개선을 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쌔미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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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트럭 구성 요소들을 위한 현재와 그라고 목표로 하는 소음수준표의 비교

컴퓨터내에서 차량의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어 

원형이 제작되기 전에 많은 대안적 디자인 

해결책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쌔미를 사용하면 경쟁사들의 차량을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으며 표준 시야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면 

볼 수 없는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얻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주위에 

입방체의 여섯 면 모두에 그리드(grid)를 

형성케 하면, 정사각형의 크기로 바꿔줌에 

의해 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도면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안 보이는 지점들은 

위험한 부분이며, 감춰진 바닥에 대한 길이를 

측정함에 의해서도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운전자가 행해야 하는 전형적인 작업을 

연구함으로써 실제적인 시야의 주안점을 

구성하고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인위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 구성되어져야 하는 안전 

시야에 관한 연구는 컴퓨터의 가상 

능력 (computer simulation)을 통해 자신 있게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해 

자전거 모델이 만들어져서, 자전거 타는 

사람의 나이, 키 또는 체구같은 것과 기타 

다른 형태와 크기로 수정된다. 그러면 이것을 

컴퓨터 모델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들에 의해 경험된 주요 위험 요소 중의 

하나인, 예측할 수 없는 자전거 탄 사람의 

출현까지도 시뮬레이션(가상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로와 레이랜드사 내의 주행 검사장에서의 

테스트 작업은 바로 측면의 안 보이는 지점에 

사실상 2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측면의 창과 바람막이 창(windscreen)에서의 

거울의 위치와 크기이다. 거울의 성능에 대한 

법령은 지면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컴퓨터상에서 

쉽게 설계될 수 있다. 그것들의 의미는 차량 

테스트를 통해 해석될 수 있으나 컴퓨터는 

운전자가 측면 거울에서 보았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대안적 거울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림3은 

측면 거울의 시야에 대한 컴퓨터 눈의 시계를 

보여 준다

법령은 모든 상황, 특히 차량이 트레일러 

등을 연결했을 때 회전시 굽어지는 경우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EC의 법령은 승객 운송용 

자동차와 소형 경식 차량 등에는 아주 

적합하나 레이랜드사가 실효해 본 결과, 

이것은 대형 상업용 차량에, 특히 

아틱스(artics)와 같은 차량는 부적당함을 

알아냈다.

레이랜드사는 거울 반경의 곡률이 

1,200mm인 거울이 트레일러 연결식과 같이 

관절 부위가 있는 차량에 현재 허용된 

1,800mm보다 훨씬 적합하다는 유럽의 법령 

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2년 이상이나 걸려 

오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실제로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 변화가 20%이상의 안 보이는 측면 

지점을 개선했다는 차량 실험 모두에서 입증될 

수 있었다. 시계 각도와 대형 자동차의 진동량 

모두에서 이러한 개선이 있었는데 이는 뒷 

견인 바퀴 주위의 안 보이는 지점의 양이 

감소됨으로써 개선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EEC법령으로는 컴퓨터가 

제공한 분석으로 개선된 기준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트럭 디자인은 

운전자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유용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중히 분석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는 있다•

차량 소음 감소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차량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는 트럭 디자인과 조립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유럽의 정부들은 수 년 동안 상업용 차량에 

대해 약 80dB(A)(데시벨)을 목표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산업체는 저소음 트럭 

생산을 목표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 

MIRA에서 소음이 없는 조용한 트럭을 

생산하려는 초기 시도는 운전석의 패키징상의 

제약점으로 끝나버렸고, 냉각 장치는 운전석 

지붕 위에 마무리 지어졌다. 그 프로젝트의 

진전된 다음 단계는 TRRL의 관리하에 MIRA, 

ISVR, 롤스로이스(Rolls-Royce) 그리고 

포든(Foden)의 자료들을 함께 모아 DTP에 

의해 소음 없는 중형 차량을 제작하게 된 

결과로 이끌었다 그 차량은 그 당시의 유용한 

기술로 만든 중요한 업적이었으나 생산과 

작동에 안전성을 제한하는 디자인에 있어 

채택될 수 없는 많은 제한점들을 갖고 있었다.

레이랜드사는 저소음 차량에 대한 초기 

산업체의 계획들 속에 포함되며, 음향 

연구소(the Institute of Sound)와 사우스앰 프톤 

대학교(Southampton University)의 진동 

연구소(Vibration Research)와의 합작으로 

저소음의 리버 트럭 (Reiver Truck)을 생산하는 

독자적 연구를 수행했다. 레이랜드사의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이들 초기 차량들 중 

어떤 것도, 독일 상업 차량 산업체가 최근에 

보여준 더 잘 설계된 차량들보다도 사실은 

차량 소음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장기간의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소음을 막는 것에 있다• 

데시벨(db)이란 음향 강도의 단위로서 

10db(A)의 감소는 음향력 (sound power)의 

수준에서 10배의 감소를 뜻한다. 그러한 주요 

소음 감소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는 차량의 

많은 소음원이 중요하게 된다(그림4). 엔진, 

냉각 장치, 배기, 공기 흡입구,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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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와 차축으로부터의 소음은 법령에 의해 

규제된 80db(A)에 맞추기 위해서 모두 

감소되어져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데시벨을 

줄이고 음향력의 단계(sound power 

level)에서 요구된 감소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작업이 얼마나 기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것은 발생된 소음과 

냉각 장치와 같은 차량의 중요 장치의 성능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디자인 자료이다. 이것은 

소음, 공간적 제약점 그리고 수행 능력에 대한 

냉각 장치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데 요구된 

기초 테스트와 진보된 작업의 양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레이랜드사에서의 최초 

작업은 그들의 주요 경쟁사들과 함께 그들의 

작업이 너트와 볼트같은 기본적인 단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들과 차량 디자인에 대해 소음 규제 

법령의 영향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저소음 체계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전에 수행되었던 저소음 

차량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 분명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표현함에 있어 매우 

유효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같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 진행되고 작업은 두 가지의 명백한 

해결책이 출현할 것임을 암시한다. 첫째는 

그것은 저소음 엔진 테크놀로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차량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트럭을 생산할 것이라는 사실이며, 

두번째로는 캡슐화(encapsulation)에 기초한 

것*로 이 방법은 차량 디자인과 패키징에 

있어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저소음 

엔진 방식은 영국에서 7.5〜16톤급의 트럭이 

가장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차량에서의 터어빈식 충전(turbocharging), 

감속 장치의 최대 이점은 엔진에 의해 생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냉각 • 배기 

• 공기 흡입 등에 저소음 장치와 같은 보조 

개발품과 차체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보호물은 

차량 소음의 실제적인 감소가 차량의 주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얻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영국에서와 같이, 특히 엔진이 일반적이고 

차량 무게가 큰 경우에는 적어도 저소음 엔진 

방식이 최선책은 아니다. 최대 차량 무게에서 

엔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엔진 골격의 성능 제한에서 저속도 

감속 장치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 차량 무게에서의 더 큰 캡슐화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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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화 방식과 소음 감소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계획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다행히도 미래의 트럭 연구의 일환으로 취해진 

레이랜드 T45개념에 앞서 행해진 소위 

T42연구가 우리에게 유용했다. T42연구 

개념의 일부로서, 차량 목업(mock-up)은 

캡슐화 방식의 문제에 훌륭한 접근을 제시했다. 

지난 해에 이 문제에 새롭게 부딪힌 

레이랜드사의 디자이너들은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처음 생산된 T42디자인 해결책의 

통찰력에 의해 풀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차량 소음 조절에 의해 취해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행해야 할 많은 

실제적 작업들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취해 온 

기본적인 작업은 차량 패키징과 디자인상의 

어떠한 진전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미래

앞으로 10년간 트럭 디자인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즉, 연료 절약^ 바로 

그 하나이며 유지 비용, 신뢰도, 안락성, 

안전성 등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 경제적 

개선에 대한 압력은 궁극적으로 경량 또는 

중량 트럭 모두에 아주 다른 영향력을 초래할 

것이다

경량 트럭에서는 교통 양립식 전기 

트럭(traffic compatible electric trucks)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은 

재충전할 때까지 120에서 140마일 이상을 하루 

동안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성능은 동등한 

디젤 차량과 맞먹을 것이며 유효 하중은 1톤 

이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들로 우리 도시의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도 여전히 75톤g.v.w에서도 우수한 

출력의 근원일 것이다. 우리는 7.5톤 트럭이 

매우 높게 책정된 터어보(turbo)식으로 충전된 

4기통 디이젤 엔진에 의해 출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라믹(ceramic)과 같은 

소재는 가격과 무게 그러한 중요한 소음원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냉각재로서 열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보다 경량의 트럭들은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자동 변속 장치 (automatic transmission)를 갖게 

되어 성능과 경제성 사이에서 가장 좋은 

타협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 

운송 차량에서의 적용을 위한 계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변속 장치의 개발은 부역 차량과 

적하 차량의 조건에서도 가장 좋은 경제성을 

허락한다. 1990년대쯤이면 차량의 정지 

에너지(braking energy)가 회전 속도 조절 

장치(flywheel)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어서 c.vts와의 조합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미래의 경량 트럭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적 

형태는 운전자에게 모든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시계일 것이며 운전석의 입구와 출구에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석의 기체 역학(aerodynamics)은 운전대가 

차체 형태와 조화될 때 가능한 한 최저의 

보호물을 제공하는 디자인 단계에 적합할 

것이다.

디젤 차량은 저소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소음은 저소음 엔진을 사용한 조용한 

차량제를 개발함에 의해 디자인 단계에서 

통제될 것이며, 차량 그 차체에 적용된 

보호물을 제한할 것이다. 그 주안점은 

차량내의 저소음 부품의 개발에 달려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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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산업 디자인의 현황과 실태

이 승 근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연구원

1. 서문

오늘날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인간이 추적한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하여 인간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수출 

산업은 노동 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신진 공업국의 세계 시장의 

진출은 세계 무역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여 

우리의 수출 전략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국 무역 협회에서 조사한，해외 바이어가 

평가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란 

보고서（무역 협회 1983.11）에 의하면 가열화된 

수출 경쟁에서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 인하와 

업계의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종합적인 

경쟁력에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및 포장에 대한 

보고서（무역 협회 구매자가 본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 현황, 1984. 9）에서는 

「우수하다」는 응답보다「뒤떨어진다」는 응답이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응2년 이후 

별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기술 집약적이며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을 통하여 상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 해외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은 물론 

産業經済展으로 국가의 부를 도모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대적 

요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는 1980년도부터 매년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의 실태를 폭넓게 조사, 분석하여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과 육성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실무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산업 디자이너들의 

의식 구조 및 현황, 산업 디자이너와 제품 

개발, 산업 디자인과 교육, 산업 디자이너의 

만족도 및 장래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조사 개요

⑴조사 목적

본 조사는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 

디자이너들의 실태 및 산업 디자인 부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 교육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업체에서의 산업 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⑵조사 방향

①기업의 실무 디자이너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기업체의 디자인 활성화를 도모

②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신제품 개발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③산업 디자인 교육이 실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제시.

⑶조사 대상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실무 디자이너 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⑷조사 방법

①기업체에 근무하는 실무 디자이너에게 

설문서를 발송하여 조사했다.

②발송된 설문서를 회송 못한 디자이너는 

조사 요원들이 직접 방문 회수했다.

③회수된 설문서에 대해서 학력별, 근무 

기간별로 분류하여 통계표를 작성했다.

④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학계 및 산업체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⑸조사 기간

1984년 4월 1일〜1984년 11월 31일

⑹산업디자인 실태 조사 통계표

연령별

옹답 

연령
응답 수 비 율

20세〜25세 46 17.3%

25세〜29세 108 40.6%

30세〜34세 52 19.5%

35세〜39세 14 ' 5.3%

40세이상 3 1.1%

무응답 43 16.2%

전공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

전공
응답 수 비 율

공업 디자인 145 54.5%

상업 디자인 15 5.6%

공 예 24 9%

응용미술 24 9%

기 타 7 2.6%

무응답 46 17.3%

학력별
응답 

학력
응답 수 비 율

고 졸 13 4.9%

전문대졸 47 17.7%

대 졸 144 54.1%

대학원졸 19 7.1%

무응답 43 16.1%

근무가간별

옹답

근무기 간
응답 수 비 율

1 년미만 65 24.4%

1 〜 3년미만 62 23.3%

3 〜 5년미만 43 16.2%

5 〜 10년미만 70 3.8%

10 년이상 10 3.8%

무응답 40 15 %

3. 산업 디자이너의 의식 구조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산업 

디자인（工業意匠으로 통칭） 분야가

66 산업디자인 7& 1985/2



〈설문1〉귀하는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 초기단계 （니과도기 （디정착단계 린발전단계 冋무응답

〈설문2〉귀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업 

디자이너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F 절대 필요하다 （니다소 필요하다 仁）회의적이다

기업（금성사）에 설치된 것은 1959년의 일이며 

I960년 초반까지도 모방에 의한 디자인 개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산업 디자인을 응용 미술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했었다.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산업체와 

디자이너가 차츰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기업체에서는 단순한 모방 단계를 탈피해 

보려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디자인 분야도 다양화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 

졌으며 디자이너들도 분야별로 협회와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설문에 의하면 실무에 근무하는 산업 

디자이너들은 국내 산업 디자인 수준을 

과도기가 44.4%, 초기 단계가 23.7%, 발전 

단계가 22.9%, 정착 단계가 8.3%라고 

응답했으며（설문1 참조） 소비 대중의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높은 편이다」 

4.5%,「보통이다」35.7%,「낮은 편이다」58.6%, 

「잘 모르겠다」0.8%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 디자이너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우수하다」5.6%,「보통이다」 

72.6%,「수준 이하다」18.4%,「잘 모르겠다」 

3%를 차지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근무한 

디자이너들은 50%가「수준 이하」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국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 

디자이너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아더 제이 풀로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산업 디자이너란 새로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직업이며 우리 

사회에 절대로 필요한 존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간에게 

안전과 안락, 편의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며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산업 디자이너들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들은 차원 높은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그들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디자인을 

대중에 밀착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저, 미진사 1983）

L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2.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3.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4・ 공유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품의 범람을 막는다.

5・ 대중이 좀더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유도한다.

이와같은 방법에 의한 소비 대중과 산업 

디자이너의 밀착은 기업에 이윤을 가져오는 

한편 디자인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첩경이다.

설문에 의하면 사내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하여「절대 필요하다」89・8%,「다소 

필요하다」8.6%,「회의적이다」1.5%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체에서 디자이너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다（설문2 참조）.

과거의 제품 양상이 비교적 단순할 때는 

주로 기업주, 혹은 엔지니어 등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제품 개발은 전문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단계를 거쳐 철저한 생산 

계획에 의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우리는 산업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제품의 외형적인 처리만을 

취급하는 분야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 과학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기업체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제품 개발을 서둘지 않고서는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체에서 디자이너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리라 믿는다.

산업 디자이너가 담당할 직무에 대한 본 

조사에 의하면 제품의 연구 개발이 56.8%, 

제품 기획이 27.1%, 제품의 외형적 처리가 

"•5%, 마케팅 및 선전 광고가 6% 순으로 

나타났다（설문3 참조）.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능력으로 현실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생활 환경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오늘날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선 산업 디자이너들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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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산업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기업의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큰 사명감과 그들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디자이너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복잡하게 관련된 많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품의 기획 - 생산 - 판매에 

관련된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는 통합자로서의 주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단해야 

할 것이다.

본 실태 조사에 응한 디자이너의 연령 

분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반면 교육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요즘 국내에 많은 산업 디자인 관련 

대학（교） 및 전문 대학에서 많은 수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장래 선호 분야를 조사해 본 

결과 디자인 교육이 26.3%, 디자인 상담역 

0.7%, 기업체가 50%, 잘 모르겠다가 3%로 

나타났다（그림4 참조）.

본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1。년 

이상 근무한 디자이너들은 장래 교직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업의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우려할 일인 것 

같다.

1979년 일본의 JIDPO（일본 산업 디자인 

진홍회 :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에서 실시한 조사（도표참조）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 기관 

종사자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면 

기업체에 소속된 디자이너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디자인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할 

문제이다. 또한 디자인 전문 용역 업체의 육성 

역시 한국의 산업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산업 디자인과 제품 개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수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F제품기획 （니제품의 연구개발 仁）제품의 외형적 

처리 리마아케팅 및 선전광고 （口）무응답

（F디자인 교육 （니디자인 상담역 （디기업체

비환경 이론 시 경 영학 ⑹ 생태학 （지 마아케팅 광고학 

（치사회과학 （킈재료 및 구조이론 （티행동과학 

흥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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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79年 JIDPO（일본 산업디자인 진흥회） 調査

국
 
국
 
독

본

 

한

미

서

 일

7%

정부기관

여러 방면의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국내 산업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개발시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외 카탈로그가 69.6%, 

전문 잡지가 20.6%, 전문 서적이 10.1%,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직도 기업의 신입 사원의 

경우 디자인 개발의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외국의 잡지나 카탈로그에 의존하는 면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직도 디자인 개발 범위가 좁고 

아이디어의 발상이 한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아직도 단순한 

감각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폭넓게 취급하며 

디자인하는 과학적 방법에 미숙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개발시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아이디어 빈곤이 

17.3%, 표현 방법의 미숙이 3.8%,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이 디자인 전개 방법의 

미숙이 10.1%, 과학 기술 및 일반 분야의 지식 

부족이 乃・酰로 나타났다.

학력별 구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디자이너들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 23.1% 

전문대학 졸업자는 아이디어의 빈곤이 19・2%, 

대졸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19.6%로 과학 기술 

및 일반 분야의 지식 부족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산업 디자인 교육과 실무

오늘날 산업 디자인이 종합적인 기술로서 

실무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 디자인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교양 과목의 비중이 

높고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 과목이 많아지지만 

전문가로 육성하기에는 아직도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조사를 통해 학교 교육이 실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많은 도움이 되었다」30』%, 

「약간 도움이 되었다」60.5%,「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6.8%,「잘 모르겠다」가 1.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의 학교 교육이 전문직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실무에 응용할 만큼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학교와 

기업체의 유기적이며 긴밀한 산학 협동 체제의 

확립이라 하겠다. 이로써 이론과 실제가 

일치한 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체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학 협동 관계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반응은「좋은 편이다」12.8%,「보통이다」

49.2%,「나쁜 편이다」23.3%,「전혀 관계가 

없다」가 12.8%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우리 나라 디자인 교육이 도입될 당시 

학과의 명칭이 공예 또는 응용 미술 등으로 

호칭되고 있었음에 비추어 디자인 교육이 

도안이나 공예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오늘날 

디자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되었고 교육의 질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도 부인할 수 없다.

실무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재료 및 구조 이론이 

2L5%, 디자인 방법론이 16.3%,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15.7%, 마아케팅, 광고학이 12%, 

기초 과학 이론이 10%, 시스템 이론이 8.8%, 

환경 이론이 5%, 경영학 및 사회 과학이 

2.8%, 행동 과학이 2.5%, 사이버네틱스와 

생태학 등이。・9%의 비율로 나타났다. 

（설문 5 참조）

물론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실무를 통한 

재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첨단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탁월한 조형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의 기초 과학 

이론과 일반 지식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하겠다.

대학 4년 동안의 교육은 대개 1-2 학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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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과목 위주의 교육과 3〜4학년에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므로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Problem-Solving) 및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내용의 교과 과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산업 디자인 교육은 미국 산업 

디자인 협회 (IDSA)에서 교과 과정과 실태를 

심사하여 산업 디자인 교육의 적합성을 

인정,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 교육은 대부분 공예나 응용 미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 산업 디자인 

협회처럼 교육 과정의 질과 교육 실태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 

기관마다 교육 과정 편성에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 교육 내용과 교과목 

편성을 위한 근본적이며,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이번에 실시한 산업 디자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볼 때, 과거에 비해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 디자인에 관한 이해나 

그 활용도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기업에서의 

산업 디자이너의 역할 역시 차츰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산업 디자이너의 

기업내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책임 역시 

커진다고 하겠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기업에서 산업 디자이너가 보다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이너는 기업의 여러 문제점 또는 생산상의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기호 및 요구와 장차 어떤 

상품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예측해서 

전체를 종합하여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질과 실무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우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더 

나아가 공익을 위해 기업체에서 산업 

디자이너의 안목을 높이고 높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산업 디자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할 것이다.

세째, 우리 나라의 산업 디자인 교육은 고도 

산업 사회에 맞게 교육 내용이나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그 질을 대폭 높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산학 협동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 디자인의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대기업의 산업 디자인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중소 기업에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그리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 기업의 산업 

디자인 활용을 위한 강력한 지도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정부의 중소 

기업 육성 정책과도 부응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대행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 전문 용역 회사의 육성, 발전이 

시급히 요청된다.

다섯째, 이는 또한 중소 기업이 자체의 

디자인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이와 같은 

산업 디자인 전문 용역 회사가 활성화되었을 

때 영세한 중소 기업이 효과적으로 산업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산업 디자이너를 

상당히 흡수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효과도 클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산업 디자인이 더욱 발전 

육성되어 선진국을 향한 경제 발전에 중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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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디자이너 등록 제도의 의의와운영 방향

홍 정 선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1. 디자이너 등록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감이 占지 않으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제고되고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 대중 

사이에서도 '디자인'이란 어휘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음을 볼 때 “현대는 디자인 혁명 시대”라는 

말을 실감케 된다. 즉, 시각 언어를 통해 

표현코자 하는 의 사의 전달 효과를 

배가시키는 시각 디자인을 비롯하여 '핀에서 

우주선까지'라는 말 그대로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 생산성, 심미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하는 

제품 디자인 등 우리의 일상 생활 주변 모두가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스며들어 結晶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디자인에 대한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제전이라 할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의 개최는 각 

분야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대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고 앞서 언급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약의 계기를 이끌어 갈 주역은 

현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들과 더불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120여 개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후진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질 및 능력과 더불어 이를 마음껏 발휘케 할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디자이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디자인 전문 활동을 보호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자질의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디자이너의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 디자인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등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디자이너 등록제의 운영

본 등록의 근본 취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너에 대해 전문 

디자이너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공지함으로써 디자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계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디자이너 등록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정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디자이너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자격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다. 간단히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각 대학, 업체, 단체에 실시 요강 및 

신청서를 송부하여 등록을 공고한 후（지방은 

상공회의소 진홍부, 각 디자인 관련 

단체에서도 배부）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경력 기간의 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로 보류시켜 

재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工984년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본 등록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호응함으로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등록 결과를 보였다. 단지 본 

등록은 실시하기 전에 예상했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이는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의 미홉과 아울러 일부 

디자이너 자신들의 참여 의식이 다소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당 센터에서는 본 

등록 제도를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가면서 

디자이너 등록의 의의 내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 등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당 디자이너 전원이 등록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등록 자격 기준

디자이너 등록 규정 중 골자가 되는 등록 

자격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등록 

부문의 각항에 해당하는 분야（이하 '디자인 

분야'라 한다）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 분야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디자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및 지방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위의 자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다음 보완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가. 대학원에서의 디자인과정 이수 기간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위 : 명

디자이너 등록신청 및 등록현황（'84년도）

부문 구분 총 신청자 자격미달 등록

시 각디자 인 256 25 231
공 예 159 8 151
제품 및 환경디자인 213 37 176

계 628 7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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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 VD 84-30

디자이너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ERED DESIGNER

성 명 趙 先 博
생년월일: 7955. 8, ，5
분 야: 시 각 디 자인
Name in F니I: CHO, SUN - HEE 
Date of Birth. 15 AUG. 1955 
Field: VISUAL DESIGN

위 사람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제정한 디자이너 심의규정에 의거 디자이너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함.

1984 년12월31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a Designer of offici지ly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31 DEC. 1984

VD 8斗-玉）

CHO SUN-HEE

55OB15-2O55631

나. 학계의 디자인 교육 경력（대학 교수 및 

강사, 중 - 고등학교 교사）은 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이수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한다.

라. 재학중의 경력은 학력과 실무 경력 중 

한가지만 인정한다.

4. 등록자에 대한 혜택

등록 실시에 있어 센터에서는 등록자 

개개인에 대해 잇점과 혜택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에 

힘쓰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⑴전문 디자이너로서 자격 인정 및 공지

일정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를 전문 

디자이너로 인정하고 이를 널리 공지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하고 이들의 지위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다. 따라서 

등록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비롯하여 

그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 등록 

카드를 제작 발급하며 등록자 전원을 수록한 

명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또한 학련 등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떠나 디자이너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전체 

디자이너간의 상호 유대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디자이너 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⑵디자인 정보 자료 제공 및 교류

최신 정보 및 동향에 민감하고 이에 기동력 

있게 대응해야 할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전파야 말로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 

디자이너에 대해 금년부터 당 센터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지 

「산업디자인」지를 무료로 우송해 주고 그 

밖에도 외국의 주요 디자인 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역으로 등록 디자이너의 동정 및 개발품, 

연구 논문 등을「산업디자인」지에 

소개함으로써 정보 교류의 場으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⑶취업 정보 중계

현재 유수한 업체에서는 수십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연구소 단위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업계 전반에 

파급되어 날이 갈수록 디자이너를 채용코자 

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 센터에서는 본 등록을 통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업계 및 디자이너 

당사자들의 활용을 요망하고 있다.

결어

이 제도는 무엇보다 디자이너 개개인들의 

권익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센터 자체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모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일처럼 

능동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쏟고 등록에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현재 당 

센터에서도 등록자에 대해 해외 여행시 신분 

확인, 디자인 용품 할인 구매 제도 등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제도 운영상 좀더 좋은 방안（예를 들어 등록자 

에 대한 혜택 부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고 당 센터에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디자이너 

등록 제도'는 우리 나라 디자인 분。罔 활성화 

를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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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수출 입국의 초석이 되고자・ ・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우리 나라 수출 진흥의 밑거름으로 

그동안 수출 상품의 고급화에 

주력하면서 각종 산업 분야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 및 진흥 활동, 그리고 수출용 

포장재의 생산 공급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온「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산업 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디자인 연구 

개발, 디자이너를위한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당 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센터 산업디자인 개발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 육성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을 지원하며 당 센터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수출과 국내 시장 

확보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제품 디자인에 필요한 디자이너나 

부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을 벌여 전 연구원이 조사 분석과 

디자인 기획 제작을 통하여 업체에 디자인 

시안의 제공과 실용화를 유도하고 있고 

실용화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는 당 센터의 

심의에 의해 개발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디자인 

지원은 물론 디자인 개발 진행중의 모든 

사항에 관해 기밀 보완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당 센터 연구원 및 학계의 교수 

위원을 중심으로 82년 2월 1일부터 개발 및

지원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개발 방향은 한국적 이미지가 담긴 제품, 

가격이 저렴한 제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 국내외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 구입 

휴대가 용이한 제품, 고도의 제작 기술을 

요하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대상 품목에 따라 

시장 조사, 자료 수집, 연구 분석 과정 및 

종합 평가에 의거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및 

설계 도면을 제작하여 개발 업체에 이관, 

시작품을 제작하며 시작품에서 양산 제품이 

되어 실용화되기까지 해당 품목 개발 담당 

연구원이 업체 현장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당 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대상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일반 상품

기계공구류 공업용 공구, 농업용 공구 등.

전 자•전기류 조명등, 다리미, 선풍기, 세탁기, 전화기, 믹서, 오븐, 라디오, 카세트 등.

요업 류 타일, 위생도기, 도자기 등.

시 계 류 벽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주방용품류 식기류, 스푼류 등.

액세서리류 남.여 액세서리 등.

가구 류 수납가구, UNIT가구, 책걸상, 아동용가구 등.

기념품 류 관광지 기념품, 스포츠 기념품, 행사 기념품 등.

레져 용품류 운동용구, 등산 낚시용품 등.

섬유류 스카프 넥타이 등.

피혁 류 가방, 혁대, 특수사무용품 등.

문구 류 학생용품, 사무용품등.

일용품 류 서재, 화장실용품, 거실용품 등

•공예품

섬유공예품 인형, 수예품, 매듭, 휘장 등.

목공예 품 목각류（인형•동물•용기류•불상•장신구•탈）, 가구 공예（고전•화각） 등.

칠기공예품 나전칠기, 건칠공예푸 화병, 함, 상, 용기 등.

도자공예품 토기, 민속 도자기 등.

석 공예품 석각제품（화병, 인물, 동물상, 벼루, 함, 재떨이）

보석공예품 옥 휘석, 산호 패각, 인조 진주 제품 등.

초자공예품 유리, 구슬, 인조진주 등.

금속공예품 금, 은, 황동, 합금, 칠보제작품 등.

죽세공예품 죽세공품 합죽선, 태극선, 바구니 등.

초경공예품 인초 완초 옥수수피, 수세미, 갈포등.

피혁공예품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등.

지 공예품 종이（한지, 장판지） 공예품, 조화, 우산, 조명등 등.

모조공예품 금관, 불상, 탁본, 영인본, 거북선 등.

기타공예품 우모（새의 깃）, 수각（동물의 뿔）, 인쇄물, 서화, 박제, 석고제품 등.

2. 용역 및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형태를 벗어난 대기업 수준의 

생산 업체가 기존 생산품의 보완이나 신제품의 

디자인을 당 센터에 의뢰할 경우 제품을 

고급화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이를 용역으로 적극 유치 

개발한다. 사업 내용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편집 디자인 분야이며 

대상은 가）기업 및 제품을 PR할 목적으로 

의뢰하였을 경우, 나）유관 기관 및 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물을 의뢰하였을 경우, 다）연구 

개발 테마가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연구원 

2인 이상으로 작업음 수행할 경우, 라）지원 

업체가 수출 및 내수 펀매시 성과를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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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과정

상담기록부작성 개발의뢰서 작성 디자인 방향검토

현지 생산 업체에 출장하여 지도 상담하고 있는 당 센터 연구원들
업체 생산 지도

•당 센터에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실용화되고 있는 디자인 사례

1. 티 스푼 세트, 슈거볼, 프림볼

2. 목각인형, 동물형 저금통, 오프너세트

3. 스테레오 리시버와 트랜스미터

4. 바느질 세트와 립스틱 홀더, 약상자

5. 당 센터 디자인실 작업 광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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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센터의 용역 사업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실용화되고 있는 사례

업체로서 계속 디자인을 의뢰할 때가 되며 

이밖에도 용역 및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3. 진흥 및 전시

당 센터에서는 디자인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디자인 인구의 저변 확대 

및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산업 디자인의 진흥 및 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각 교재（영화 •슬라이드）의 지방 

순회 상영 및 산업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20회를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사 방법 및 전시 방법의 개선, 지방 

이동 전시 지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의 

산업 디자인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람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디자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과 전공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교육 및 조사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서 충분히 시행치 못하고 있는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의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 

과학, 마케팅, 조형, 디자인 철학 능에 관한 

20여 개의 세부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은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4년째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 제1기 시각 디자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디자인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연 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국내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 각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산업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디자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시켜 실기 위주의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디자인 실무에 대한 적응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조사 사업은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산업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디자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디자이너 등록 사업은 

디자이너들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디자이너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본지 기사 참조）.

또한 당 센터에서는 디자인 개발 촉진 및

3

1.동산실업의 유모차 디자인

2.유성실업의 Beauty Set.
3.롯데기공의 가스 보일러

4.5.효성기계의 안전망 석유 난로

제품의 고급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은 현재의 

KS표시 지정 품목, 품질 검사 지정 품목, 

등급 사정 대상 품목（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등급） 중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 전자 부문, 주택 설비 부문, 사무 

기기 부문（문구류 포함）, 일용품 부문, 완구류 

부문, 아동용구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대상을 KS 표시 등 

품질 검사 대상으로 한 것은 일단 품질이 

보증된 상품에 대해 외판 및 기능등의 심사를 

함으로써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우수한 고급' 

상품을 선정,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일반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 디자인 

개발부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디자이너들을 

대변하는 산업 디자인의 총 본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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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뉴스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 식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실시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산업 

디자인 교육의 '85년도 일정이 확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제4기 산업 디자인 교육과 

아울러 제1기 시각 디자인 교육도 실시하게 

되는데, 국내 기업체에서 충분히 시행치 

못하고 있는 이론 및 실무 등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디자이너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디자인의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년도 교육 일정을 보면 제4기 산업 

디자인 교육이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는 제1기 시각 

디자인 교육은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양 

교육 공히 1일 4시간씩 총 40시간)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Tel. 762-9130, %62)로 문의하기 바란다.

'85 Educational Programs for Designers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KDPC) is scheduled to conduct an annual 
refresher course for mid-career industrial 
designers working in industry during April 15 
through April 26 in order co provide them 
with latest knowledge, technology and 
information on industrial design. The 
lecturers for this course will be composed of 
professional designers working for businesses 
and schools. In particular, KDPC newly 
established a visual design course for graphic 
designers which is planned to open Sept. 16 
going through Sept. 27.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협회 창립

컴퓨터 그래픽스를 다루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방송, 비디오 프로덕션, 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디자이너들이 모여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활발한 이용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 컴퓨터 

협회(KCGI)를 발족하였다.

KCGI는 앞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무 디자이너 및 관계인들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교육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orea Computer Graphics Institute

A group of computer graphic designers 
working in the field of broad casting, video 
production, colleges and universities, 
established the Korea Computer Graphics 
Institute in order to conduct resear아les on 
computer graphics and to promote this field.

'85서울 일러스트레이터즈 동경전

서울 일러스트레이터협회(회장 : 양호일)의 

동경 전시회가 일본 상업 미술가 협회 

회장 초청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동경의「H氏 의 画廊」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가는 김 교만 .

김 홍련 • 박 선의 • 송 용섭 • 유 제국 • 양 호일 

• 조 영철 • 홍 종일 • 안 정언 • 이 윤수씨 

등으로 한국의 시각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한 - 일 양국간 문화 교류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SIA Tokyo Exhibition

The Seoul Illustrators Association(SIA) 
staged their exhibition in Tokyo in February 
by invitation of Japan Commercial Artist 
Association. Visual designers Kim Kyo-man, 
Kim Hong-ryun, and many other prominent 
Korean designers introduced Korean visual 
culture to Japan.

박선의 作

노 미선 한글 타이포그래피전

여류 디자이너 노 미선씨가 지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석화랑에서「한글 

타이포그래피전」을 열었다.

노 미선씨는 성대 생활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 • 한국 여류 시각 

디자이너 협회 ・ 행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전을 통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조형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Korean Typography Exhibition

Woman designer Mz. No Mi-sun orgnized 
a Korean typography exhibition in February 
at a Gallery in Seoul,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and to present new meaning 
of Korean typography in terms of formative 
art.

유 리지 금속 공예 2인전

서울 미대 공예과 교수로 재직중인 금속 

공예가 유 리지 씨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몽고메리 

주립대학 미술관에서 오하이오 캔트 주립대학 

교수인 브루스 메트케프 씨와 금속 공예 

2인전을 가졌다.

유 리지씨는 이번 전시회에 금 • 은 . 백동을 

주재료로 한 장신구와 오브제 24점을 

출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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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Works Exhibition

A joint show by Prof. Yu Ri-ji of Seoul 
National Univ, and Prof. B. Matkeph of Ohio 
Kent State Univ, was held at the Art 
Museum of Montgomery State Univ, during 
15 Jan. through 12 Feb.. Prof. Yu displayed 
24 works of ornaments and objets dart made 
of gold, silver, and nickel at the exhibition.

JACA，84 일본 일러스트레이션전

일본의 국제 예술 문화 진홍회와 NHK 

서비스 센터가 주최하는 rjACA *4 일본 

일러스트레이션전」의 한국 전시회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워커힐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일본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육성, 국제 무대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전시회인데, 동경전('84.9.20〜25), 로마전('84 

11.20〜 12.7), 요오끼전('85.1.12〜2.11), 
오오사까 전등을 거쳐 한국에 올 예정이다.

'84 Japan Illustration Exhibition

JACA '84 Japan Illustration Traveling 
£아libition will be held at Walker Hill Art 
Center in Seoul from May 15 to June 15. 
The Japan Art & Culture Association(JACA) 
and the NHK Service Center are 
cosponsoring the traveling exhibition which 
will be on display in Seoul after being 
shown in several cities of Japan and Rome.

인간 문화재 전통 공예품전

한국 전통 공예 전수 교육회(회장 : 정 

명호)가 주최하는「인간 문화재 전통 공예 

작품 민속 전시회」가 지난 2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동백화점 7층 전시실에서 

열력다.

지난 해의 동방 플라자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출품 작가는 

24명의 인간 문화재와 6명의 준인간 문화재, 

전통 공예 기능인 30명 등 모두 60명으로 

나전칠기 ・ 매듭 ・ 유기 ・ 자수 등 24개 부문의 

전통 공예품 1천여 점이 출품 전시되었다.

Traditional Craftworks Exhibition

The Korean Inheriting Institute of 
Traditional Craftworks held its 2nd exhibition 
전t the Yongdong Department Store, southern 
Seoul in February. A total of 1,000 traditional 
works of embrodieries, lacquer wares, 
produced by 60 human cultural assets were 
presented at the exhibition.

신간소 개

플라스틱 디자인
전 재덕 편역 

건우사 발행

이 책은 공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가, 패키지 디자이너, 제품 설계 및 성형 

제품 생산 업체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위해 

편집되었으며, 필자가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세부 사항과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시켰다.

아이디어 착상 기법에서 기계 가공성, 생산성, 

양산성, 적재 및 운반성, 시장성을 감안하여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디자이너들에게 기술 지식 범위를 넓혀 주어 

실무에 큰 참고가 되리라 본다.

플라스틱 디자인
全載逮■訳 

犧友社

현대 디자인 사조 박대순•이재국옮김

창미사 발행

이 책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형성하는 모든 

사물의 생성 동기와 개선 방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차원 

높은 생활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시대 상황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디자이너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즉 디자인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디자인의 사조는 

디자인 행위에 원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디자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모든 디자인 문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디자인의 

사회성과 시대성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디지읜시조
목적 - 형태•의미

而”：削美

해외 정보

Worldesign '85 개최

국제 그래픽 디자인 협의회(ICSID) 가 

주최하는「Worldesign ‘85」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의 

아leraton Washington Hotel에서 개최된다.

세계의 기술 및 사업과 디자인 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제14차 ICSID 

총회 등 주요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타이완 디자인 페스티벌

중화민국 대외 무역 발전 협회(Chin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CETDC)는 대학생 디자인 전시히, 공예품 

전시호】, 우량 디자인 제품 전시회로 

이루어지는 타이완 디자인 페스티벌 '85를 

CETDC 전시장(Taipei Sungshan 공항)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ICSID 진흥 기관 회의/영국

1984년 5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회의에 

이어 ICSID 진흥 회원 단체 회의가 오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회원 단체의 효과적인 진흥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 

기간중에는 세미나 및 ICSID이사회도 함께 

개최된다.

국제 디자인 심포지움/오스트레일리아

본지77호(81p)에 소개된 국제 디자인 

심포지움이 주최측(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인 

협히)의 사정으로 1986년 4월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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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자료

마찰 표면

마찰은 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로울 수도 있으며 많은 시간이 이 

효과를 최대로 하거나 최소로 하는 데 

소요된다. 페로도(Ferodo)사의 알란 

베이커(Alan Baker)가 제공한 이 

내용들은 최대의 마찰 효과를 주기 

위해 요구되는 재료(materials)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 마찰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부품 

제조업체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찰은 전적으로 하나의 자연적 현상이며 

따라서 천지 창조만큼이나 오래 된 현상이다. 

즉, 이것은 중력과 같은 환경적 특징과 같으며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의 

많은 측면들이 그것에 좌우된다. 마찰은 

사색가들이 기계 장치 (mechanism)를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에게 특별한 흥미가 되었다 

즉, 이것은 이들 기계 장치들 중 몇 가지가 

산업혁명 동안 특별히 사용됨에 따라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두 개의 표면이 서로 접촉되고, 표준 

하중(normal loading)을 받을 때마다 힘은 이 

운동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fig」)・ 

대부분의 경우 이 힘은 두 가지 구성 요인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즉, 한 부분은 표면에 

대립하는 높고 낮은 점들에 대한 맞물림에 

기인하며 다른 한 부분은 그러한 간섭에 

독립된 효과에 기인한다.

매우 거친 표면들의 상대적 운동은 상당한 

힘의 적용을 내포할 것이며, 그들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면 대립하는 정점들이 

전단되어지고 마모된 조각들이 형성되므로 

상당한 손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반대로 

계속된 매끈한 표면들의(재질의 속성에 달려 

있는) 상대적 운동은 적당한 정도의 일정한 

저항으로, 양 표면에는 매우 작은 마모율이 

생겨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점들(또는 거친 것들)의 

맞물림은 경험된 운동에 저항을 만들어 내는 

매우 경미한 역할을 한다. 즉, 이 저항의 

대부분은 마찰이라고 으례 일컬어지는 또 다른 

효과에 기인한다.

어떠한 표면도 완전한 평면을 유지하는 것은 

없으며 두 개의 가공된 표면이 함께 접촉해 

있을 때는 높은 점들이 대립될 여지가 있는 

곳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맞물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지점들에서의 두 

재료의 원만한 접촉을 물질내에서 그것들의 

특성과 비슷한 분자의 인력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발생하기 위한 상대적 운동을 위해 그러한 

힘들은 극복되어져야만 하며 그래서 저항이 

발생한다. 즉, 그러한 접촉들의 계속된 

연속성이 수행되고 운동이 계속됨으로써 

계속적인 저항이 발생된다.

예상해 볼 때, 함께 문질러진 재질의 어떤 

조합들은 운동에 좀 더 일정한 저항을 

나타내며 다른 것보다 표면의 마모율이 낮음이 

입증된다. 이와 반대로 비슷한 금속들을 서로 

문질렀을 때는 비록 표면이 잘 처리되어 있다 

해도 콜드 웰딩(cold welding)이 접촉 지점에서 

발생될 것이며 넓은 표면 손상이 빨리 발생될 

것이다.

이점에서 엔지니어들은, 마찰 현상에는 두 

가지의 대립하는 작용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끊임 없는 운동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계 장치를 

고려할 때, 마찰은 운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때 소비해야만 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마모를 초래한다. 그래서 마찰은 가장 낮은 

실용적인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반면 

마찰은 그 힘이 조절되고 예상될 수 있는 

자동차와 기계류의 정지와 시동을 위한 

브레이크나 클러치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 반응 중의 두 번째는 선택 과정과 

더불어 함께 문질렀을 때 특별한 수행 목적에 

부합되는 운동에 사용할 저항을 산출하는 여러 

쌍의 표면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찰 물질 산업의 영역이며 다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마찰 계수

마찰을 이용하기 위해선, 디자인의 기초 

단계로서 그리고 비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서 이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래서 마찰 계수인 

'dimenskmless ratio'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 마찰 계수는 보통 그리스 문자인 

幺 로 나타내며, 이것은 일반적인 힘 N에 접한 

면들에 대해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마찰력 

F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figl참조).

〃 =F/N

일정한 한도내에서 주어진 한 쌍의 표면간에 

생긴 마찰력은 하중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것은 하중이 작용될 때 실제 접속점들의 

변형이 두 물질의 긴장력의 평균치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마찰이 의존하는 표면들간 실제 

접촉 부위는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해도 

적용된 하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물질들의 속성은 마찰 계수와 단위 

압력간에 보통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마찰

N

<fig 1〉기본적인 마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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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와 문지르는 속도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효과는 문지르는 표면 

온도의 효과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온도는 상대 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속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마찰 

계수에 매우 뚜렷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온도는 수행되고 있는 시간의 길이에 

관련지어 볼 때 계산에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기계 장치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유형은, 기계 장치내의 에너지 손실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위해, 마찰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찰 물질들은 흔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마찰 

물질들이 오일(oil)과 같이 사용되도록 

요구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작용 온도는 

오일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상태의 

기준치로 제한된다. 그 때는 오일막(이1 

film)의 성질과 단위 면적당의 물질적 특성이 

dig 2〉완성된 형태의 마찰 물질

<fig.3> 주철의 부식되고 광택 처리된 표본(250배 확대 

사진

뚜렷한 변수로 작용된다.

오일내에서의 마찰 물질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건조한 조건하에서 기대된 값의 1/4에서 1/3로 

마찰 계수 값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디자이너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며 보통 적용된 

힘이나 작업 표면의 수적인 증가를 내포한다. 

오일 투입의 가능한 잇점이란 힘이 드는 

조건하에서 작업 표면의 증가된 냉각 기능과 

마모율의 감소, 그리고 증가된 윤활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일 속에서의 작동에는 

문제점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찰 물질에 대해 고려해 봄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조한 적용 

상태상의 문제로 되돌아갈 때, 힘의 

근원으로서 열기관을 사용하는 제조 산업은 

브레이크(brake)와 클러치(clutch)에서의 사용을 

위한 마찰쌍을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기능의 

분화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는 발생된 열을 

방출하고 마모에 대한 현저한 저항치를 가진 

금속으로 되기 위해, 관련된 2개의 표면 중의 

하나를 위한 표준 실행이 되었다.

다른 또 하나의 표면은 보통 비금속 

물질로서 이는 닳아 없어졌을 때 쉽게 대치할 

수 있도록 요구된 마찰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두 표면들이 마찰력의 발생에 

똑같이 관련된다 해도 '마찰 물질(fncdon 

material)'이란 용어는 브레이크 드럼(brake 

drum)이나 디스크(disc)와 같이 일종의 짝을 

이루는 표면재로서 발생된 열을 방출하는 

물질이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치 

가능한 물질(任&2)로 적용된다.

짝을 이루는 표면들

다음의 6가지 주요 내용들은 짝을 이루는 

표면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성질들을 

실험할 때 열거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분명한 것은, 사용된 물질이 마찰 물질들의 

한 범위로 성취된 마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물질은 마찰 

물질들의 광범위한 다양성의 조합으로 채택될 

만한 마찰적 특성들을 산출해 내야만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물질 그 자체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과 그 반대 물질의 마모율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마찰 물질들은 

원래가 다소 연마제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마모의 결과로서 과도하게 마찰 물질을 스스로 

마모함이 없이 표면 손상과 일반적 마모에 

저항하기 위한 짝을 이루는 표면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마찰 표면들은 힘에 좌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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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1〉전형적인 주철의 구성

요소 함유량(%)

전체 탄소 3.2
화합 탄소 0.75

규소 2.0
인 0.07
유황 0.12
망간 0 8

〈표2〉전형적인 주철의 성분비율

성 분 함유량(%)

펄 라이트(Pearlite) 75 이상

흑연 (Graphite) 15이하

제 2철 (Fernie) 5 이하

시멘타이트  (Cementite) Nil

인화물 공융 

(Phosphide eutectic)
5 이하

<fig.4> fig3의 상세한 5,000배 확대 사진

dig. 5〉소량의 카바이드로 기계처리된 주철의 모습은 

표면 처리의 방향적 성질을 보여준다.

높은 긴장력을 받는다. 거기에는 응용된 

마찰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짝을 이루는 

표면은 종종 회전하고 있으며 그래서 구심적 

가속도에 기인한 상당한 긴장력에 좌우된다. 

선택된 물질은 선호적으로 구성 요소의 마모 

수명을 초과해야만 하는 긴 기간 동안 이들. 

긴장력을 견디어 내는 데 충분히 강해야만 

한다.

물리적 긴장력에 덧붙여, 그 물질은 역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심한 열적 

긴장력(thermal stress)에 좌우될 수도 있다. 

일반 산업과 자동차 산업 모두에서 브레이크와

클러치의 적용은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고도의 

강도를 지녀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중인 표면과 온도의 빠른 

변화(높은 온도 변화도에서 물질의 두께를 

통해 전해지는 큰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이 

온도 변화는 심한 긴장력의 변화에 따른 

상이한 열 팽창을 초래한다. 즉, 사용된 

물질은 균열됨 없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한다.

브레이크와 클러치 부문은 형태가 복잡해서 

사용된 물질이 계속된 작동을 위한 최소의 

필요만으로 그 형태 자체를 생산에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것의 기계적 능력은 

우수해야 하며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구성 요소는 완성 후에 

형태적으로 안정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그 

물질은 바람직한 기능적 속성들을 능가하는 

우수한 것이면서 너무 비싸서는 안된다.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대단히 많은 수로 

산업에 요구되기 시작했을 때 주철은 기계 

부품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물질이었다. 분명히 그것은 요구된 형태와 

크기에서 대단한 다양성으로 쉽게 주조될 수 

있는 브레이크 드럼 (brake drum)과 클러치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질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마찰 물질을 

위한 짝을 이루는 표면을 위해 계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물질이다.

주철의 야금

주철은 기본적으로 철, 탄소와 규소의 

합금이며, 이는 역시 망간, 유황 그리고 인과 

같은 소량의 성분들을 함유한다. 그것은 또한 

물리적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니켈과 

크롬같은 합금 요소들을 함유한다. 품질이 

좋은 주철의 전형적 분석은 표1에 나타나 있다. 

그러한 물질 속에서 발견되는 주요 성분들의 

비율은 전형적으로 표2에 주어진 바와 같다. 

최근에 페로도(Ferodo)사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주철이 

매우 작은 형태에서 극도로 단단한 조각들로 

티타늄(titanium)과 바나듐(vanadium)을 소량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니오브 

금속(niobium)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는 

유사한 조각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려졌다.

주철의 강도, 열적 속성 그리고 기계적 

능력들은 그것의 합금 방법에 달려 있다. 

추천할 만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양질의 미세 

입자로 구성된 BS145Z1977의 주철과 적어도 

220등급의 것이 사용할만 하다. 그러나 마찰과 

주철의 마모 비율은 약 0.03에서 0.05%의 

티타늄과 맞먹는 입자의 견고성에 달려 있으며 

또한 페로도사의 연구팀이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인 다른 분야인 표면 끝마무리에 좌우된다.

250배의 확대에서 광택내고 에칭 (etched)된 

(식각된) 주철 표본 사진(屈⑶은 주요 

형태로서 전형적인 펄라이트(Pea山⑻의 층 

구조(laminar structure)를 보여준다. 또한 그 

안에는 약간의 자유로운 제2철(fernte)과 

인화물의 공융(phosphide eutectic)과 함께 혹연 

입자(graphite flakes)들이 보인다. 망간의 

첨가는 고도의 연마제인 철 황화물(山川 

sulphide)의 형성을 제거하면서 무해한 망간 

황화물(manganese-sulphide) 입자들의 형성을 

야기해 왔다. 또한 티타늄이 의례 존재하는 

형태인 티타늄 탄소 질화물(titanium 

carbo-nitride)의 많은 입자 중의 하나가 보이고 

있다. 모든 미리 감지된 기대와는 달리 짝을 

이루는 표면 안에서 이들 고도의 연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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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의 존재는 상대방 물질의 마모율과 마찰 

수준에 역효과를 가져 온다.

다음의 사진(£g・4)은 전송 전자 

현미 경 (transmission-election microscope)에 

부착된 카메라로 5,000배 확대해 찍은 것으로 

표준 광학 장치로는 쉽사리 얻을 수 없는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특징적인 

형태인 2개의 흑연 입자와 3개의 티타늄^ 

탄소질화물(山anium carbonitride) 입자들及서 

펄라이트 모체(pearlite matrix)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이들 

작은 입자들이 마찰 수준과 마모에 갖는 

효과는 그것의 크기와 집중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그것들이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조사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마찰과 마모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상당히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주어진 마찰 물질도, 요구된 수행 

수준에 일치시켜 성취하기 위해선 주조상에서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또 있다면 니오브 

금속(niobium)의 존재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좌우된다. 페로도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그 적용에 참고될 

만한 것이다. 단일 표준 입자 성분에 관련된 

어떠한 일반적인 추천도, 같은 마찰 물질이 

사용된다 해도 다른 모델 차량의 브레이크 

장치가 각 경우에서 서로 다른 마찰 수준을 

제공하는 디스크(disc)를 사용하도록 디자인될 

수 있으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어떤 한 모델의 차량을 위해 시제품 생산 

그리고 교체에 있어 사용된 디스크가 

부품-으로서 일정한 강도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면 마감 처리

표면 마감 처리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철의 특수 유형에 따라 산출된 마찰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이 

입증되었다. 특히 많은 브레이크 

디스크(brake discs)가 현재 앞에서와 같은 

내용에 좌우되는 대신에 동작표면에 달려 있다. 

조사 결과, 유의하게 보여지는 효과들이란 

도구(카바이드 또는 세라믹)의 유형과 그 

형태, 취해진 마감 처리의 거칠음과 마찰 

문지름의 방향에 관련된 기계 처리의 방향성에 

기인한다.

그 방향 효과는 제시된 바와 같이 도구 

자체에 관련된 디스크 회 전(disc rotaiion)인 

소량의 카바이드(carbide)로 처리된 가공 

주철의 표본이 £g・ 5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림의 두 부분은 정확하게 그 표본의 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빛을 좌우로 

비춤으로써 얻어낸 결과이다. 표면 마감 

처리에 대한 방향적 특성은 이 방법에 의해 

명백히 보여진다.

표면 마감 처리에 대해. 살펴볼 때, 계속적인 

테스트 표본의 거칠음이 그것들을 테스트 

했을 때 관찰된 마찰 수준만큼 증가되며 이 

효과는 단단한 입자 성분의 마찰 효과를 

좌우한다. 그러나 더 많은 표본의 거칠는 

정도가 정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을 능가했을 

때 관찰된 마찰 계수가 다시 증가한다. 거친 

디스크들이 계속된 서비스로 좀 더 매끈하게 

마모됐을 때 그것들의 마찰 수준은 그들의 

단단한 입자 성분만을 기초로 예상된 

내용으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그들의 

마모율은 표면 마감 처리, 합금술 그리고 

마찰 수준이 명백히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단단한 입자 성분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마찰 물질의 발전

초기에 브레이크와 클러치에 사용된 마찰 

물질들은 나무, 가죽 그리고 목면 섬유와 

같은 천연 물질들로서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온 것들이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방편적 물질에 내한 온도 저항, 

마찰 안정성과 마모 저항율은 형편 없어서 

페로도사의 설립자인 허버트 프루드(Herbert 

Frood)에 의해 더 우수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

목면 섬유는 처음에 프루드(氏。。3에 있어 

물질의 근본이 되었으나 여러 조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좋은 온도 저항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석면(asbestos)은 1908년에 

대체 섬유로서 소개되었으며 현재 만들어진 

대부분의 모든 마찰 물질들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원래 목면으로 구성된 물질들은 다양한 

성질들에 대한 결합 결정 인자로서, 또한 

목면과의 조합에서 접합제로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매개체와 섬유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섬유 형태인 초기 석면에 근거한 

물질은 강도와 일반적인 특성들을 개선하기 

위해 섬유에 놋쇠선을 합치시켰었다. 그 

시대의 금속들은 그들이 사용 요건에 맞도록 

사용될 때 목면에 근거한 물질과 석면에 

근거한 물질들 모두에 계속 포함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질들의 주형(moulding)이 섬유의 

사용에 대한 대체재로 소개됨으로써 큰 진보가 

있었다. 이것은 전에는 고려될 수 없었던 

분말이나 입자 형태로 많은 물질의 형성에 

포함되도록 해준다.

섬유에 근거한 물질들이 아직도 많은 공업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작업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만은 수지 기술(rasin technology)의 

꾸준한 발전과 함께 주형의 출현은 마찰적 

속성과 물리적 강도 그리고 마모 저항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그것은 보다 복잡한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disc brake pads)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는 그 작업에 역반응을 

주지 않고 물질들의 주형 속성들을 개선함에 

의해 한번에 주형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마찰 물질들의 속성

마찰은 마찰 물질의 가장 명백한 속성이며, 

기본 전제로는 작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동하는 구성 요소들의 강도 무게와 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찰 계수는 높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도에 대한 마찰 

안정성은 종종 우선적인 필수 조건이며 이것의 

성취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낮은 마찰의 수용을 요해 왔다.

마모 저항은 계획상에서 종종 문제시되는 

필수 조건들간에 더 좋은 타협점을 

찾는 문제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으므로 마찰 

소요 경비에 있어서 개선되어 온 또 다른 중요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고려되어야만 하는 

다른 성질들은 물의 효과의 감소와 소음의 

감소와 같은 과중한 조건 후에도 정상적인 

마찰력을 지닐 수 있게 회복되느냐의 문제와 

관계된다. 마찰 장치의 소음을 일으키는 

경향이 모든 관련된 기계 부품들의 디자인과 

매우 밀접히 관련된다 해도 마찰 물질의 

구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음을줄일 

수 있다.

현대식 마찰 물질은 일반적으로 섬유소, 

다양한 금속 또는 비금속 마찰 완화제와 

수지로 만든 접합제로 구성된 복합물이다. 

따라서 기존 방법에 의한 내용들은 수정되어야 

하며, 마찰적 속성과 물리적 필수 속성에 

맞아야 하고 적절한 가격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물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적절한 혼합 과정을 결정하고, 

사용시 필요 시간과 온도를 상술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그것의 형성에 행해져야만 한다. 

그 때 품질 관리의 절차가 양산 단계에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적용된다

디자이너에게 유용한 마찰 계수치의 범위는 

반드시 다른 모든 관련 속성들에 관련되어 

고려되어져야 한다. 건조한 상태로 작동하는 

물질들만을 고려할 때 '마찰 물질'이란 말이 

적용될 수 없는 가장. 낮은 한계치는이다. 

최고치는 05로서 이는 적절한 안정성과 

일치됨이 발견될 만큼 높다.

관례적인 물질을 위한 대부분의 명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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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값은 0・35에서 0.45 사이에 있다. 그러나 

이들 값은 디스크의 합금술에 좌우된다. 전체 

크기의 부품에 대한 관성 실험의 결과, 주어진 

정렬된 물질들로부터 얻어진 마찰 수준은 다른 

단단한 입자 성분을 가진 짝을 이루는 주철 

표면을 사용했을 때 이만큼 변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함을 보여준다.

이미 언급했듯이 온도는 마찰 수준에 최대의 

효과를 갖는 변인이나 이 효과는 극단적으로 

시간에 좌우된다. 아직까지 개발된 어떤 

물질도 작업 온도의 전 범위에서 일정한 

마찰력을갖지 못하고있다•현대의 패드물질(pad 

material)에 대한 전형적인 마찰/온도 곡선은 

坨・6과 같다(地4의 위). 마모율 역시 온도에 

좌우되며 같은 물질에 대해 마모/온도 곡선은 

地・6아래 그림과 같다. 즉, 마찰시 압력과 

문지르는 속도의 상대적 부가 효과는 같은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유용한 작동 온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나 

마모와 전체 마찰 특성에서 현재는 

550℃〜650℃ 의 범위에 있다.

아마도 기록상 가장 대단한 경우의 예는 

최근에 개발된 도날드 켐벨(Donald 

Campbell)사의 블루버드(Bluebird)자동차의 

경우로서 시속 400마일의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부착된 페로도사의 패드는 추정 온도가 

대략 1200七 에 달하는 디스크에서 작동되어야 

했다

마찰 물질의 역사를 통해 실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매우 초기부터 작은 

표본 실험이 전체 크기의 브레이크나 클러치의 

기계 실험과 실험 차량의 사용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한 표본 실험은 그것이 

아직도 얼마간은 계속 사용된다 해도 현재 

심한 제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반면에 페로도사는 전체 크기의 

테스트에 대한 사용을 증가시켜 왔다.

테스트 방법에서의 진보

기계 테스트의 사용과 디자인 그리고 

차량 테스트의 사용에 있어서만 진보가 있어온 

것은 아니다. 테스트 계획과 그것들의 해석의 

문제는 특히 최근 25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좀 더 의미있는 테스트로 계획이 

정확한 설비를 갖추고 수행되었다. 특히 

현재에 있어선 짝을 이루는 표면 합금술의 

중요성이 더 잘 이해된 후로 마찰 물질의 

발전은 어느 경우보다도 견고한 기반 위에 

진행될 수 있다.

브레이크나 클러치의 부분이 재생되는 것은 

마찰 물질에 있어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된 부품들은 초기에 '라이닝(lining》이라 

알려졌으며 이 명칭은 아직도 확고하게 쓰이고 

있다. 드럼 브레이크(내부와 외부 모두 그리고 

밴드 브레이크를 포함해서)를 위한 

라이닝 외에도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원추 

라이닝 (cone lining)과 추의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평평하고 곡선진 모양과

모울딩 (moulding)들은 마찰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목적에 제공될 수 있다. 물질의 

선택적 등급에 대한 빈번한 필요성과 관련된 

엄청난 수의 형태와 크기는 새롭고 심하게 

중가하는 수행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급과 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 년 동안, 직조 목면이나 석면(asbestos), 

그리고 주조된 석면 사이의 선택은 오일 

속에서의 사용 목적을 위해 도입되어져 왔던 

금속과 반금속 라이닝의 사용으로 확대되어 

왔다. 침전된 동(bronze)은 강철 운반용 

선반에 의해 보통 지지되는 이러한 물질들에 

혼히 쓰이는 기반이다.

금속 라이닝들은 건조하거나 기름 

상태에서나 또는 양자 모두의 상태에서의 

사용에 적당한 등급을 유지한다. 관례적인 

금속보다 한 부류로서 훨씬 적은 수라 

하더라도 많은 등급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 

유용하다. 그것들은 석면에 기초한 

물질들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그 관성력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그들의 열 전도율은 높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 온도의 범위는 보통 

물질보다 상당히 넓어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마찰 물질의 기술 분야에 있어 보다 최근의 

혁신이란, 대부분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적어도 페로도사가 力"한 속성들이 현재 

통용되는 고품질의 석면을 기초로 한 물질의 

것만큼 좋다 하더라도 석면을 함유하지 않는 

라이닝을 도입한 사실이다. 석면의 처리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률을 내포하는 그같은 

조처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Chapel-en-le-Frith와 Turner & Newall 

Organization 모두의 과학자들은 공급 문제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오랫 동안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왔다.

천연 또는 인조적인 어떠한 대체 섬유도 

석면보다 완전한 또한 만족스러운 대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연구와 꾸준한 개발에 의해 목표로 한 많은 

것들이 성취될 수 있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도로 또는 그외의 어떤 곳에서도 안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만일 대체 물질에 대한 충분한 

실험이 축적되기도 전에 산업에 외부적인 

압력이 시기 상조의 변화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이다. 즉, 적어도 영국내에서 

만큼은 어떠한 결정이 성급히 내려지기 전에 

모든 요인들에 대해 충분하고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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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6> 전형적인 마찰/온도와 마모/온도의 속성.

마찰 물질에 대한 공급자들은 어떤 특수한 

사용 목적을 위해 적당한 마찰 물질과 짝을 

이루는 표면의 조합에 대한 선택을 하는 

단계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공급자 사이의 

협력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일단 마찰하는 

쌍에 대한 물질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힘이 확실한 작동을 위해 그들의 가능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마찰 인자들에 의해 

전해지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디자이너의 영역인 

것이다. 발생된 열 또한 작업 온도가 마찰 

물질이나 다른 부분이 견딜 수 있는 값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빨리 발산되어야만 한다.

마찰 장치는 개념에 있어 조잡하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마찰 장치는 그것이 적절히 조작되었을 때,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며 값이 싸면서도 

신뢰할만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앞으로 계속 많은 기간 동안 인류를 위해 

봉사해 주리라는 것도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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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디자이너 등록자 명단

視覺디자인
VISUAL DESIGN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1 •梁浩一 39. 7.20 한양대 응용미술과 교수 40•申東玉 59. 8.28 바른손（주） 개발부

2 •李孝一 38. 2.20 성신여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시•沈 孝 燮 44. 5.11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주임연구원

3•白智錫 54. 5. 6 한국반공연맹 홍보교육국 담당관 42•吳國榮 49. 5.26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포장개발부

4 .禹界亨 52. 6.29 애드• 코리아（주） 제작실 과장 43•朴鍾云 38. 2.20 조선대 응용미술과 부교수

5•朴鍾武 57. 6.13 애드• 코리아（주） 제작실 44•金鍾泰 61. 4.27 화성전업（주） 동아백화점 판매촉진부

6 •崔聖培 44.11. 3 전주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45.禹琮永 57. 8.22 쌍용그룹 홍보실

7 •尹珠炳

8 •林義雄

57.11.22

43.10.19 대홍기획（주） 제작국 부장

46•金在昭

47•金鶴壽

55. 2.27

56. 6.29

수협중앙회 저축자금부 

동방기획 제작2부 대리

9 •宋榮希

10•金一寛

60. 2.10

53.12.15 국제 아피스 공업사 디자인실 실장

48.朴正雨

49•朴愚秉

52.10. 5

56. 2. 4

한국외환은행 업무기획실 

한국외환은행 업무추진부

11•吳殷植 48.11.18 현대건설（주） 주택사업부 대리 50.金光一 53.12.14 한국외환은행 업무기획실 대리

12•金 垣 51. 1.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 획조사부 연구원 51•林鍾植 54.11. 3 하얏트호텔 디자인실

13•金呂弘 53. 6. 5 내쇼날 푸라스틱（주） 제품개발부 52•金春源 54.10.10 광주일보사 도안실

14•金敬烈 56. 7.20 쌍용그룹 홍보실 53•閔庚哲 47. 4. 5 광주일보사 편집국 차장

15•申彥模

16•奉相均

42.11. 1

32. 9.10

전남대 미술교육과 조교수

국립 경 기공업 개방대 학 산업디 자인과 부교수

54•朴元權

55.安健相

49. 1. 7

57.11.21 동국종합전자（주） 개발부

17•孔相龍 48. 1. 3 동방기획 제작2부 부장 56.白正煥 52.10. 2 광주일보사 도안실

18•張完泳

19•金志雄

45. 5.12

50. 7. 2

강원대 미술교육과 전임강사 

애경유지공업（주） 선전과 과장

57•曹聖愛

58•鄭 美

59. 8. 3

59. 3.23 전매청 업무국 판촉과 디자인실

20.金柱結 42.12.29 대성기획 대표 59•李海東 48.12.23 혁성기획 원장

21•朴在甲 33. 9.17 부산여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60•朴岩鍾 56.12.31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디자인실 편집 차장

22•柳在徳 41. 2.14 한국수출입은행 총무부 61 •李根七 47. 8.19 제주중학교 교사

23•愼鑛泰 40.10.29 중앙대 공예과 부교수 62•李槿文 44.10.10 체신부 우표디자인실

24•安政海 47. 6. 6 MBC 제주문화방송 편성국TV편성부 63•朴榮煥 55.12.20 세모（주） 개발실 대리

25•金剛鎔 50. 7. 3 크레이터• 크레이터 대표 64•文斗鉉 50.10.29 두인 그라피스

26•宋明燮 47. 9.25 서울예전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65•朴岡龍 47.12.26 경상대 미술교육과 전임강사

27.明癸秀 53.11.14 서울예전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66•權相玖 46.11.30 신일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28•洪恩美

29•吉洪朗

55. 2. 3

50. 9. 8 청주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67•安貴詰

68•李允洙

50. 6.17

53.11. 5

두인 그라피스

송원 실업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30•趙先嬉 55. 8.15 한국 디 자인 포장센터 산업디 자인 개발부 연구원 69•朴用柱 49. 6.16 크리드 대표

31.金相洛

32•玄用淳

50. 7.14

50. 8.20

상지대학 생활미술과 전임강사 

건국대 생활미술과 조교수

70•安昌鎬

71.«訓模

58.10.17

51. 8.12 크리드 제작실 제작부장

33 •郭吉祥 59.10.10 한국조폐공사 도안실 72•邊晃浚 61. 2. 24 크리드 제작실

34•李啓文 49.10.20 동아식품（주） 판촉과 과장 73•金相勲 56. 8.21 한국산업은행 디자인실

35•張京眞 55. 9. 8 조흥은행 업무부 디자인실 74.南金祐 50. 4. 5 계명 실업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36•李光峰

37•白秉覽

38•金俊教

50. 5.10

51.10. 9

55. 3.16

롯데제과（주） 디자인실 과장

부천공업 전문대학 산업디 자인과 조교수 

전주실전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75. R洪觀 

76•張永寛

77•鄭又榮

58. 5. 9

57. 1.26

58. 6.24 계명전문대학 응용미술과 강사

39•李惠玉 58. 3.30 체신부 우표디자인살 78•吳喜子 59. 4.20 길 산업디자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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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鄭基文 50. 9.19 광주문화방송 TV편성부 미술실 130•朴文洙 50. 8.18 오리콤（주） 제작국

80•李丙均二 54. 7.12 우성건설（주） 홍보제작과 131 •姜洪道 56.10.23 •오리콤（주） 제작국

81•金相B午 45. 8.10 로케트전기（주） 도안실 132.韓載雄 45. 5.15 오리콤（주） 제작국 부장

82•高文昌 46.12.14 순천공업 전문대 학 응용미술과 학과장 133.金貞淑 59. 3.15 한국화장품（주） 개발부

83•朴圭元 56. 9.19 서울예술전문대학 교무과 134 •辛正弼 46. 9.14 해태그룹 포장디자인실 부장

84•趙戊政 56.11.29 행남사（주） 제품개발부 135•吳圭夏 50.10.23 대홍기획 제작국 과장

85•朱尤澈 57. 2.28 행남사（주） 디자인과 136•辛榮教 51. 6.15 대홍기획 제작국 과장

86•趙東業 48. 7. 1 오리콤（주） 제작1부 차장 137 •南基銀 55.11.25 대홍기획 제작국

87•趙誠執 50. 5.10 오리콤（주） 제작1부 부장 138.鄭時和 42. 4.25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88.李象國 51. 7. 6 오리콤（주） 제작1부 차장 139•吳勤在 41. 1.30 홍익공전 도안과 부교수

89•洪淳友 52. 7. 7 오리콤（주） 제작국 차장 140 •柳在雨 43.10.21 홍익공전 도안과 부교수

90 •李炳旭 55. 3.30 오리콤（주） 제작1부 141•金惠貞 57. 1. 8 동아제약 판촉부 광고제작과

91.周 횰 鴻 58. 9.30 오리콤（주） 제작1부 142•張道宗 53.12.31 동아제약 판촉부 광고제작과

92•李炳天 45. 9.14 한양여자전문대학 도예과 조교수 143•李吉炯 54. 5.10 동아제약 판촉부 광고제작과

93•韓泰元 47.10.15 한손기획 대표 144 •柳宇英 43. 2.13 동아제약 판촉부 차장

94•權東煥 54. 3. 3 남성전기산업（주） 개발실 디자인과 주임 145 •李永元 49. 8.15 원광대 응용미술과 강사

95•李載坤 50. 3.12 홍인디자인그룹 그래픽디자인 연구실 실장 146.金寅依 53. 2.20 원광대 응용미술과 조교수

96.李 붖 英 57. 8.24 도서출판 한샘 기획실 147 •李侖子 56. 6.21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산업디 자인 개발부

97•金榮勲 58. 8.15 홍인디자인그룹 제작실 디자이너 148•金炳玉 54. 3.23 이연기획 제작부 실장

98•安政彥 42. 2. 6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49•朴判皂 47.11.28 비전 디자인 대표

99•朴根秀 42. 2.25 행남사 디자인과 주임 150•李愚容 44.10.27 （주）우방주택 기획과 과장

100•金泰哲 56.10.26 한국문화예술진 홍원 자료부 전문위원 151 •姜允珠 59. 2.25

1이.金 勉 56. 5.2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연구원 152•朴永文 56.11.12 삼우기획 제작팀

102•羅在五 45. 1.27 단국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153 •林栽興 57. 9.27 삼우에이젼시 제작실

103•朴玄柱 47. 9. 2 엘 • 지 - 애드 광고기획 4팀 부장 154.宋連鎬 59. 8.29 청주대 산업디자인과

104•金玉仙 59.10.20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155•朴洪求 56. 7.27 태평양장업（주） 개발부

105•趙惠耕 59. 4.24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156•金太煥 49.10. 4 태평양장업（주） 판촉제작과 과장

106•安南鎬 57. 1.10 건일약품（주） 총무부 157•申彥泰 56. 3.10 （주）피어리스 개발부

107•朴徳源 45. 4.23 서강전문대학 응용미술과 학과장 158•金啓中 43. 4. 1 （주）피어리스 개발부

108•鄭光禮 60. 9.27 인희산업（주） 개발실 Design 과 159•金眞平 49. 3. 6 서울여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109•金鉉三 60. 1.23 대통 기획실 160•張東準 55. 2. 6 삼성전자（주） 해외마케팅 판촉1과

110•金南勲 55.12.14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1부 161•金恩豊 42. 2.15 청주사대 미술교육과 부교수

111 •尹孝鎭 59. 9.15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1부 162.洪義政 60.10.12 청주대 공예과

112•金哲鎬 46.10. 2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1부 과장 163•趙美妍 60. 7. 3 한국관광공사 선전제작부

113•全基煥 54. 7. 5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1부 주임 164•權明光 42. 7.27 홍익대학교 산업도안과 교수

114•安相洛 57. 5.10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65•金治鉉 51. 6.1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115 •李光茂 55. 3.21 해태제과（주） 포장디자인실 166 •禹段命 55. 1. 5 동서가구산업（주） 홍보실

116•李仁子 40.11.20 경기대학 응용미술과 학과장 167 •李周憲 52. 8.25 한국전력공사 공보실

117•張希先 57. 4.10 168 •尹明福 55. 4.28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포장개 발부

118•鄭伸恭 45. 4.22 전북대 미술교육과 전임강사 169•方在基 47.11. 4 단국대 산업미술과

119•韓昌珪 53.11.15 원광대 응용미술과 강사 170•金 炫 49. 7.16 디자인파크 대표

120•梁學哲 54. 4. 3 원광대 응용미술과 조교수 171•趙英濟 35. 5.27 서울대 산업미술과 교수

1기•金 膜 希 57. 8. 5 172•趙宗鉉 52.11.10 조영제 디자인연구실

122•申東泰 51. 4.29 대구 상공회의소 진홍부 173•柳寛浩 37. 7. 7 인하대 미술교육과 조교수

123 •李龍基 49. 8. 8 대구 문화방송（주） TV부 미술실 174.李惠根 53. 1.11 현대자동차（주） 마케팅부 대리

124•成始俊 58. 2.14 175•徐正雲 55. 7. 2 （주）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25 •襄銓武 58.10. 8 화랑금속공업사 개발부 주임 176•金澤勲 51. 1.23 동아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26•朴世悅 56. 1.30 （주）삼익쇼핑 기획실 대리 177.梁承椿.40.12.25 서울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27•成根鉉 56. 8.24 178•金明浩 36. 3.25 덕성여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28•韓相源 56. 7. 9 동화약품（주） 홍보실 계장 179•洪俊杓1 53. 2.17 태평양화학 기술개발2부 주임

129.李圭哲 55. 6.29 오과콤（주） 제작국 180•金榮澤 45. 4.27 홍인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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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崔龍天 47. 7.13 서울예술전문대학 응미과 조교수 207•黃富庸 51、2.14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실

182•張潤浩 43. 3.21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208•金教滿 28. 9. 7 서울대 산업미술과 교수

183 •崔 光 49. 3. 6 리더기획 대표 209•金守錫 23. 5.29
184•林椿澤 56. 5.12 엘 • 지•애드 제작5팀 끼。.金 永 起 41. 1. 6
185•羅成淑 53. 3.24 단국대 산업미술과 강사 기1•金 洪 鍊 35. 6.25
186.金 璋 55. 5.18 광맥 C.I.P팀 팀장 끼2•李 命 求 28.12. 8
187•李海哲 57. 8.31 천호그룹 홍보실 실장대리 끼3•高 培 弘 51. 1.10
188•李源傑 60. 2. 7 천호그룹 홍보실 끼4•具 東 祖 48. 8. 3
189•金熙春 42. 3.31 （주）웅진출판 디자인실 실장 기5•權 文 雄 40. 2. 6
190•孫榮煥 54. 8.16 동신전문대학 응용미술과 강사 기6•金 徳 龍 52. 8.20
191•金哲永 52. 8.17 조선대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끼7•金 學 成 46. 3.28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192 •李殷鑛 52. 8.13 해태제과（주） 포장디자인실 대리 218•文 結 55. 2.12
193•鄭泰完 48. 1.20 내전기 획 기9•朴 京 淑 47. 5.20
194.韓南龍 57. 4.17 （주）대홍기획 제작국 220.白金男 48. 4. 2
195•慶錫珠 55.10.19 （주）대홍기획 제작2팀 221•신 용 호

196.朴一在 49.10.20 （주）대홍기획 제작국 차장 222•劉漢台 49. 4.21
197•鄭世潤 56.11.20 （주）대홍기획 제작2국 223 •尹學重 50. 1. 1
198•尹 붖 燮 43. 2. 8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전임강사 224.李奉燮 48.12.22 영남대 응용미술학과 조교수

199•具還榮 57. 9.28 동아제약 판촉부 광고제작과 225•李正鎬 46. 8.23
200.金盈基 53.10.19 디자인파크 제작부 실장 226•洪鍾一 41. 8. 6
2이•徐 鴻 璃 54. 3.16 서울그라픽센터 연구실장 227•張秉錫

202•文台善 38. 5. 7 성신여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228•장 동 훈

203•張舜錫 53. 2. 4 계명대 강사 229.鄭然鍾 46. 5.19
204.梁永完 56. 5. 7 홍익대 디자인과 조교실 230•趙承來 49. 1. 1
205•金鎭龍 52. 2.27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실 231•崔娥英 48. 9.12
206•宋基榮 55. 4. 9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실

工藝
CRAFT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1 •許敏子 44. 6.16 제주대 미술교육과 조교수 끼.徐 孝 錫 49. 4.10
2 •姜合禎 56.11.26 부산 산업대 응용미술과 강사 22.李恩英 59.11.26
3 •南相敎 29. 4.27 한양대 공예과 교수 23•金云姫 60. 3. 5
4 •劉詰淵 27. 3.15 상명여대 공예과 부교수 24.金幸姫 58. 5. 1
5 •金世煥 44.11. 5 아람공예사 대표 25•林基玉 51. 10.9
6 .安徳春 52. 9. 24 전주대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26•徐承運 53. 1. 1 한전물산（주） 제품개발부 도안과

7 .林玉洙 50.10.13 전주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27.金孟吉 47. 2.13 미림공방 대표

8 •鞠明姫 47. 6.21 전주대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28.趙炳學 53.11. 5 와룡도예 연구소 대표

9 •金徳謙 41. 2.15 숙명여대 산업공예과 교수 29•崔準子 45. 6. 5 인덕공업전문대학 응용미술과 강사

10•南哲均 43. 3. 8 상명여대 공예과 부교수 30•嚴俊相 42. 5. 5 경 기공업 개방대 학 산업디 자인과 부교수

11 •李仲會 47. 3. 27 선창산업（주） 개발과 31•金淑貞 58. 8. 1 일성 산업

12•徐吉龍 44. 8. 20 조선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32•金映信 48.12. 2 송원실 업 전문대 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13 .郭景子 44. 1.24 목원대학 산업미술과 강사 33•金贊植 52.12.17 송원실업 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14•劉省吾 41.12. 2 강릉대학 미술학과 교수 34•金注妍 57. 8. 20 송원실업 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전임 강사

15•崔敏圭 55. 8.27 인하공업 전문대학 공예디자인과 35•孫榮日 50.11.18 송원실업 전문대학 민속공예과 전임강사

16•李相台 46. 6.10 부천공업 전문대 학 산업디 자인과 조교수 36•鄭復相 51. 3.11 계명실업 전문대학 민속공예과 부교수

17•姜泰星 49. 5. 25 강릉대학 미술학과 37•薛喜耶 48. 3. 26 계명실업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18•全仁煥 51.12. 2 전인 공예실 대표 38•崔仁詰 52. 1. 3 계명실업 전문대학 민속공예과 조교수

19.孫貞理 42.10. 8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부교수 39•金仁淑 48. 8.11 계명 실업 전문대 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20•朴玉美 58. 7.27 국민대 의상학과 강사 40•金朱一 51. 2. 4 계명실업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전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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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李憲國 51. 8.15 청주대 공예과 전임강사 92.金順姫 47. 2. 9 경덕여고 교사

42 •柳海詰 48. 4.22 청주대 공예과 조교수 93 •李泳俊 57. 4.17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부

43•書圭春 55. 3. 4 조선대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94.黄仁許 52. 4.27 부산교육대학 전임강사

44.魯殷希 55. 7.15 조선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95•崔英子 45. 3. 3 효성여대 공예과 조교수

45 •李小靜 57. 8.23 96.崔賛熹 57. 8.13 조선대 응용미술과 강사

46.宋素映 43. 1.25 공주사대 미술교육과 강사 97.鄭必仁 57. 9.18

47 •高昌煥 52. 3.15 대전실업 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98•李基尙 57. 2. 1 경기공업개방대 학 산업디자인과

48.安惠映 54. 7. 2 서울교육대학 강사 99•曹貴鉉 42. 4.28 부산산업대학 공예과 부교수

49•李光子 58. 8. 6 100•金春逢 48. 3.15 효성여대 공예과

50.崔敏順 56. 4.19 101.金伟根 55. 5.12 효성여대 공예과 강사

51•閔炳順 55. 1.14 102 •李順子 58. 2.20 계명실업전문대학 민속공예과 강사

52.金福泰 45. 2.24 동의공업 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부교수 103.具芳姫 53.11.21 효성여대 공예과 강사

53.金潤德 60.10. 5 기전여자전문대학 공예과 강사 104.金鍾業 49.10.25 （주）피어리스 개발부 대리

54.高聲鍾 48. 4.30 강릉대학 미술학과 조교수 105.金光洙 54. 2.17 （주）피어리스 개발부 계장

55.李承秀 56. 2.19 106.鄭大有 41.12.10 성신여대 공예과 부교수

56•朴海圭 51.12.30 서 해공업 전문대 학 산업디 자인과 교수 107•李外周 49.12.11 숙명여대 공예과 강사

57.李俊勲 50.6.12 영등포공고 디자인과 교사 108.金奎植 24. 3.27 서일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58•金明泰 51. 3. 4 영등포공고 공예과 교사 109 •姜燦均 38. 6.20 서울대 공예과 교수

59•閔庚彦 51. 7.20 영등포공고 디자인과 교사 110•權相五 49. 8. 4 부산여대 산업공예학과 조교수

60.韓錫湖 54. 6.26 영등포공고 디자인과 과장 111•崔金蓉 48.11.20 영등포여고 교사

61•金俊浩 51. 1. 4 부산경상전문대학 산업 디자인과 112.朴成右 45. 3. 2 박 성우 공방 대표

62.嚴光燮 34. 4.15 한양^ 미술교육과 교수 113.李昌浩 26.10.21 사단법인 전통공예기능 보존협회 부이사장

63.孫正禮 49. 3.24 전남대 미술교육과 조교수 114.盧慶祚 51. 2.18 경희대 요업공예과 전임강사

64.金芝希 39. 9.26 효성여대 미술대학 학장 115.李芙淵 52.11.19 목원대학 조교수

65.李燕姫 52. 4.20 효성여대 강사 116.T玉蘭 43. 4.20 단국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66•李明照 52. 7.14 117•崔乘千 34. 9.13 홍익대 공예과 교수

67•金東鎭 50. 1. 1 효성여대 공예과 조교수 118•林東子 55. 4. 7

68.韓有璟 59. 1. 5 대 구공업 전문대 학 산업 디 자인 과 강사 119 •郭桂晶 40. 4. 2 곽계정 공예연구원 대표

69.趙慶熙 59. 3.23 계명실업전문대학 응용미술과 々사 120•鄭容宙 48. 6.14 영남대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70.李勝媛 46. 3.12 원광대 금속공예과 조교수 121.金明甲 54. 8. 5 설월 도예연구소

• 기•尹 汝 玉 45. 7.30 원광대 금속공예과 조교수 122•張惠映 57. 9. 8 원광대 금속공예과 강사

72•吳元鐸 48. 3.30 원광대 금속공예과 조교수 123•金顯搭 34. 7.12 전주교육대학 미술과 교수

73.洪承杓 27. 1.19 전주교육대학 미술과 교수 124•鄭炳皓 39. 5.26 화양공예사 대표

74.金盛泰 32. 2.27 군산대학 미술학과 교수 125•池銀美 58. 4.10 중량중학교 연구부 교사

75.金允洙 54. 3.11 군산대학 미술학과 조교수 126•洪日善 55. 12.10 단국대 예술대

76.南相宰 55.10.16 원광대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127•黄舜映 58. 6.15 덕성여대 산업미술과

77•金潤煥 42. 6.19 원광대 응용미술과 부교수 128.李主炯 50. 9.28 영남공전 응용미술과 조교수

78.吳隆京 42. 9. 2 원광대 금속공예과 교수 129.全希宣 50. 3. 5 서일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사

79•姜景中 55. 9.10 대구 남양학교 130•李信子 31. 9. 3 덕성여대 산업미술과 교수

80.金致權 49. 7. 8 서울工芸 대표 131•金明熙 58. 1. 5

81•金龍雲 50.10.23 천미사 대표 132•權純亨 29. 6.23

82.金在旭 39. 5.20 （주）대구백화점 가구부 공장장 133•白泰元 23. 9.28

83•韓泓坤 43.11.28 한양여자전문대학 도예과 조교수 134•楊幸基 45. 6.25 영남대학교 응용미술과 부교수

84.李淇成 48. 6. 7 한국디 자인 포장센터 주임 연구원 135•元大正 20. 1.22

85•李光鎬 52. 6.12 단국대 산업미술과 강사 136•金泰鍾 52. 3. 9

86•金美榮 56. 9.30 137.朴商雨

87.金支鳳 38. 4.24 부천공업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138•朴仁淑 50. 6.20

88•權永植 47. 2.10 원광대 요업공예과 전임강사 139•朴鎭弘 41.12. 6

89•金基千 48. 8.15 원광대 요업공예과 전임강사 ⑷.白 日 50. 3.28

90•權五勲 47. 7. 9 원광대 요업공예과 조교수 ⑷.申光錫 45. 5.22 서울대 공예과 조교수

91.韓鳳林 47. 1.13 원광대 요업공예과 조교수 142.申英玉 4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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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尹 瑾

144•張美燕

145 •全英順

146•鄭慶娟

147•千福熙

46. 7.15

56. 9.10

46.10.26

148•崔鍾官 

149•洪京姫

150.W載虎

151 •崔正奉

51. 3.13 

54.11.18 

57. 6.17 

49. 3.25

전남대 예술대 강사

홍익공업전문대학 공예과 강사

製品 및 環境 디자인
PRODUCT&ENVIRONMENTAL DESIGN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____________ 근무처 및 직책____________

1 .金寅權 41. 9. 4 부산산업대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43.韓正完 57.11. 1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2•金富植 51.10.16 부원의장산업사 대표 44.李防植 52.11. 7 삼성전자（주） 가전디자인실

3 •葛宗魯 52.10. 4 롯데파이오니아（주） 디자인실 과장 45•丘冀髙 57.10. 8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주임연구원

4 •李秀燿 47.12. 8 부산여자대학 사업미술과 조교수 46.李海黙 51.11.20 경기대학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5 •張權峯 36.11. 5 인천대학 미술학과 조교수 47•朴漢根 53. 5.10 동신공업（주） 개발실 대리

7•金忠漢 50. 3. 5 아남산업（주） 기술개발부 과장 48.尹智弘 54.11. 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연구원

7 •崔 珍 54.12.19 내쇼날프라스틱（주） 제품개발부 계장 49•朴熙勉 56. 7. 5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 개발부 연구원

8 .姜知民 46. 6.11 대 전실업 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조교수 50•鄭夏成 53. 7. 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 연구원

9 •李寅奎 56. 1. 5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51 •柳濟宅 53. 8.16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10•康南得 51. 1.11 현대자동차（주） 대자인실 대리 52.金瑞經 55. 7. 3 한양목재（주） 개발부

11.金興植 52. 8.22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대리 53•徐峰鶴 54. 3.12 한양목재（주） 개발부 대리

12.黄鳳哲 51. 8. 8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대리 54.禹興龍 52. 4.14 경기공업개방대 학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

13•車轍敏 55. 1. 5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대리 55•朴鍾榮 54. 3.10 한양목재（주） 개발부

14•安榮郁 52. 4.23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대리 56•金世英 51. 1. 1 기아산업（주） 디자인실 대리

15•鄭夏聖 54. 2.11 서울 힐튼 인터내셔날 디자인실 57•李東榮 55. 7. 5 기아산업（주） 디자인실

16•韓國鎭 56. 6. 8 현대종합목재산업（주） 생산관리실 5&李賢柱 59. 1.19 기아산업（주） 디자인실

17•申鉉黙 53. 9. 9 한국IC전자（주） 개발부 59•金基竣 54. 7.12 기아산업（주） 디자인실

18•李光石 59. 5.26 라이프통상（주） 설계실 60•金哲浩 47. 5.15 금성사（주） 디자인 종합연구소 부장

19•魯景坤 57. 6.20 라이프통상（주） 설계실 61•劉康植 53. 6.30 한국화장품공업（주） 개발부 계장

20•李 相 一 55. 1.13 동산유지공업（주） 광고개발과 62•尹泰浩 52. 8.25 상지대학 공예과 전임강사

기•鄭 基永 49. 9.12 부천공업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63•李舜鍾 52. 2.15 국민대 공업디자인과 전임강사

22•李明世 54.10.15 동서가구산업（주） 개발부 과장 64•金哲洙 47. 3. 8 국민대 공업 디자인과 부교수

23•任東殷 56. 9.29 현대 종합목재산업（주） 개발부 65•崔鍾錫 53. 2.10 금성사（주） 디자인종합연구소 과장

24•咸弘彬 49. 4.25 동국종합전자（주） 개발부 대리 66•金得坤 53. 2.11 중앙대 공예학과 강사

25.朴宗秀 55. 8. 5 오리표 씽크（주） 개발실 67•文昌浩 50. 1.11 태평양화학공업（주） 개발3과 과장

26•吳仁憚 56. 3.20 동서가구산업（주） 개발부 68•金黄龍 51. 5.14 태평양화학공업（주） 기술개발1부2과 과장

27•李光鉉 55. 12.23 동서가구산업（주） 개발부 69.金 塡 50.10.21 태평양화학공업（주） 기술개발1부 대리

28•金貞坤 57. 3.13 동서가구산업（주） 개발부 70•朱學魯 53. 1. 6 태평양화학공업（주） 개발1부1과 주임

29•金昌雲 50.12.30 삼익악기제조（주） 기술개발부 71 .任光淳 55. 5.20 태평양화학공업（주） 기술개발1부 개발2과
30•吳祐勲 54. 6.20 중원전자（주） 디자인실 72.玄大振 56. 8. 7 태평양화학공업（주） 기술개발부

31 .崔炳秀 54. 6. 6 현대종합목재（주） 기술부 대리 73.金応燦 60. 4.15 인희산업（주） 개발실 의장과

32•朴二圭浩 45.11.21 동서가구산업（주） 개발부 부장 74.鄭東盛 51.11.24 인희산업（주） 개발실 의장과 과장

33•鄭國鉉 51. 8.22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과장 75•文永澤 56. 9. 6 동일가구（주） 디자인실

34.李鎬成 58. 6.19 한국전자（주） 디자인실 76•崔君植 54. 4.28 동일가구（주） 디자인실
35•車京和 52. 4.10 라이프통상（주） 설계실 대리 77.朴君熙 58. 4. 5 동명가구공예（주） 설계실 실장
36•金斗榮 49. 2. 3 청주대 공예학과 조교수 78•曹富永 56. 3. 1 （주） 진양 개발과
37•趙元來 51. 2.13 남성전기산업（주） 개발실 대리 79•崔榮泰 55. 5.22 한국산업은행 디자인실
38•金性洙 56.12.29 남선전기산업（주） 개발실 80•崔乘姫 59.10.14 동아인테리어 설계실

39.金永植 52. 7. 9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대리 81 •林然雄 48.11.10 서강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전임 강사
40•金鍾吉 51.10.28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주임연구원 82•朴基洪 50.11. 8 계명실업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시•方 詰 洙 52.11.26 （주） 한독 디자인실 대리 83.全 東 봎 55. 8. 5
42•朴億詰 53. 7.18 대우전자（주） 디자인실 과장 84.李在國 50. 2.11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산업디 자인 개발부 주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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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책

85.李在元 56. 9.14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산업디 자인 개발부 연구원 131•韓道龍 33. 8.30 홍익대 산업도안과 교수

86.金正國 53. 2.1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연구원 132.趙鍾鎬 54. 4.20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연구소 과장

87.李茂榮 43. 8.25 로케트전기（주） 홍보과 과장 133.金丈皓 44. 2.22 한국과학기 술대 학 산업 디 자인 과 교수

88.吳敬順 58. 7.10 금성사（주） 디자인 종합연구소 134.崔秀愼 57.10.12 대우자동차（주） 기술연구소 디자인실

89 •林在根 56. 1.20 코오롱상사（주） 광고과 135.李 健 44. 9.22 서울시립대학 산업미술학과 조교수

90.金裕坤 59. 3.22 서울 미원（주） N.C과 136.郭元模 35. 7.11 중앙대 공예과 교수

91.李大南 46. 2.16 서해공업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 137.朴榮順 48. 8.28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고문

92•朴容淳 55. 2. 1 138.朴鍾壽 51. 1.17 （주）라이프통상 설계실 차장

93.鄭柱薫 54. 7.28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산업디 자인 개발부 연구원 139.金奎植 51. 1.25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과장

94.朴晒根 55. 2. 7 삼성반도체통신（주） 기구설계과 140.洪建杓 50.10.10 삼성전자（주） 제픔디자인실 과장

95.申廣燮 45. 3.20 서보 종합광고 대표 141.金柱玄 54. 7. 1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주임

96•崔承勉 58. 8.26 경 기공업 개방대 학 산업디 자인과 142.金榮培 58. 7.16 （주）오리표 씽크 개발실

97•池海泉 51. 1. 4 한양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143•具本豪 53.12.20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98•尹昌秀 56.10.27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44 •沈載磁 55. 2.16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과장

99.沈揆昇 56. 2.20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45•宋奉憲 55. 8.17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00.兪石淳 50. 7.11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과장 146.申承模 49. 1.18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과장

1이.李 淳 寅 50. 7. 6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과장 147•吳禹泳 52. 3. 1 f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02.李承哲 51. 1.20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과장 148.辛相永 55. 2.17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03•洪正杓 53.12. 8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주임 149 •全美花 60. 7. 6 （주）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104.李愿相 53. 3.15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150•趙光雄 42. 5.15 （주）금성사 전시부 부장

105.李錫浚 56. 6.11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151•吳熙鐵 55. 8.28 롯데파이오니아（주） 공업디자인실 계장

106•柳承賢 56.12.14 （주）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152.申宅均 57. 1.13 현대전자산업（주） 디자인실 과장

107•朴京子 53.10. 2 수원공업 전문대 학 공업디 자인과 강사 153.金鍾坤 55. 4.15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2부 개발3과

108•金在允 39.1. 10 동의공업 전문대 학 공업 디 자인과 조교수 154.金太漢 52. 9.22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실

109.宋樹涌 60. 1 .5 동건공업디자인 대표 155.南守昌 59. 4. 5 삼성전자（주） 음향디자인실

110•韓旻燮 55. 8. 7 한양목재（주） 개발부 156.李承培 45.11.28 서일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111•韓貞愛 56.11.29 태평양화학（주） 기술개발3과 157.朴漢裕 35. 2. 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상무이사

112.金明周 51. 3.15 조선대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158.閔哲泓 33. 3. 1 서울대 산업미술과 교수

113 •李順燃 34. 5. 5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부교수 159.朴大淳 29. 6.11

114 •李權承 47. 4.24 예존 대표 160•夫守彦 38.11.26 서울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15•元鼎鎬 53. 3.20 （주）피어리스 개발부 161 •李又性 33. 6.24

116.史東善 53. 1.20 한국화장품공업（주） 개발부 계장 162.崔大錫 43. 3.28 홍익대 산업미술과 부교수

117•崔鉉昌 51. 8.24 현대전자（주） 디자인실 과장 163.高乙翰 37. 8.14

118•趙貞姫 58. 9.11 태평양화학（주） 개발2부 개발2과 164.金憲彦

119•姜大元 49. 7.10 태평양화학（주） 개발2부 개발3과 과장 165.閔丙惠

120.羅景煥 52. 10.29 태평양장업（주） 개발부 개발2과 대리 166 •卞相泰 52. 6. 3

121 .李盛圭 59.11.13 삼성전자（주） 음향디자인실 167.李能宰 39.10. 1

122•朴鍾緒 47.11.30 현대자동차（주） 디자인실 차장 168.李丙鶴 45. 2.11 영남대 응용미술과 조교수

123•徐炳基 47.12.17 서울여자대학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169.李 英 52. 5. 3

124.金 鉉 55.11.29 국민대 공업디자인과 강사 170 •李永宰

125•金容淑 55. 8. 2 동덕여대 산업미술과 강사 171•이 유 섭 *
126 •姜炳吉 54. 1.14 유한공업 전문대 학 공업디 자인과 조교수 172.李麟述 50. 7.13

127.金炫重 56.10.30 동덕여대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173.韓吉弘 44. 8.15

128•鄭慶源 50. 3.28 한국과학기술대 학 산업디 자인과 교수 174•洪聖洙 47. 7. 1 삼성전자（주） 제품디자인연구소 실장

129•閔庚雨 47. 9.10 명지실업 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교수 175.尹永泰 47. 8.24 계명대 산업미술과 조교수

130 .安鍾文 40. 5.11 홍익대 산업도안과 부교수 176.朴仁哲 48. 5.21 인덕공업전문대학 공업 디자인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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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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 4월 1일 〜8월 31일

2• 접 수 처 : mmm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住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762-9130/9462）

3 . 등록신청서배부처

가. 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나. 지방 : 부산一상공회의소 진흥부（부산 463-7801 〜9） 
대구一상공회의소 진흥부（대구 73-0041 〜6） 
전남一전남산업디자인협회（광주 521-1132）

4 •등 록 부 문
가. 시각디자인

나. 공예

다. 제품 및 환경디자인

5 . 구 비 서 류

가•등록신청서（소정 양식）.................................................................................................. 1부
나. 증명사진（천연색 3cmX 4cm） ................................................................................ 3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라.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및 기타 증빙자료

6 • 등 록 자 격 （경력환산기준 : 85.8.31）
가. 대학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등록부문의 각항에 해당하는 분야（이하“디자인분야'라한 

다）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아에 2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나.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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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아에 3 
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과정을 졸 

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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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디자인분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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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카드 및 명부 발급

다. 디자인 정보•자료의 제공 및 교류

라• 취업 정보중계

마.「산업디자인」지 기증（격월간, 연6회）

바. 주요정책사업의 참여 추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센터 산업디자인개발부로 문의바람.

1985년 3월 일

韓國 디자인 包裝 센터
理事長 李 光 魯



時間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武器입니다.

이제부터 디자이너 여러분은 외국제 

마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읍니다. 
일본 홀베인과 기술협조로 신한에서 

제조한 간즈마카는 디자이너 여러분 

의 아트•워크를 한결 즐겁게하여 드 

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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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일러스트 •패드는 일러스 

트 •마카용 용지를 수입하여 

제본한 제품으로서 적당한 투 

명도와 백색도를 유지하여 마 

카의 발색을 촉진시키는 전문 

디자이너 용입니다.

2 절 크기와 4 절 크기의 2 종 
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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